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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ith the entry in force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n February 4, 2018,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spice
palliative care has received full legal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aw on the referral timing of hospice
palliative care by comparing patients before and after enforcement of the law.
Methods: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on patients admitted to a singl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ospice ward from February 6 to
June 30, 2017, and February 4 to June 30, 2018. We also analyzed the predicted lifespan indicators at the time of entering the hospice wards of the
two groups through crossover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urvival analysis showed that patients survived longer after the law entered in force than before,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n length of survival 32.00 vs. 37.00, P=0.323). In additio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performance score <3 among the after the law entered in force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44 vs. 27, P<0.001). The albumin level was higher in the patient group after the law entered in force (2.93±0.63 vs. 3.2±0.63,
P=0.002).
Conclusion: Sinc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entered in force, the time of referral has been advanced, and patients’ performance
status and serum albumin level at the time of admission have improved.
Keywords: Hospice, Palliative Care, Advance Directives, Referral and Consultation

서론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

는 법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연명의료의 중단은 대부분 서

써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면화된 소생거부지시(do not resuscitation; DNR)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대체되었다. DNR 작성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견보다는 보호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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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

수 있다.14)

하였다.1) 또한 DNR이 작성되는 시기는 환자의 죽음 이전 3일이 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

장 많았으며 대부분 죽음 7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획서의 작성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시기를 이전

죽음이 임박해서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 수

보다 앞당기게 됨으로써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의 의뢰를 촉진시키

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연명의료 중단에 앞서 건강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이 환

한 사람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말기암 환자 등은

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게 되면서 동시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

의 의뢰시기를 앞당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해 ‘완치가 불가

방법

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으로, 통증과 다른 증
상들,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의 조절이 주가 되며, 환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자와 가족들이 최상의 삶의 질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정의하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IRB) 심의(H-1905-

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짧은 재원기간은 이러한 호스피스ㆍ완화

005-079)를 거친 후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일개 국립대학교병원 호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기간에 대

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질과 연관이 있다.3) 또

다. 연구 대상군은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일인 2018년 2월 4일부터

한, 개인의 의료비는 사망 직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2018년 6월 30일 이내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된 환자로 선정하였

알려져 있고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생애 말기 총 의료비의 3분의 1의

고, 대조군은 1년 전 동기간인 2017년 2월 4일부터 2017년 6월 30일

비용이 임종 전 1개월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생애 말기의

이내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된 환자로 선정하였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은 오히려 감소
하게 된다.5)

1) 호스피스 의뢰시기 분석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에 따르
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한 환자의 호스피스 등록기간 평균은

두 그룹의 호스피스 의뢰시기를 비교하기 위해 의뢰일로부터 퇴
실일까지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27.3일이었으며 총 입원기간 평균은 22.8일이었다. 의사들이 생각하
6)

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의 적절한 의뢰시기는 사망 3개월 전으로
조사되었으나,7) 실제 의뢰시기는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뢰시기가
8)

2) 호스피스 입실 당시 예후 예측 지표 분석

담당의사의 호스피스 병동 의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

더 당겨져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호스피

상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뢰 당시의 예후 예측 지표들을 분석하

스ㆍ완화의료의 의뢰시기가 앞당겨지면 생애 말기에 불필요한 치료

고자 하였으나, 결과 누락, 평가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두 그룹

9)

로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호스피스로

의 호스피스 병동 입실 당시의 예후 예측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예

의 이른 의뢰는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우울증상의 개선에

후 예측 지표는 임상 증상 및 징후, 혈액검사 소견 및 대한가정의학

10)

도움을 줄 수 있고, 늦은 의뢰에 대한 인식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3)

회 소속 완화의학 연구회(Korean Palliative Medicine Research Group)

대한 불만족 지표와 연관성이 높아 의뢰시기는 호스피스ㆍ완화의

에서 개발한 객관적 예후지수를 사용하였다.

료의 질적요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환자에서는 이른

(1) 임상 증상 및 징후

의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원발암이

두 그룹의 전신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Eastern Cooperative

늦게 진단된 경우(44%), 이전에 의뢰되었지만 환자가 거절한 경우

Oncology Group 기능상태지수(ECOG)를 조사하였다. ECOG는 0–4

(17%) 등 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말기암 환자가 사망 직

까지로 구분되며 ECOG 0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고 모든 활

11)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입

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ECOG 4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

시기가 적극적 암 치료의 중단 시점임을 고려하면 아예 의뢰가 되지

에서 지내며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않거나 너무 늦은 시점에 의뢰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그 외

본 연구에서는 ECOG를 거동과 자기관리가 가능한 3점 미만, 자기

전까지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12)

에도 의사의 잘못된 여명예측 및 호스피스 교육의 부재, 호스피스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3점 이상으로 나누어 그룹별 특성을 평가하

접근성 등이 호스피스로의 이른 의뢰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였다. 통증점수는 numerical rating scale (NRS)로 확인하였고 0점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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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없음, 10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며 4점 이상

검사는 입실 당일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만약 입실 당일 결과

을 중등도 이상의 통증, 4점 미만을 경도 통증으로 나누어 조사하

가 없다면 입실일 기준 7일 이내 혈액검사 결과로 대체하였다.

였다. 식욕부진은 거의 섭취를 못하거나 몇 숟가락 섭취하는 경우로

(3) Objective prognostic score (OPS)

정의하였고 식욕유지는 반 공기 전후 혹은 정상식사일 때로 정의하

OPS 는 ECOG 4 점 이상, 식욕부진, 안정 시 호흡곤란, total

였다. 의식상태는 명료와 혼미, 반혼수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호흡

bilirubin 2 mg/dL 이상, LDH 502 mg/dL 이상을 각각 1점, Cr 1.5

곤란은 입실 당시 산소 투여 여부로 평가하였다.

mg/dL 이상을 2점으로 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OPS 3점을 절단값으

(2) 혈액검사적 특성

로 하여 3주 미만 생존을 예측하며 민감도는 75%, 특이도는 77%로

혈액검사 항목은 white blood cell, neutrophil count, lymphocyte

보고되어 있다.

count, platelet, Sodium (Na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

amino-transferase, alkaline phosphatase, lactate dehydrogenase (LDH),

2. 통계학적 방법

total bilirubin, albumin,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Cr), C-reactive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에 의뢰된 환자를 Group 1, 법 시행 이

protein으로 말기암 환자의 예후 예측 지표들을 평가하였다.15) 혈액

후에 의뢰된 환자를 Group 2로 정의하고 두 그룹의 의뢰시기를 비교
하기 위해 의뢰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생존기간을 Kaplan Meier’s

survival curve로 분석하였다. 두 그룹 간의 특성 차이를 보기 위해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Group 1a

Group 2b

Patient

120

103

Age (y)c

68.38±10.99

68.34±11.54

Sex

P-value

association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속형 자료의 경우 Independent T
0.981
0.459

Male

70 (58.3)

55 (53.4)

Female

50 (41.7)

48 (46.6)

Religion

0.993

Buddhism
Catholic

47 (39.8)

38 (38.8)

9 (7.6)

7 (7.1)

Christian

15 (12.7)

12 (12.2)

None

47 (39.8)

41 (41.8)

12 (10.0)

13 (12.6)
15 (14.6)

Primary cancer sited
Gastric

범주형 자료의 경우 Pearson’s chi-square test 또는 linear by linear

test를 이용하였고 정규성 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의 경우에는 비
모수검정인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version 21.0 (IBM Co., Armonk, NY, USA)을 통해 분석하였
고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0.258

Colon

13 (10.8)

Hepatobiliary

17 (14.2)

8 (7.8)

Pancreas

11 (9.2)

5 (4.9)

Lung

12 (10.0)

15 (14.6)

Genitourinary

21 (17.5)

25 (24.3)

Breast

9 (7.5)

3 (2.9)

Other

25 (20.8)

19 (18.4)

Liver

12 (14.8)

7 (7.9)

Bone

8 (9.9)

6 (6.7)

Metastasis

1.0

0.291

Brain

2 (2.5)

2 (2.2)

Lung

11 (13.6)

6 (6.7)

Others

12 (14.8)

17 (19.1)

Multiple

36 (44.4)

51 (57.3)

d

Treatment history
Chemotherapy

78 (65.5)

63 (65.4)

0.499

Radiotherapy

31 (26.1)

29 (28.4)

0.692

Surgery

48 (40.3)

49 (47.6)

0.278

Data presented as number only, number (percentage) or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Independent T test
(SPSS 21.0, P-value <0.05).
a
Group 1: Befor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bGroup 2:
Afte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Expressed as median.
d
Multiple response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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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survival probability

Variable

Group 1
Group 2
Group 1 censoring
Group 2 censoring

0.8
0.6
0.4
0.2
0.0
0

20

40

60

80

100

120

140

Survival duration (days)

Figure 1. Survival curve analysis. Group 1: Befor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Group 2: Afte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Median LOS of Group 1: 32.00 (7.00,
35.00), Group 2: 37.00 (10.00, 40.00).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Kaplan Meier’s survival curve. P-value=0.323. LOS, length of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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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4. 혈액검사 결과 비교

Group 2가 Group 1보다 Albumin 수치는 높았고(2.93±0.63 vs.
3.2±0.63) Cr 수치는 낮았으며(1.06±1.26 vs. 1.01±0.6) 이는 통계적

1. 일반적 특성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의 환자군을 Group 1,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의 환자군을 Group 2라고 했을 때 Group 1은 120명, Group

으로 유의하였다(P=0.002, P=0.047). 그 외 검사결과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2는 103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각각 68.38±10.99, 68.34±11.54로 두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그 외 성별, 종교, 원발암, 전이부위, 항암치
료와 방사선치료 및 수술 유무에서도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5. Objective prognostic score (OPS)

OPS 3점을 절단값으로 하여 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Group 2가
Group 1보다 OPS<3점 미만으로 예측여명이 3주 이상으로 길었던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5)
(Table 4).

2. 생존곡선 분석

Group 1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32.00 (7.00, 35.00), Group 2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37.00 (10.00, 40.00)이며 P=0.323으로 Group 2의 생존

고찰

기간이 Group 1보다 긴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ure 1).

본 연구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 전후의 호스피스 의뢰일 기준

3. 임상 증상 및 징후

Table 3. Laboratory characteristics

Group 2가 Group 1보다 ECOG <3 미만으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많았으며(44 vs. 2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또
한 경미한 통증(NRS<4)을 호소하는 환자와 의식상태가 명료한 환

WBC (103/μL)

Group 1

Group 2

11.48±9.23

9.7±4.83

0.424a

9.4±8.8

7.8±4.5

0.586a

Neutrophil count (103/μL)

1.78±4.95

0.88±1.11

0.252a

자가 Group 1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46,

Platelet (103/μL)

255.08±166.74

256.69±130.46

0.46a

P=0.154). 그 외 식욕부진과 호흡곤란 유무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

Na+ (mmol/L)

133.80±12.09

135.16±5.63

었다(Table 2).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sign
Group 1

Group 2

P-value
a

0.001

<3

27 (22.7)

44 (42.7)

≥3

92 (77.3)

59 (57.3)
0.146b

Pain score
<4

22 (19.1)

27 (27,6)

≥4

93 (80.9)

71 (72.4)

Yes

73 (70.9)

67 (72.0)

No

30 (29.1)

26 (28.0)

105 (87.5)

96 (92.8)

15 (12.5)

7 (6.8)

0.856b

Anorexia

Consciousness
Decreased mentality

0.154b
0.85b

Dyspnea
Yes

3 (2.5)

3 (2.9)

No

117 (97.5)

100 (97.1)

Data presented as frequencies and percentage.
ECOG PS,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a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SPSS 21.0). b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Pearson’s chi-square test (SPSS 21.0).
P-value of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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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 (IU/L)

74.23±187.69

74.44±256.55

0.313
0.995

ALT (IU/L)

45.80±134.42

32.84±88.49

0.417

ALP (IU/L)

171.69±175.49

175.49±264.99

0.174

LDH (IU/L)

469.1±427.65

416.62±370.07

0.509

1.93±5.05

1.32±2.09

0.326a

Total bilirubin (mg/dL)

ECOG PS

Alert

Lymphocyte count (103/μL)

P-value

Albumin (g/dL)
BUN (mg/dL)

2.93±0.63

3.2±0.63

0.002

25.54±20.72

25.6±21.07

0.983

Cr (mg/dL)

1.06±1.26

1.01±0.6

0.047a

CRP (mg/dL)

7.53±6.86

7.07±7.42

0.65

Data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Independent T test
(SPSS 21.0).
WBC, white blood cell; Na+, sodium;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BUN, blood urea nitrogen; Cr, creatinine; CRP, C-reactive protein.
a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Mann-Whitney test
(SPSS 21.0).
P-value of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4. Objective prognostic score (OPS)
Group 1

Group 2

P-value

OPS <3

94 (78.3)

84 (81.6)

0.55

OPS ≥3

26 (21.7)

19 (18.4)

Data presented as frequencies and percentage.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groups was performed using Pearson’s chi-square
test (SPSS 21.0).
P-value of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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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간과 의뢰 당시의 예후 예측 지표를 비교하여, 환자본인이 연

3.2±0.63 mg/dL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그룹에서 더 높았고

명의료 중단 및 유보에 참여하는 것이 호스피스 의뢰 시기에 영향을

이는 더 긴 여명이 예측되는 환자가 의뢰되었음 을 의미한다.

미쳤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Creatinine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환자군에서 높

시행한 생존기간 분석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기는 하였으나 예후예측지수로의 독립인자로서의 근거수준이 낮기

없었으나 법 시행 이후의 환자군의 생존기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

때문에 두 그룹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웠다.

다. 또한 법 시행 이후 환자군에서 ECOG 3 미만인 환자들이 더 많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일기관에

았고 serum albumin 수치와 creatinine 수치가 더 높았으며 이들은 통

서 진행된 연구로 병원의 입원 절차적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미칠 수 있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의 생존 기

연구에 포함시킨 환자의 수가 적어서 향후 이를 보완한 대규모 연구

3,8,16)

간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명의료 의사 결정과정에 개입되는 다양

의사의 예후 인식,13,17,18) 환자와 및 보호자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한 변수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으며 특히 의뢰하는 의사의 지식, 태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19-21) 환자 및 보호자의 거부

도, 믿음의 변화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하지만 연

20,22)

등으로 인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으로의 의뢰가 지연되고

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이 호스피스 의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있다. 미국의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23) (PSDA)의 시행 전후 비

기 위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의 제한점

교 연구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법의 시행이 연

을 보완한 후향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명의료 중지에 대한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논의 자체는 증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이 호스피스 의뢰

시키지는 못했다는 결과를 보였다.24) 하지만 미국의 PSDA는 질병의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명의료 결정

중증도와 상관없이 병원에 처음 입원하게 되면 환자에게 연명치료

법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시기가 당겨진

에 관한 사전의사결정서(Advanced Directives)를 받도록 한 것으로 누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 당시의 ECOG, serum albumin 등

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말기 환자만 작성할 수

의 예후예측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국내 연명의료법을 고

있었다.

려할 때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요약

ECOG는 환자의 전신활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받는 말기 암환자의 주요한 예후예측인자 중 하나
25)

연구배경: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

로 사용되고 있다.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연

스 완화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연명의료

구에 따르면 ECOG 0일 때 평균 생존기간은 197일, ECOG 4일 때의

결정법 시행 전후의 환자군을 비교함으로써 법 시행이 호스피스 완

평균 생존기간은 25.5일로 ECOG가 증가할수록 평균 생존기간이 감

화의료 의뢰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호스피스 의뢰 시점에서의 환자의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2018년 2월 4일부터 6월

ECOG 평가를 통해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30일까지 일개 국립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연구에서 보였던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군에서 ECOG가

등록일로부터 생존기간을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분석하였

낮을 때 호스피스 의뢰가 이루어진 것은 이전에 비해 호스피스 의뢰

다. 또한 두 그룹의 호스피스 병동 입실 당시 예측여명지표들을 다

시기를 앞당겼고, 삶의 질 또한 향상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른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6)

27)

결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환자군의 생존기간 중앙값이 연

다.

Serum albumin 수치 또한 진행성 암환자의 독립적인 예후예측인

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의 환자군보다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자로 사용되는 지표이며, 선행 연구에서는 cut off value를 3.5 mg/

지는 않았다(32.00 vs. 37.00, P=0.323).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dL 초과 및 2.5 mg/dL 미만으로 책정하여 정상 알부민 수치와 낮은

이후의 환자군에서 ECOG가 3 미만인 환자들이 더 많았고 이는 통

알부민 수치를 보이는 환자군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 생존기간이 각

계적으로 유의하였다(44 vs. 27, P<0.001).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각 43.2개월 vs. 4.8개월로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생존기간 차이를

이후의 환자군에서 Albumin 수치는 높았고(2.93±0.63 vs. 3.2±0.63)

본 연구에서 두 그룹의 차이는 2.93±0.63 mg /dL vs.

Cr 수치는 낮았으며(1.06±1.26 vs. 1.01±0.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28)

29)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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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P=0.002, P=0.047). 그 외 여명예측 지수에서 두 그룹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연구 결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시기가 당겨진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 당시
의 ECOG, Serum Albumin 등의 여명예측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
하는 완화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보이며 향
후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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