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 수분 공급이란?

인공 수분 공급은 본인의 힘으로 물을 마시거나 삼키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신분들에게 물과 소금을 공급하는 의료치료입니다.

인공 수분 공급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 피부밑 또는 정맥으로 정맥주사(IV)를 통해, 또는
• 코를 통해 위장까지 넣은 튜브를 이용하거나 
• 수술을 통해 피부를 절개하여 위장이나 장에 직접 튜브를 넣는 방법으로 수분 

공급을 합니다.

인공 수분 공급은 효과가 있나요?

인공 수분 공급을 받을 분이 얼마나 중한지 또는 얼마나 임종이 가까운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인공 수분 공급을 통해 일정 기간 만족스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임종전의 환자가 아닌 분들은 인공 수분 공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분들이나 치매(기억력 유실) 말기에 있으신분들에게는 물 마시기를 
멈추는 것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 죽음에 가까워지면 우리의 신체는  
물과 소금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인공 수분 공급은:
— 다리에 물이 차게 하고
— 폐에 물이 차게 합니다.

말기 환자분들이 인공적으로 수분을 
투여해도 입이 마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말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입을 통해 
호흡을 합니다.

• 대부분 말기 환자분들의 입이 말라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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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들이 인공 수분 공급을 받아도 도움이 안 될까요?  

말기 환자들은 수분 공급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 말기 환자분들이 물을 안 마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죽음이 가까왔을 때 신체는 물과 소금을 쓰지 못합니다.
• 물이 폐에 차서 호흡을 하기 힘들게 합니다.

어떤분들이 인공 수분 공급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하십시오.

수분 공급을 통해 도움이 될 분들은…
• 일시적으로 수분 공급이 필요한 분
• 말기 환자가 아니신 분

수분 공급을 통해 행복하고 힘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인공 수분 공급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공 수분 공급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충분하게 상의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인공 수분 공급을 받지 않으면 
목이 너무 마를 것으로 걱정을 합니다.

• 죽음이 가까왔을 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이 가까왔을 때 
환자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 암이나 치매와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암이나 
치매와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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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수분 공급을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환자가 인공 수분 공급의 혜택과 위험 요소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길 원할 경우 인공 수분공급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아래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얼마나 오랫동안 인공 수분 공급이 필요한가?
• 얼마나 오랫동안 인공 수분 공급으로 살아야 하는가? 
• 인공 수분 공급을 받는 삶이 어떠한가?

어떤이에게는 가능한 오래 살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분들에게는 다른 의료적인 문제가 생겨도 인공 수분 공급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분들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원합니다. 

• 이런분들은 인공 수분 공급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죽음에 가까이 왔을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몸의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해줍니다. 

수분이 적을 때…
• 소변이 적어지므로 방광에서 관을 통해 소변을 받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 다리와 발에 붓기(부종)가 줄어 듭니다.
• 위장에 수분이 적기에 구역질이나 구토가 줄어듭니다. 
• 폐에 물이 적게 차서 호흡 문제가 줄어듭니다.

죽어가는 분들이 호흡할 때, 힘들게 호흡하던 소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공 수분 공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이 말랐을 때 환자분이 삼킬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 사탕이나 껌이 도음이 됩니다.
•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 얼음조각을 제공해주거나 
 » 촉촉히 젖은 스폰지로 입을 적셔주면 도움이 됩니다.SAMPLE



환자 당사자가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내가 인공 수분 공급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 수분 공급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환자를 향한 사랑을 이 문제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공 수분 공급이 사랑하는 환자에게 
유익함보다 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담당 의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원했는지…
• 환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아픈지…
• 환자가 임종에 가까이 와 있는지…
• 환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인공 수분 공급에 대해…
• 가능하다면 환자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 다른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 의료진과 의논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공 수분 공급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알릴수 있나요?

• 여러분의 결정을 가족, 친구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말씀하십시오.
• 여러분의 결정을 의사로부터 받은 문서에 기록해두십시오.
• 작성한 서류를 복사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의사 선생님께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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