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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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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ADs) of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and factors related to ADs. Methods: Participants were 180 older Korean adults (mean age=74.2 
years, 70.6% women) from two senior centers in a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during September, 2011. The Advanced Directives Attitude Survey (ADAS) and ques-
tionnaires including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Results: The mean score for ADAS was 45.12, which showed elders' 
positive attitudes toward ADs. Of the elders, 61.1% agreed to prepare AD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
istics of age, level of education, and monthly incom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lders' attitudes toward ADs. 
In addition, medical service use, medical expenses, experiences of significant others' admission in intensive care 
units and death were significantly related factors to the elders' attitudes toward ADs.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oughtful approaches with respect for values and attitudes of older adults need to be con-
sidered in adapting ADs to Korean health ca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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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

부한 사례와 2010년 1월 10일 뇌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통

해 연명하다 제거한 뒤 사망한 이른바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

머니 사건’은 현 의료계에 ‘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전

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3%로 

나타났다(Park, 2013). 이는 2005년 의료비의 두 배를 넘는 

것이며, 2009년에 비해 14.5%로 증가한 규모로 앞으로도 급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연명치료 기술 발달과 더불어 

임종 직전 한 달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전 생의 의료비 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Gwon, 2009). 이처럼 무의미한 연명치료이며, 이

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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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목소

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오래 사는 것에 가치를 두

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인간답게 마감하는 ‘잘 죽는 것(good 

death)’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잘 죽는 것’은 주로 ‘존

엄사(품위 있는 죽음; dying with dignity)’나 ‘자연사(natu-

ral death)’로 개념화되고 있다(Kim, 2010). 

존엄사가 이슈화 되면서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

이 일고 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존엄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2009년 존엄사 법안 발의

를 시작으로 사회적 협의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논의 

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13년 11월 28일 연명의료결정

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3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권리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다

(Min, 2014).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받고자 하는 치

료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자신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지명하고, 심폐소생술 거절, 

원하지 않는 치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 할 수 있는 사전의

사결정(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02)은 이

미 여러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전의사결정을 제도화

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1967년 루이스 커트너가 처음

으로 제기한 생전유언을 발단으로, 1976년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43개 주에서 생전유언에 대한 법안을 통과 시켰고, 24

개 주는 대리인 지정을 입법화 하였다(Malloy, Wigton, Mee-

ske, & Tape, 1992).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생의 말기 시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PSDA)가 실시되면서 사전의사결정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에서

도 1990년대부터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

격화되었다(Kim, Hong, & Kim, 20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논

의나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최근 들어 심폐소생술 비실시

(Do Not Resuscitate, DNR)와 같이 임상적 의료 결정에서 

대상자나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연

구에 의하면 DNR를 결정한 연령층 중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가장 많았는데, 결정시기는 임종이 임박한 시점으로 DNR 유

지기간이 1일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Kim, Kim, & Lee, 2001). 

DNR 제안은 주로 의사였고, 주 결정자는 배우자, 아들 등 가

족이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와 자율성은 간과되고 있었

으며 이는 사전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

다(Kim, Kim, & Lee, 2001). 또한 지금까지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일반 성인(Kim et al., 2001; Yun et 

al., 2004), 성인 환자(Nam et al., 2008; Yun, 2009), 암 환

자나 만성질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Kim, 2010; Lee, J. A., 

2009)을 대상으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연

구하였고, 사전의사결정이 중요한 노인 대상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전의사결정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국외의 경우, 초기 연구 시작단계

에서는 주로 외래나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접근을 하였지만

(Kierner, Hladschik-Kermer, Gartner, & Watzke, 2010; 

Nolan & Bruder, 1997; Rein et al., 1996), 최근에는 사전의

사결정이 가장 필요한 인구 집단인 지역사회 노인(DeLuca, 

2000; Lawrence, 2009)을 대상으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

도와 실제 이행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존엄사를 이

루기 위하여 사전의사결정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0년 5월 

개정한 ‘암 관리법’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에 대하

여 의료인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

만 이는 암 환자에게만 국한된 법률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을 마무리 짓는 단계를 살아가는 노인이 사전의사결정에 대하

여 어떠한 태도를 갖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노인이 사전의사결정을 수용

할 준비가 어느 선 까지 와 있는지, 사전의사결정 태도의 관련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

한 태도와 사전의사결정 태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확인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파악

한다.

복지관 이용 노인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

한다.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유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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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도시 소재 두 개 노인 종합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들이다. 표본의 크기는 t-test를 기본으로 하였을 때, 

⍺=.05, power=.80, f=.2로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91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으며, 총 180명

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의식이 명료하

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였다. 또한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 할 때 심리

적 ‧ 정신적 장애를 판단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01)를 고려하여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of Korean version (SGDS-K)로 측정하였을 때 결과가 8점 

이상으로 우울 집단으로 선별된 자(Cho et al., 1999)와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MMSE- 

K)의 결과가 19점 이하로 치매로 판단된 대상자(Gwon & 

Park, 1989)는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Nolan과 Bruder (1997)가 

만든 Advance Directive Attitude Survey (ADAS)를 동일 

저자가 2003년 수정 ‧ 보완하여 개정한 것으로 1~4점까지 4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치료선택의 기회, 사전의사결정이 가

족에게 미치는 영향, 사전의사결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의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저자인 

Nolan에게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을 승인 받았으며, 한국

어로 번역한 뒤 S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자문을 받아 역 번역 

과정을 거쳤다.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의 점수 범위는 16

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자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Cronbach's ⍺가 .74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79였다.

2) 사전의사결정 태도의 관련요인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사전의사결정 태도의 관련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

태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교육 정도, 소득 수

준, 종교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있었으며, 건강보험 형

태,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 지난 한 달 동안 의

료비 지출 정도,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지난 1

년 동안 자신이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경험 유무, 지난 1년 간 지인의 중환자실 입실을 경험했거나 

사망을 겪은 것에 대한 유무,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정도와 같

은 건강 관련 특성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중 지각된 건강

상태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상

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0점을 ‘매우 좋

음’에서 10점을 ‘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화된 점수

로 표현하였다. 또한 실제로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해야 할 

때, 작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사전의사결정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1년 9월 7일부터 30일 동안 대도시 소재 두 

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훈련된 자료수집원의 일대일 면접으

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전 S시 소재 2개 노인 종합 복지관의 

관계자로부터 자료수집 허락을 받고, S대학교 연구대상자 보

호 심의위원회의 승인(2011-29)을 받은 뒤 이루어졌다. 

본 조사 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희망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은 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시

행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한 명

의 대상자가 설문을 끝내기까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

며, 문항에 대해 대상자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설문 진행을 할 수 없었

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총 설문 시간 

중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간호대학 석

사과정 학생 1명, 간호대학 학생 4명을 자료수집원으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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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목적, 설문 문항의 특성 및 면접 시 주의 사항에 대

하여 교육한 후 실시하였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지기능이 감

퇴한 노인들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설문 문항에 대

한 대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대상자 일대일 개별면담으로 자료수

집을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와 비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

한 태도와 사전의사결정 태도의 관련요인은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one-way ANOVA의 검정

에서 유의한 결과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연령은 평균 74.2세

였으며, 70~74세가 79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노인

이 127명(70.6%)으로 남성노인 53명(29.4%)보다 많았다. 학

력은 초등교육을 받은 자가 68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140명(77.8%)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 40명(27.2%)보다 많았다. 배우자가 현재 있는 경우는 

78명(43.3%)으로 사별이나 이혼, 별거의 이유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대상자 102명(56.7%)보다 적었다.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월 소득 수준은 100~200만원 미만이 131명(72.8 

%)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장형태로는 건강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118명(65.6%)이었다. 

대상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는 평균 

1.97개였으며, ‘2곳’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2명(34.4%)으

로 가장 많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평균 50,650

원이었으며 1만원에서 10만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05명

(58.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만

성 질환의 수는 2.23개로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자부

터, 최대 8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까지 있었다. 최근 5

년 이내에 대상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있음’이 77

명(42.8%)이었고, 중환자실 입실경험이 있는 노인은 25명

(13.9%)이었다. 또한 12개월 사이 지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한 

것을 경험한 노인은 50명(27.8%), 지인이 사망한 것을 경험

한 대상자는 65명(36.1%)이었다. 대상자들의 지각된 건강상

태는 평균 4.24±2.99였고, 비교적 좋은 수준인 1~3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77명(42.8%)로 가장 많았다. 

2.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

한 태도는 평균 45.12점이었다. 각 문항별 항목에서 가장 긍

정적인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의

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위해 치료 결정을 잘 해줄 것이

라고 믿는다.’가 3.29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만약 내가 치료

결정을 못한다면, 나의 가족에게 내가 받을 치료를 선택할 기

회가 주어질 것이다.’가 3.24점으로 사전의사결정에서 주로 

지목되는 대리인인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

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사전의사결정을 작

성할 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다.’가 1.95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는 ‘나의 가족은 내가 사전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가 2.35점

이었다(Table 1).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하부 항목의 범주에서 살펴보면 사전

의사결정이 치료선택의 기회(2.90±0.37점)와 본인이 받고

자 하는 치료(3.12±0.18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2.78±0.29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

였다. 하지만 질병의 인식 정도는 1.95±0.8점으로 조사되어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Table 2). 사전의사결정의 태도

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의사결정서

를 작성하겠냐는 질문에 ‘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10명

(61.1%)이었다(Table 5).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종교, 배우자의 유

무, 건강보험 형태에 따른 사전의사결정의 태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p=.035), 교육수준(p=.001), 소

득수준(p<.001)은 사전의사결정의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로 연령 중 75~ 

79세의 집단은 70~74세의 집단과 80세 이상의 집단보다 사

전의사결정의 태도가 유의하게 낮아 부정적이었다.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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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titude toward Advanced Directives (AD) of Participants (N=180)

Items of attitude toward advanced directives   M±SD

1. I have choices about the treatment I would receive at the end of my life. 2.41±1.09

2. I would be given choices about the treatment I would receive at the end of my life. 2.85±0.85

3. My doctor would include my concerns in decisions about my treatment at the end of my life. 3.09±0.65

4. If I could not make decisions, my family would be given choices about the treatment I would receive. 3.24±0.72

5. I think my family would want me to have an advance directive. 2.42±0.92

6. Making my end of life treatment wishes clear with an AD would keep my family from disagreeing 
    over what to do if I were very sick and unable to decide for myself.

2.63±0.74

7. Having an AD would make my family feel left out of caring for me. 2.79±0.70†

8. Making my end of life treatment wishes clear with an advance directive would help to prevent guilt 
    in my family.

2.83±0.62

9. Making my end of life treatment wishes clear with an AD would have no impact on my family. 2.83±0.62†

10. Having an AD would prevent costly medical expenses for my family. 3.09±0.89

11. Having an AD would make sure that my family knows my treatment wishes 3.09±0.70

12. My family wants me to have an AD. 2.35±0.82

13. Having an AD would make sure that I get the treatment at the end of my life that I want. 3.14±0.72

14. I trust one of my family or friends to make treatment decisions for me if I cannot make them myself. 3.29±0.73

15. It is better to make an advance directive when you are healthy. 2.93±0.96

16. I am not sick enough to have an advance directive. 1.95±0.80†

Total sum 45.12±6.41
†Reverse score.

Table 2. The Subscale of Attitude toward Advanced Direc-
tives of Participants (N=180)

Subscales M±SD

Opportunity for treatment choices 2.90±0.37

Impact of advanced directives on the family 2.78±0.29

Effect of an advanced directives on treatment 3.12±0.18

Illness perception 1.95±0.80†

Total mean 2.82±0.37
†Reverse score.

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이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

육,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집단보다 사전의사결정의 태도가 

유의하게 높아 긍정적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사전의사결정

에 대한 태도에서는 월 200~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

가 100~200만원 미만,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대상자 

보다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긍정적

이었다(Table 3).

한편,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중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p<.001),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

(p<.001), 지난 1년 동안 지인의 중환자실 입실(p=.012)과 

사망(p=.004)에 대한 경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작성의사 

여부(p<.001)에 따른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중 지난 한 달 동

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2곳을 방문하는 대상자

가 아무 곳도 가지 않는 대상자, 1곳, 4~8곳을 가는 대상자보

다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긍정적이

었다.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한 달 동안 의료비 지

출이 없었던 집단은 1만 원 미만, 10~20만원 미만, 30만원 이

상을 지출하는 집단보다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

의하게 낮아 부정적이었으며, 1만원 미만 지출하는 집단은 1

만원~10만원을 지출하는 집단보다 사전의사에 대한 태도 점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보유 만성질환의 수, 자신이 병원

에 입원을 했거나 중환자실에 입실했던 경험 유무, 지각된 건

강 상태는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지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을 경험하거나 사망한 것을 겪은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아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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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Advanced Directive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
Age (year) 65~69a

70~74b

75~79c

≥80d

28
79
42
31

(15.6)
(43.9)
(23.3)
(17.2)

44.04±7.48
46.19±6.92
43.00±4.91
46.23±5.08

2.93
(.035)

c＜b, d

Gender Female
Male

127
53

(70.6)
(29.4)

45.28±6.33
44.72±6.65

0.54
(.590)

 

Level of education No formal schooling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d

Universitye

28
68
33
37
14

(15.6)
(37.8)
(18.3)
(20.6)
(7.8)

45.54±7.76
44.06±5.37
44.27±5.98
48.70±5.47
41.93±8.12

4.76
(.001)

d＞a, b, c, e

Religion Yes
No

140
49

(77.8)
(27.2)

45.43±5.97
44.03±7.76

1.06
(.295)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78
102

(43.3)
(56.7)

45.64±6.13
44.72±6.56

0.96
(.339)

 

Monthly income 
(10,000 won)

＜100~200a

＜200~300b

≥300c

131
39
10

(72.8)
(21.7)
(5.6)

44.15±5.67
48.79±6.69
43.50±6.26

8.97
(＜.001)

b＞a, c

Health insuranc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Medicaid 

118
62

(65.6)
(34.4)

45.71±6.49
43.98±6.16

1.76
(.086)

 

의사결정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다면 작성하겠냐는 질문에 

‘네’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전의사결정

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아 긍정적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을 이용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

도를 확인한 것으로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현재 일부 병원

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전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 지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평균 45.12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평균 연령 49세

인 중년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Nolan과 Bru-

der (1997)의 연구에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은 50.38점으로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선

행연구를 비교하였을 때, 노인들의 경우 사전의사결정에 대

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중년에 비교하면 다소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나를 위해 치료 결정을 잘 해줄 것

이라고 믿는다.’이었다. 다음은 ‘만약 내가 치료결정을 못한

다면, 나의 가족에게 내가 받을 치료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로 주로 사전의사결정의 대리인인 가족이 사전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

율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위

기로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인의 경우 의사결정 시

에 가족의 의견이나 견해가 중요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Yu, 2002). 최근 Kim (2011)의 연구에서 가족의 기

능이 일반 성인의 사전의사결정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나

라의 환자와 가족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숙고적 동의

과정(deliberative process of consent)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으로도 생각된다(Lee, S. M., 

2009). 미국에서 시행된 Lawrence (2009)의 연구에서도 가

족을 포함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전의사결정의 이행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에 

연관된 것으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

다. 또한 ‘사전의사결정은 나의 가족이 내야 하는 값비싼 의료

비를 막아 줄 것이다.’는 항목의 점수가 평균 3.09점으로 노인

들이 사전의사결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의료만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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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Advanced Directives by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
Number of medical services use 
during past one month

0a

1b

2c

3d

4~8e

19
56
62
28
15

(10.6)
(31.1)
(34.4)
(15.6)
(8.3)

41.95±7.51
42.16±5.06
48.87±5.17
46.25±6.50
42.53±5.84

13.04
(＜.001)

c＞a, b, e

Medical expenses
during the past one month (1,000 won)

0a

＜10b

＜10~100c

＜100~200d

≥200e

32
22

105
15
6

(17.8)
(12.2)
(58.3)
(8.3)
(3.3)

41.38±7.10
42.91±5.18
45.72±5.94
50.20±4.72
53.25±0.50

7.81
(＜.001)

a＜c, b, e
b＜c

Number of chronic illnesses 0
1
2
3
4~8

24
34
46
46
30

(13.3)
(18.9)
(25.6)
(25.6)
(16.7)

44.17±6.82
45.60±6.35
45.53±6.19
43.12±7.27
45.50±6.41

0.87
(.483)

 

Experience of general hospital admission 
over the last 5 years　

No
Yes

103
77

(57.2)
(42.8)

44.49±6.35
45.96±6.43

1.53
(.127)

 

Experience of ICU admission 
over the last 5 years　

No
Yes

155
25

(86.1)
(13.9)

44.83±6.49
46.92±5.67

1.52
(.130)

 

Experience of significant others' ICU
admission over the last year　

Noa

Yesb
130
50

(72.2)
(27.8)

44.38±6.00
47.04±7.08

2.53
(.012)

a＜b

Experience of significant others' death 
over the last year　

Noa

Yesb
115
65

(63.9)
(36.1)

44.01±6.08
46.92±6.63

2.90
(.004)

a＜b

Perceived health status 0
1~3
4~6
7~9
10

12
77
49
26
16

(6.7)
(42.8)
(27.2)
(14.4)
(8.9)

44.17±6.82
45.60±6.35
45.53±6.19
43.12±7.73
45.50±4.55

0.87
(.483)

Table 5. Attitude toward Advanced Directives related to Intention to Make Advanced Directive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p

Intention to make 
advanced directives

No
Yes

70
110

(38.9)
(61.1)

40.33±5.20
48.16±5.13

9.93 ＜.001

된다면 무의미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도 있고 남은 가족들

의 짐도 덜게 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실

제로 미국에서는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의료보험 지출을 줄 일 

수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을 높였다는 연구결과

가 있었다(Nicholas, Langa, Iwashyna, & Weir, 2011).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항은 질병에 대한 

인식문항인 ‘나는 사전의사결정을 작성할 만큼 그렇게 아프

지 않다.’로 노인들이 자신의 질병 및 예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질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사전의사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연구를(Rein et al., 1996) 

고려할 때,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록 사전의

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전의

사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

다.’라는 질문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본인이 조금이라도 건강 

할 때 사전의사결정을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

으며, 이는 자신의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진

행되기 이전인 초기 질병 단계에서 사전의사결정을 내리길 선

호한다(Hong, 2010)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지역사

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사전의사결정 시기로 

노인의 자율적 의사를 바탕으로 가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질병

이 없는 상태가 아닌 초기 질병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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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전의사결정 홍보나 교육 시에 사전

의사결정의 장점인 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생의 말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생의 말 치료와 

그것이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면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긍정적

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으

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고령일수록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라는 선행연구(Wilson et al., 2013)와는 차

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노인을 포함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노인들 사이에서 세대 간 차

이를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대인 75~79세의 대상자 집단이 이보다 연령이 높은 

80세 이상의 집단뿐만 아니라 연령이 낮은 70~74세의 집단

에서도 유의하게 사전의사결정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내

어 연령층이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질수록 사전의사결정에 대

한 태도가 일관성 있게 변화하는 양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노인들이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도나 다소 낮기 

때문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과 한국 문화를 반

영한 도구를 이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

다. 교육수준이 사전의사결정의 태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

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이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집단보다 사전의사결정의 태도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고학력일수록 

사전의사결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

는데(Del Pozo et al., 2014; Mezey, Leitman, Mitty, Bo-

trell, & Ramsey, 2000)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이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집단보다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더 높게 측정되어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소득

수준에서는 월 200~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100~ 

2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대상자 보다 사전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고소득으

로 갈수록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는 선행연구(Mezey et al., 2000)와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어

렵다. 그러나 사전의사결정의 태도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이 아닌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도와 접한 연관을 갖게 

되며, 사전의사결정의 이해도는 학력이나 소득수준에 의한 편

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Nolan & Bruder, 1997)

를 고려하였을 때,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

은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사전의사

결정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의사

결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다소 일치하

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대

상자 각각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

니라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Del Pozo et al., 2014). 이는 사전의사결정의 이행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했던 Lawrence (2009)의 연구에서처럼 

사전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종, 성별, 학력 등 인구사

회학적 특성보다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이

고 깊이 있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외에서 이루어진 중재연구(Lawrence, 

2009)와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일반적 인구 ․ 사회학적 변수로 결정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대상자가 현재 살아있는 인생관에서부터 죽음을 맞

이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가치와 철학, 신념을 폭넓게 헤아

리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전의사결정

에 대해 노인에게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단순히 연명치료를 행

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대

상자가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을 거쳐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연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건강 관련 특성 중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 지난 1년 동안 지인의 중환자실 

입실과 사망에 대한 경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작성의사 여

부였다.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와 지출한 의료

비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비 지출이 많은 대상자 일수록 사전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의료비 부담이 많을수록 사전의

사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

다. 대상자의 지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

을 경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유

의하게 높은 점은 국외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DeLuca Havens, 2000; Kierner et al., 2010). 이러한 결과

는 태도는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신념의 표출인데 신념은 직접

적인 관찰이나 에피소드에 기초하여 추론되며, 광고, 친구, 

친척들과 같이 외부 정보 근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Fishbein & Ajzen, 1975) 사전의사결정의 속성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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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 치료와 관련된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Sung 등(2008)이 심폐소생술의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노인들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사

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다면 작성하겠냐는 질문에 

‘네’라고 응답한 경우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 수록 사전의사결정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행동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암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훈련을 통해 자료수집원

이 중립적으로 대상자들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상자들은 사전의사결정과 생의 

말 치료에 대하여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조사 과정을 통

해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의사결정의 

의도가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사전의사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갖고 이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의

사결정의 주요 세부 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Kim, 2011; Lawrence, 

2009).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생의 말 치료인 기관 

내 삽관, 심장 마사지, 근 수축제 사용, 위관 영양과 같은 구체

적인 상황을 비디오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

게 하여 치료에 대해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미리 생각하거나 전형적인 생각

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생의 말 치료에 대

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Kim, 2011; 

Nam et al., 2008). 이러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사전의사결

정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태도가 확립될 수 있다면, 사전의

사결정이 법제화되었을 때 사전의사결정을 행해야 하는 현장

에서 대상자가 좀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본인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생의 말 치

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복지관을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사전의사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전의사결정 시점으로 건강하여 독립

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보다 질병을 진단받고 치

료를 결정해야 하는 초기 질병단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지난 한 달 

동안 방문한 의료기관의 수,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 지난 1

년 동안 지인의 중환자실 입실과 사망에 대한 경험, 사전의사

결정에 대한 작성의사 등이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

한 관련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노인들은 사전의사결정이란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사전의사결정의 정의 및 

장, 단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자들

의 인지 수준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홍보와 교육 방

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하는 도구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으며 번역되어 사용하였

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노인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노인의 특성과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개

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대도시 소재 일부 복지관 두 곳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므로 복지관뿐 아니라 경로당, 보건소 등 다양한 환

경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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