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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dvance directives for nursing home residents in South Korea. 
Methods: Advance directive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six required items recommended by Korean domestic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 Consensus Oriented Decision 
Making (CODM) analysis was performed with 10 practitioners from 2 nursing homes, and based on their consensus. 
Results: Advance directives for nursing home residents were preliminarily composed of 3 domains: writer identi-
fication, document contents, and document management. These 3 domains of advance directives were validated 
by confirmatory content analysis (CVI=.97).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newly developed 
advance directives may provide opportunities for practitioners to specify the treatment scope prior to deterioration 
of the health of nursing home residents, an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nursing home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discuss together with counseling, and come to a well-informed medic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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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38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여 

10년 전 2008년에 비해 약 24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2060년에는 총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에 고령인구 수 증가는 노

인인구의 부양책임, 노인의 삶에 대한 질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또 다른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비율이 

전체 진료비 중 1990년 8.2%에서 2015년 36.8%로 급증하

였고, 2015년도 전체 의료비 중 연령별 의료비 차지 비중은 

50~59세는 4.1%, 60~69세는 8.4%, 70세 이상은 11.3%로 조

사되었다[2].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을 부

양하는 가족의 요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수

는 2008년 당시 1,832개소에서 2018년 기준 5,284개소로 급격

히 증가되고 있다[3].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인위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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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명의료가 의료현장에서 시행되었고[4], 이러한 연명의

료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암 환자의 경우에도 사망 전 3개월

간 의료비가 연간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의료비

가 지출되는 등, 연명의료는 가족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불필요한 의료적 처치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생명의 무의미한 연장에 대한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

하고 자기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을 제정(법률 제14013호)하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두어 2019년 3월부터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등록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는 19세 이상을 대

상자로 하며,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인공

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수행

함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6]. 그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6],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태이다. 반면에 현재 노

인요양시설이 고령의 장애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점[7,8]과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된 작성 대상자

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에서 연명의료에 대

한 결정을 원하는 노인 거주자를 도울 수 있는 준비는 매우 필

요하다. 반면에 노인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거

주 시설로 분류되며 거주 노인은 고령과 함께 노인성 질환이 병

합된 장애 노인으로 의료시설에서 활용되는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질환이 없는 지

역사회 거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서 제시하

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다. 따

라서 국내 노인요양시설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개발이 필요로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노인요양

시설에 적합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실무현장에서의 적용

성과 만족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advance directives)를 개발한다.

 개발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향

서의 적용성과 만족도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성

과 만족도를 확인하는 방법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단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문헌

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률문서, 그리고 국내 노인요양시설

에서 활용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분석한 문헌연구, 노인

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구성을 위

한 전문가 집단 연구,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성과 만족도를 확인

하고자 한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1)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개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

내외 문헌고찰, 법 조항 분석 그리고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설

에서 활용되는 양식을 분석함으로 예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 작성되었고, 이를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들로부터 적용을 위

한 적합성을 평가 받아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초안이 개발되었다. 국내 문헌조사는 6개 의

료기관에서 활용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9]와 2012년도에 

개발된 한국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구성요소[10]를 고찰하

였고, 법조항 분석은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

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6] 조항을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연명의료계획서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를 비교 검토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공통된 내용과 서식

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 노인요양시설에서 활용되는 양식은 

국내 6개 노인요양시설에서 그간 활용되었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양식을 시설장 동의를 얻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작

성된 예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노인요양시설 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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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 평가는 간호사 집단과 학자 및 시설장 집단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노인요양

시설 운영 경력 11년 이상의 책임자 5인과 노인요양시설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헌고찰을 거쳐 

구성된 초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합의과정(Consensus Ori-

ented Decision Making, CODM) 분석방법을 통해 노인요양

시설 거주자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최종안을 구성하였

다. 전문가 합의과정(CODM)은 7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으

며, 1단계는 양식개발 범위와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단계, 2

단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개방적 토론 단계, 3단계

는 핵심문제를 수집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 4

단계는 주제에 맞는 적절한 합의안을 선택 ․ 수정하는 단계, 5

단계는 선택된 합의안에 대해 분석하고 선호도를 결정하는 단

계, 6단계는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을 비교하여 추가 및 삭제 

검토 후 최종 합의안 합성단계, 마지막의 7단계는 최종 의사결

정으로 진행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

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결과는 Content 

Validity Index (CVI) .80 이상으로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었

으며 이후 수정된 예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간호학 전공 교

수 4인과 노인요양시설장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CVI 

.97)를 검증받아 수정하여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개발되었다. 

2)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에 대한 조사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

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평가 A등급을 받은 J지역 소재 

노인요양시설 1개의 기관에서 거주 노인 15인과 대리인(주돌

봄자) 15인, 간호사 2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활용하여 적용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

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였다. 

(1)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에 대한 평가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성 평가는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적용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을 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15인의 작성 1개월 후 연명의료 

내용에 대한 변경 또는 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함으로 적용성

을 평가하였다. 

(2)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족도 평가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족도 평가는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활용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을 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15인, 대리인(주돌봄자) 15인, 

간호사 2인의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만족도 평가는 작성

자, 작성내용, 의향서 관리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

을 보고 작성했을 때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상기 3개 

항목에 2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6문항의 3점 Likert 척도로 연

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점 ‘그렇지 않다’

에서 3점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거주 노인과 대리인(주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거주 노인

의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성 검증은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에 대한 분석,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거주 노인, 대리인(주돌봄

자), 간호사의 만족도 평가를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1040548-00-IRB-16-78-A-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자

료수집은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동의를 얻은 이후 진행하였

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

용, 자료의 익명성, 비밀 유지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한 대상자만을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고, 연구참여 대상자들에

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았

다. 서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낮은 학력으로 글씨를 모르는 

거주 노인의 경우 직접 읽어주고, 내용을 이해함과 자발적 의

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자

료수집 종료 후 부호화하여 전산에 입력하였고, 부호화된 설

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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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헌분석을 통해 구성된 항목 

문헌분석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구성에는 세 가지 작성요소 즉, 작성자의 기준, 작성내용, 의향

서 관리가 제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작성자 기준에서는 국

내 노인요양시설에서 활용되는 6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

련 양식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된 서식이 없거나 입소 시 거주 

노인 본인의 의사보다는 보호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어 작성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에는 심

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응급약물처리, 임종징후 시 사망 장소, 

병원 진료 시 희망하는 병원이나 동행할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의 작성 권유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황이거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가족과 대리인, 병원 의료진의 

논의 하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로 제시

되어 있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주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작성자 기준이었으며, 작성내용에는 뇌사상태

의 말기 환자, 말기암 환자, 만성질환자,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

한 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영양, 수혈, 약물사

용, 검사 등의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11] 이와는 차별화된 작성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1991년 자기결정법이 제정된 후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작성하기 위해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호스피스 

등에서 의향서 작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명

시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서식에는 심폐소생술 유무, 의

학적 개입, 인공영양공급, 기록, 환자 대리사인, 증명이 있는 내

용으로, 심각한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를 반영하여 작성을 격려 

하며 원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11],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에 참조하

였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주기적, 정기적으로 철회 가능 여부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는 진료시설이나 다

른 시설로 이동할 경우, 환자의 치료 선호도가 바뀌는 경우도 포

함하고 있음이 전체 문헌에서 확인되어[12,13], 의향서 관리 요

소가 본 연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구성요소로 결정되었다. 

2. 전문가 합의(CODM)를 통한 항목의 구성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항목이 수정되거나 

보완된 항목은 작성자 영역에서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노인)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자(대리인) 

1,2의 세부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성명에 대

한 서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대리결정 사

유, 간호사 서명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내용 영역에서는 연명

의료 여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의료적 처치 여부(심폐소

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상 모두), 노

화로 인한 신체적 상태변화 시 의료기관 이용 여부(협력병원, 

전문병원, 기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 시 의료기관 이

용 여부(협력병원, 전문병원, 기타), 호스피스 이용 여부(임종

과정에 대한 지원), 임종장소(집, 요양시설, 병원, 기타)로 구

성하였고, 기록 영역에서는 보관(본인, 가족, 시설, 기타, 문서, 

필요 시 녹음, 기타) 및 통보(본인, 대리인 직접 방문, 필요 시 

대리인 우편, 기타), 변경 또는 철회(본인, 대리인: 작성자와의 

관계)로 변경 사유 및 철회 사유에 대한 서명과 변경 또는 철회 

작성 일자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구성하였다(Figure 

1). 또한 ‘작성자(노인)’와 ‘작성자(대리인)’가 혼란스럽다는 

의견으로 ‘작성자(대리인)’를 ‘대리인’으로 수정하였으며, ‘보

관 및 통보’에서 녹음에 대한 내용은 녹음장비 부족 또는 보관

상의 문제 등으로 ‘필요 시 녹음’으로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항목을 수정하였다. 

3.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성에 대한 조사

1) 거주 노인과 대리인(주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인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연령은 61~70세가 

53.3%였으며, 성별에서는 여자가 86.7%로, 교육 정도는 초등

학교 졸업이 53.3%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 부담은 보통과 많음

이 동일하게 46.7%로 가장 많았다. 대리인(주돌봄자)에서는 

연령이 51~60세가 40.0%로 가장 많았고, 71~80세가 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73.3%이고 교육 정도는 중졸

에 응답한 대상자가 46.7%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은 보통에 

응답한 대상자가 66.6%로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이 53.3%

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26.7%, ‘딸’ 20.0%의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1).

2) 거주 노인의 질병 관련 특성 

거주 노인들의 질병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근골격계와 순

환계 질환이 함께 있는 대상자는 53.3%,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4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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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vance directives                     【    】 Advance directives Change                     【    】 Advance directives withdrawal

Writer 
identification

writer
 (elderly)

name: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a physical address :

tel: cell phone number :

■ A legal representative : Medical condition that can not express due to the loss of the writer 
decision making ability

surrogates 1
(a legal)

name: (signature) relationship with the writ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ntact phone number:

a physical address: attending nurse: (signature)

reason of surrogate decision making :

surrogates 2
(a legal)

name: (signature) relationship with the writ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ntact phone number:

a physical address: attending nurse: (signature)

reason of surrogate decision making :

■ Life-Sustaining: It is a medical procedure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modialysis, anti-cancer medicine, 
and ventilator patients in the dying phase, extending the period of the dying process without any therapeutic effect

Document 
contents

life-sustaining □ want   □ not want

medical treatment 
by life-sustaining 
law

□ CPR   □ hemodialysis   □ anticancer drugs   □ apply ventilator 
□ all selection   □ not want

age-related body 
changes 

□ want the medical institutions (affiliated hospital, special hospital)
□ besides (                              )   □ not want

health deteriorated 
rapidly by chronic 
disease

□ want the medical institutions (affiliated hospital, special hospital)
□ besides (                              )   □ not want

hospice care □ want the dying process   □ not want

place of death □ home   □ nursing home   □ hospital   □ besides (                              )

■ Hospice and palliative care: medical care aimed at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s, including alleviation of pain and symptoms,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terminal or dying process.

Document 
management

management 
□ writer   □ family   □ nursing home   □ besides (                              )

□ document   □ demand recording 

notice □ writer   □ visit by caregiver 
□ post by demand caregiver   □ besides (                              )

※ reject of life-sustaining or wish list 

change or 
withdrawal □ writer   □ caregiver (relationship with the writer:) 

cause of change

  name: (signature) change date: year month day

cause of withdrawal:

  name: (signature) withdrawal date: year month day

■ The writer wrote the contents including those according to the life-sustaining law and the registration authority, 
fully explained the above items before preparation and confirmed the understanding from the author 

written date:                year                month                day

attending nurse:  (signature)

nursing home director:  (signature)

Figure 1. Advance directives for nursing hom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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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Surrogates (N=30)

Variables Categories
Residents (n=15) Surrogates (n=15)

n (%) M±SD n (%) M±SD

Gender Male
Female

 2 (13.3)
13 (86.7)

11 (73.3)
 4 (26.7)

Age (year) ≤40
41~50
51~60
61~70
71~80
81~90

 8 (53.3)

 7 (46.7)

80.86±6.27 1 (6.7)
 3 (20.0)
 6 (40.0)
1 (6.7)

 4 (26.6)

58.06±13.10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No religion

 3 (20.1)
 2 (13.3)
 5 (33.3)
 5 (33.3)

 2 (13.3)
 4 (26.7)
 9 (60.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Divorced
Bereaved

 6 (40.0)
 9 (60.0)

1 (6.7)
11 (73.3)
 2 (13.3)
1 (6.7)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6 (40.0)
 8 (53.3)
1 (6.7)

 2 (13.3)
1 (6.7)

 7 (46.7)
 5 (33.3)

Burden of medical 
expenses

Little
Moderate
Heavy

1 (6.6)
 7 (46.7)
 7 (46.7)

1 (6.7)
10 (66.6)
 4 (26.7)

Resident relationship Spouse
Son
Daughter

 4 (26.7)
 8 (53.3)
 3 (20.0)

Resident relationship
before being admitted 

Moderate
Close 
Very close 

1 (6.7)
 6 (40.0)
 8 (53.3)

Go with resident for 
hospital services 

Yes
No

 15 (100.0)

Frequency of visits (time) 3 times a week
4 times a month
12 times a year

 9 (60.0)
 5 (33.3)
1 (6.7)

1.46±0.63

의 장기요양등급은 2등급이 66.6%, 3등급이 26.7%, 1등급이 

6.7%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도움 정도는 상당한 도움이 46.6%, 약간 26.7%, 

전적인 도움이 26.7%로 나타났다.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의 점수는 19~15점(경

도)의 대상자가 60.0%, 이환기간은 2~6년 이하가 46.7%, 6년 

이상의 대상자가 46.7%로 가장 많았다. 병기는 말기 아님의 

대상자가 93.3%로 가장 많았고, 동반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기

저질환 재발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86.7%로 동일한 결과를 보

였다. 치료 재발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80.0%로, 입소 시부터

의 입원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53.3%로 가장 많았다. 입소기간

은 1년 미만이 40.0%로, 1~3년 미만이 33.3%로, 3~5년 미만

이 20.0%로, 5년 이상이 6.7%로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성에 대한 분석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15건의 의향

서 작성이 있었으며, 이 중 6건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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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llness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N=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ype of diagnosis Nervous system
Musculoskeletal system with circulatory 
system 

 7 (46.7)
 8 (53.3)

8.60±1.54

Clinical stage I
II
III

1 (6.7)
10 (66.6)
 4 (26.7)

2.20±0.56

Recognition Clear  15 (100.0) 1.00±0.00

ADL Little help
Much help
Full help

 4 (26.7)
 7 (46.6)
 4 (26.7)

4.00±0.75

MMSE 24~20 (Borderline)
19~15 (Mild)
14~10 (Moderate)

 5 (33.3)
 9 (60.0)
1 (6.7)

1.73±0.59

Duration of illness Less than 1 yr
Less than 6 yrs and more than 2 yrs
More than 6 yrs

1 (6.6)
 7 (46.7)
 7 (46.7)

2.40±0.63

Phases of illness (phase) Terminal
Not terminal

1 (6.7)
14 (93.3)

1.93±0.25

Other diseases Yes
No

13 (86.7)
 2 (13.3)

1.13±0.35

Recurrence of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Yes
No

 2 (13.3)
13 (86.7)

1.86±0.35

Recurrence after treatment Yes
No

 3 (20.0)
12 (80.0)

1.80±0.41

Hospital experience from the 
admitted experience

Yes
No

 7 (46.7)
 8 (53.3)

1.53±0.51

Admitted period Less than 1 yr 
More than 1 yr and less than 3 yrs
Less than 3~5 yrs
More than 5 yrs 

 6 (40.0)
 5 (33.3)
 3 (20.0)
1 (6.7)

1.93±0.96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개월 후의 평가결과, 거주 노인

과 대리인(주돌봄자) 15명 모두가 작성된 의향서 내용의 변경

이나 철회가능의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대리인(주돌봄자)에

서는 ‘아들’이 53.4%였으며, ‘배우자’ 33.3%, ‘딸’ 13.3%의 순

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의료적 처치는 연명의

료를 원하지 않음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이 각 3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Table 3). 

(1)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적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활용하여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15인의 작성 1

개월 후 적용성 평가에서는 연명의료 내용에 대한 변경 또는 

철회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2)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족도 평가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거주 노인의 만족도 총

점은 평균 2.67±0.41점이었고, 항목별 살펴보면 ‘사전연명의

료의향서를 통해 작성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는

다’의 평균이 2.80±0.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리인(주돌봄자)의 만족도 총점

은 평균 2.73±0.34점이었고,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

료의향서를 통해 작성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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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Utilization before and after Development of Advance Directives (N=15)

Variables Categories  n (%)

Life-sustaining Wants 
Don't want anything.

 3 (20.0)
12 (80.0)

Surrogates 1 Spouse
Son
Daughter

 5 (33.3)
 8 (53.4)
 2 (13.3)

Immediate medical attention 
by life-sustaining law

CPR
Hemodialysis
CPR+ hemodialysis+ anticancer drugs+ respirator
CPR+anticancer drugs + respirator
Not used

 3 (20.0)
1 (6.7)

 5 (33.3)
1 (6.7)

 5 (33.3)

Physical changes in conditions 
caused by aging.

Medical service use (affiliated hospital)
Medical service use (special hospital)
Others (only treatable disease)
Not used

 9 (60.0)
 3 (20.0)
 2 (13.3)
1 (6.7)

Deterioration of health caused 
by chronic disease 

Medical service use (affiliated hospital)
Medical service use (special hospital)
Others (only treatable disease)
Not used

 8 (53.3)
 3 (20.0)
 3 (20.0)
1 (6.7)

Hospice use Support for the dying process 
Not used

11 (73.3)
 4 (26.7)

Place of death Home
Nursing home
Hospital
Others (depends on the situation)

1 (6.7)
 6 (40.0)
 6 (40.0)
 2 (13.3)

Place of document Family 
Nursing home
Family + nursing home

 6 (40.0)
 5 (33.3)
 4 (26.7)

How to archive Document  15 (100.0)

Notification A personal visit
A surrogates visit 
Others

1 (6.7)
13 (86.6)
1 (6.7)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4. Satisfaction towards Advance Directives among Residents, Surrogates, and Nurses (N=32)

Items
Residents (n=15) Surrogates (n=15) Nurses (n=2) 

M±SD M±SD M±SD 

1. It's easy to use the advance directives 2.66±0.48 2.73±0.45 2.50±0.70

2. It is easy to understand the writer identification, document 
contents, and document management

2.73±0.45 2.80±0.41 2.50±0.70

3. Accurate information is provided through advance directives 2.80±0.41 2.86±0.35 3.00±0.00

4. The advance directives can prepare for life-sustaining care 2.73±0.45 2.80±0.41 3.00±0.00

5. I will inform other families about the results of advance directives 2.66±0.72 2.66±0.72 3.00±0.00

6. I would recommend advance directives to the other people 2.46±0.73 2.53±0.63 3.00±0.00

Total mean 2.67±0.41 2.73±0.34 2.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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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이 2.86±0.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발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간호사 만족도 총점은 평균 2.83±0.23

점이었고, 거주 노인과 대리인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항

목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작성내용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 만족 한다’, ‘다른 가족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내용에 대한 결과를 알릴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추천할 것이다.’

의 평균이 각 3.00±0.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국내 노

인요양시설에서의 적용성과 만족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선행연구의 부재로 연구결과에 대한 직

접 비교는 가능하지 않지만, 본 연구가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

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관리 영역

에 대한 본 연구의 적용성 평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성한 거주 노인은 거주 노인이 의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자발

적 선택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Lee 

와 Park [14]의 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선호

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였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이 의

료기관과는 다른 거주시설로 거주 노인은 시설 입소 시 의식

이 명료한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시설에서는 가능하

고, 이를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이 가능함을 시사한

다. 반면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자를 ‘대리인(주돌봄자) 1명 선택’이 53.3%로 제시

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 중에 거주 노인의 친밀도 형성은 단순

히 배우자나 자녀로 한정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복

지관 이용 노인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15,16]에서

도 만약 내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나의 가족 중 한 사람

이 내가 받을 치료를 선택할 것이다’의 연구결과에서도, 사전 

의사결정에 노인과의 실질적 친밀도를 확인함이 중요함을 제

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서 ‘연

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가 80.0%로 의료기관

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의 54.9%보다 높았

고, 본 연구에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 재발 경험

이 없는 대상자 중 86.7%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악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준다

는 보고[18]를 참고할 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기간이 긴 

질환자일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더 원하지 않음을 추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 시기에 대한 선행연구[19]

에서 연명의료 설명 시기는 ‘건강할 때’가 40.0%로 연명의료 

결정 시기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 가 38.9%로 나타나 

의식이 있고, 건강한 노인요양시설의 거주 노인일수록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묻는 응답에

서 ‘임종 과정에 대한 지원’이 73.3%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연명치료보다는 평화로운 죽음을 선호하며 Choi 

등의 연구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요구도가 연령이 증가할

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20], 의료기술의 발전으

로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노인의 경우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응답한 거주 노인들의 

연령은 61~70세가 가장 많았고, 대리인(주돌봄자)은 51~60세

가 가장 많았다.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면 연명치료 결정에 대

한 결과의 책임이 두려워 대리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낮아진

다는 선행연구[21]를 참고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

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시기에 사전의사결정

에 대한 정보를 입소 노인과 주돌봄자에게 제공하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원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의 중요한 실무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거주 노인과 대리인의 연명의료 변경 및 철

회 확인은 작성 1개월 후의 작성 횟수로 확인했으나 변경 및 

철회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거주 노

인의 수가 적어 본 연구가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위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자리 잡기에 대상자를 확대한 추후 연구

가 요구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거주 노인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개발하고 실무에서의 적용성과 만족도를 검증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서식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고령의 노인인구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서식을 처음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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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성 평가는 

단일 기관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대표성이 부

족할 수 있고 단기간의 적용성을 평가한 것으로, 후속연구로 

지역사회 다양한 규모나 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

으로 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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