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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6.1%가 65세 이상
으로 보고되었고,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0%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30%를 넘는 초고령 사
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심
폐소생,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등의 특수 연명의료 기술의 발달

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노인에게 무의미한 임종기간을 연장시
키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2].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고, 스스로 자
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3], 대부분 배우
자 또는 자녀와 같은 노인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4]. 그러나 노인들은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
의 연장보다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호하며[5], 환자를 대신
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가족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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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따라서 노인이 스스로 임종 말기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좋
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
중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환자가 생의 말기에 이루어지는 치료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
정 함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임종과정의 고
통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
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있다[7]. 이는 개인이 자신의 치
료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치
료 선호도를 서술해두는 것으로[8],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몇몇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시행 중으로[9] 현재 연명의료 중단
에 대한 법적 ․윤리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현재 134만 명으로 추계되나[9]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특
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전체 
대상자의 약 80%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보고되었으나[10], 환
자 본인 의사에 따른 작성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연
명의료 중단에 대한 인식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므로[12], 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긍·부
정 의향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 대상 연명의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3,13], 

노인 암 환자[14], 지역사회 재가노인[12,15], 예비 노인[11]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구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연명의료에 대한 노인의 긍·부정 의향을 탐구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저소득 노인[16]과 입원 노인[17] 등 일부 대상으
로 한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제
정과 제도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노인이 공식적으로 
자기 죽음에 관해 결정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된 후[9]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여,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연명의료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18], 가족 동거[12], 

경제상태[16]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12], 죽음준비 교육[19], 사회적 지지[16], 삶의 
만족도[4]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 동거에 따른 연명의료 의
향이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
하였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노인의 경우 우울감
과 죽음불안을 야기시켜[20] 연명의료 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
여 대규모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의향 관련 영향요인
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노
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21],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연명의료 의향을 묻는 문항이 추가된 
이후 이를 활용하여 연명의료 의향을 탐구한 연구[18,22]가 있었
으나, 주로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상태에 국한되어 연명의료 의향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확보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연명의료 의
향을 파악하고, 연명의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특성, 죽음준비 교육, 

삶의 만족도, 연명의료 의향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연명의료 의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연명의료 의향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Dong-A University (IRB No. 2-1040709-AB-N- 

01-202208-HR-037-02).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만 65

세 이상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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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21]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
서 제시한 자료 이용절차에 따라 엑셀파일로 제공받아 활용하
였다. 노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를 조사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법정 조사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
행되고 있다[21]. 원시자료의 표본추출은 전국을 17개 시·도별
로 1차 층화한 후,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은 동
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하였다[21]. 층화집락추출방법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따라 조사구와 가구 수를 표본
추출 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10,097명이었다[21].

본 연구에서는 10,097명 중 본인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자
인 177명과 응답자 중 65세 미만자 365명을 제외한 총 9,555명
을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2020년 노인실태조사는 가구 일반 사항, 건강상태와 건강행
태, 기능 상태와 간병수발, 여가 및 사회활동 등 10개 영역의 총 
185문항이 조사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가구 일
반 사항,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가족 및 사회관계, 생활환경과 
노후 생활과 관련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 종교, 가족형태,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였
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85세 이상, 75~84세, 65~74

세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으
로 재분류하였으며, 거주지는 동부는 도시로 읍면부는 농촌으
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있다, 없다로 재분류하였으며, 가족 형태
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노인, 그 외는 기
타로 분류하였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분
류하였다. 사회적 지지[23]는 귀하께서 가깝게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친구·이웃·지인
은 각각 몇 명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1명 이상은 ‘있음’으로 한명
도 없으면 ‘없음’으로 재분류하였다.

2) 건강상태 특성
대상자의 건강상태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미충족 의료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원자
료에서 조사한 주관적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
다. 주관적 건강수준[24]을 측정하는 문항은 ‘귀하께서는 자신
의 평소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단일문항
으로 ‘건강이 매우 나쁘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
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원자료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와 ‘건강이 나쁜 편이다’

를 ‘나쁨’으로, ‘그저 그렇다’를 ‘보통’으로,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를 ‘좋음’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환 유무는 의
사의 진단을 받은 질환으로써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있다’, ‘없다’로 이분형 척도로 구분
하였다. 미충족 의료경험은 지난 1년간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항
을 말하며 ‘예’, ‘아니오’로 이분형 척도로 구분하였다.

3) 죽음준비 교육
죽음준비 교육은 ‘죽음 준비교육 수강’을 묻는 문항으로 죽음 

준비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는 경우는 ‘예’, 없는 경우는 ‘아니오’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죽음준비 교육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이분형 척도로 구분하였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의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만족함’, ‘매우 만족함’ 5

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하지 않음’과 
‘전혀 만족하지 않음’은 ‘불만족’으로, ‘그저 그렇다’는 ‘보통이
다’로,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은 ‘만족함’으로 선행연구[24]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5) 연명의료 의향
연명의료 의향은 ‘귀하께서는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려운

데도 살리려고 의료 행위(연명의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단일문항이다. 응답방식은 매우 찬성한
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
하는 편이다’는 연명의료 의향이 있는 것으로,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는 없는 것으로 선행연구
[25]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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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서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
서를 받으며, 조사에 사용된 도구와 조사과정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와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공개 자료로 
본 연구자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data.kihasa. 

re.kr/kihasa/kor/databank/DatabankDetail.html)를 통해 
데이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 
형태의 익명화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1040709- 

AB-N-01-202208-HR-037-0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9.4 프로그램(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죽음준비 교
육, 삶의 만족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오차를 이용
하였다.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연명의료 의향의 차이는 Rao-scott 

x2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건강상태 
특성, 죽음준비 교육, 삶의 만족도가 연명의료 의향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한 노인실태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
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이 44.9%, 여성이 55.1%였다. 연령
은 평균 73.44±0.1세로 65~74세가 58.3%, 75~84세 36.6%, 85

세 이상이 5.1%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40.4%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초졸 35.7%, 중졸 이하가 23.9%였다. 거
주지는 도시 거주가 75.3%, 농촌 거주가 24.7%, 종교는 없는 경
우가 40.7%, 있는 경우가 59.3%였다. 가구 형태는 독거노인이 
21.0%, 노인부부가 61.7%,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노인이 15.5%, 

기타가 1.7%였다. 경제수준 만족도는 3점 만점에 평균 2.77± 

0.01점으로 만족함이 38.2%, 보통이 41.9%, 불만족이 19.9%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9,555)

Variables Categorise
n (%) or 
M±SE

Gender
　

Male
Female

3,931 (44.9)
5,624 (55.1)

Age (year)
　
　

65~74
75~84
≥85

5,837 (58.3)
3,176 (36.6)

542 (5.1)
73.44±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3,098 (35.7)
2,284 (23.9)
4,173 (40.4)

Region
　

Urban
Rural

6,811 (75.3)
2,744 (24.7)

Religion
　

No
Yes

3,941 (40.7)
5,614 (59.3)

Family structure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Living with adult children
Etc

3,117 (21.0)
5,042 (61.7)
1,268 (15.5)

128 (1.7)

Economic state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3,788 (38.2)
3,978 (41.9)
1,789 (19.9)
2.77±0.01

Social support No
Yes

324 (3.4)
9,231 (96.6)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Bad

4,809 (50.3)
3,004 (30.9)
1,742 (18.8)
2.66±0.01

Chronic disease No
Yes

1,648 (16.7)
7,907 (83.3)
1.87±0.02

Unmet medical 
experience
　

No
Yes

9,217 (96.3)
338 (3.7)

Death 
preparation 
education 
experience

No
Yes

9,291 (97.2)
264 (2.8)

Life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4,971 (50.0)
3,905 (42.2)

679 (7.7)
2.54±0.01

Intent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No
Yes

9,329 (97.4)
226 (2.6)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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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이외 친구나 이웃,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96.6%, 없는 경우가 3.4%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3점 만점에 평균 2.66±0.01점으로 ‘좋음’

이 50.3%였으며, ‘보통’이 30.9%, ‘나쁨’이 18.8%였다. 만성질환
의 개수는 평균 1.87±0.02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83.3%, 

없는 경우가 16.7%였고,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는 경우가 3.7%, 

없는 경우가 96.3%였다. 죽음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
우가 2.8%, 없는 경우가 97.2%였고, 삶의 만족도는 3점 만점에 
평균 2.54±0.01점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50.0%, 보통인 경우가 
42.2%, 불만족인 경우가 7.7%였다. 연명의료 의향이 없는 경우
가 97.4%, 있는 경우가 2.6%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연명의료 의향

대상자의 연명의료 의향에 차이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경제상태 만족도(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3). 사회적 
지지(p=.017)였다. 삶의 만족도(p=.042)가 연명의료 의향에 차
이가 있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연명의료 의향 영향요인

대상자의 연명의료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명의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상태 만족도(Odds ratio [OR]=1.38, 95% confidence interval 

[CI]=1.00~1.90), 사회적 지지(OR=4.78, 95% CI=1.16~19.74), 

삶의 만족도(OR=1.53, 95% CI=1.12~2.09), 주관적 건강상태
(OR=0.47, 95% CI=0.29~0.75)로 나타났다. 경제상태 만족도에
서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에 비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가 연명의료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 만족도가 만
족하는 경우에 비해 불만족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에 
비해 나쁠수록 연명의료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을 파
악하고, 연명의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97.4%가 연명의료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노인의 58.9%가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7] 결과보다 높은 수
준이다. 선행연구는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 이전에 조사
된 결과[7]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노인
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는 한방병원 입원 노
인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전국 단위 노인 표본의 연
명의료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연명의료로 인한 고
통스러운 삶의 연장이 아닌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호하는 
노인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더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대다수가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17],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에 대한 의향은 이보다 낮은 약 60% 정도로 보고되고 있
으므로[12]. 향후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노인의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14] 노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정립하고, 노인의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들은 주로 주변인
들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10],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재가 복지
센터,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좋은 죽음, 연명의료,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기관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의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보통이 경우 연
명의료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 만족도가 불
만족스러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연명의료 의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
에 비해 보통인 대상자가 연명의료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재정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에 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16]와 유사하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 작성 의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21]와는 상반된다. 노인의 연명의료를 다룬 선행연구
[16]에서 주로 노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노인의 연명의료 의사에 
영향을 주며 재정적 부담의 이유로 치료를 꺼리거나 가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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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소득수
준이 높거나,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선
호가 높은 것으로도 보고되어[13,15]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인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포함하는 죽음준비 교육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좋은 죽음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
해 연명의료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
에서 노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연명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6]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집단이 연
명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18], 이는 사회적 유대감
이나 소속감이 강할수록 연명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18].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Table 2. Differences in Factors According From Intent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N=9,555)

Variables Categories

Life-sustaining treatment
Rao-Scott 
x2 (p)

Yes No

n (%) n (%)

Gender
　

Male
Female

3,831 (41.1)
5,498 (58.9)

100 (44.2)
126 (55.8)

 0.95 (.623)

Age (year)
　
　

65~74
75~84
≥85

5,687 (61.0)
3,112 (33.4)

530 (5.7)

150 (66.4)
 64 (28.3)
12 (5.3)

 1.36 (.24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3,035 (32.5)
2,217 (23.8)
4,077 (43.7)

 63 (27.9)
 67 (29.6)
 96 (42.5)

 0.93 (.629)
　

Region
　

Urban
Rural

6,647 (75.2)
2,682 (24.8)

164 (78.2)
 62 (21.8)

 0.97 (.325)

Religion
　

No
Yes

3,841 (40.5)
5,488 (59.5)

100 (45.9)
126 (54.1)

 1.99 (.158)

Family structure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Living with adult children
Etc.

3,043 (21.1)
4,934 (61.8)
1,229 (15.4)

123 (1.7)

 74 (20.1)
108 (58.6)
 39 (18.5)
 5 (2.9)

 2.80 (.423)　
　
　

Economic state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3,696 (38.3)
3,864 (41.6)
1,769 (20.1)

 92 (36.0)
114 (54.0)
 20 (10.0)

14.72 (.001)　
　

Social support No
Yes

322 (3.5)
9,007 (96.5)

 2 (0.7)
224 (99.3)

 5.72 (.01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Bad

4,680 (50.0)
2,933 (31.0)
1,716 (19.0)

129 (61.1)
 71 (28.0)
 26 (10.8)

11.58 (.003)
　

Chronic disease No
Yes

1,599 (16.6)
7,730 (83.4)

 49 (19.8)
177 (80.2)

 1.42 (.233)

Unmet medical experience
　

No
Yes

8,997 (96.3)
332 (3.7)

220 (97.1)
 6 (2.9)

 0.30 (.583)

Death preparation education 
experience

No
Yes

9,080 (97.3)
249 (2.7)

211 (95.8)
15 (4.2)

 2.56 (.110)　

Life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4,874 (50.3)
3,790 (42.0)

665 (7.7)

 97 (39.9)
115 (50.9)
14 (9.3)

 6.3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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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도가 높게 나타나
[16],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연명의료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에 비해 보
통인 대상자가 연명의료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
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연구결과[4,18]와 일치한다. 삶의 만족도는 노인이 자신
의 삶에 대한 기대, 욕구, 희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27] 이는 죽
음에 대한 태도[18]와 죽음준비[28]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으며[29], 이러한 죽음불안
이 연명의료 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
겠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이 노년기 삶에 대하여 긍정
적이고 지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들의 건강, 주거, 여
가, 지지체계 등 다방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
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
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따라서 노인에게 방문 의료, 돌봄, 여가 서비스 및 주거지원를 포
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

Table 3.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ward From Life-sustaining Treatment (N=9,555)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Gender
　

Male
Female

Ref
0.84 (0.62~1.13)

　
.245

Age (year)
　
　

65~74
75~84
≥85

Ref
0.86 (0.61~1.22)
0.85 (0.45~1.59)

.652

.403

.60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Ref
1.21 (0.82~1.79)
1.07 (0.74~1.54)

.620

.339

.730

Region
　

Urban
Rural

Ref
0.85 (0.61~1.18)

　
.326

Religion
　

No
Yes

Ref
0.80 (0.59~1.09)

　
.159

Family structure
　
　
　

Living alone 
Living with a spouse
Living with adult children
Etc

Ref
0.99 (0.72~1.38)
1.25 (0.79~1.97)
1.76 (0.68~4.57)

.476

.970

.327

.243

Economic state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Ref
1.38 (1.00~1.90)
0.53 (0.30~0.92)

.001

.048

.023

Social support No
Yes

Ref
4.78 (1.16~19.74)

　
.03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Bad

Ref
0.74 (0.53~1.03)
0.47 (0.29~0.75)

.004

.077

.002

Chronic disease No
Yes

Ref
0.81 (0.56~1.15)

　
.234

Unmet medical experience
　

No
Yes

Ref
0.79 (0.33~1.86)

　
.584

Death preparation education 
experience

No
Yes

Ref
1.58 (0.89~2.80)

　
.113

Life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Ref
1.53 (1.12~2.09)
1.52 (0.81~2.85)

.024

.008

.193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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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단면연구로서 죽음준비 교육경험이나 삶의 만족도와 연명
의료 의향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노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활
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연령의료 의향을 확인함으
로써 추후 노인들의 노년기 삶에 웰다잉에 관련된 정책과 실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했음에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사회 거주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노인을 
위한 웰다잉 관련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은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재가 
복지센터, 노인대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좋은 죽음,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웰다잉을 준비하는 노인들의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 확대가 요구된다. 셋
째, 존엄사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전략이 필요하
다. 넷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이 노년기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
고 지지적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건강, 주거, 여가, 지지체계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추후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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