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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매개효과
김현숙1 · 염계정2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1,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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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completion of advance directives by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us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236 older adults recruited from a welfare center in Jungnang gu Seoul, South Korea.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une 1 to August 20, 2021.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advance directives'
self-efficacy and intentions and the completion of advance directiv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3.0
and SPSS Process Macro program. Results: Advance directives' self-efficacy indirect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mpletion of advance directives and fully mediated advance directives' intentions, and its
explanatory power was confirmed to be 21%.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completion of advance directive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with more elderly populations in extend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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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속한 증가, 만성질환의 장기화, 의료비용 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단순한 삶의
연장보다 삶의 질, 죽음에 대한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1],
‘갑자기 직면하는 죽음보다 준비하여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보면,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기술과

인식이 증가되고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존엄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의 영향으로 노인인구의 급

사법이 2016년에 처음 제정되었다[2]. 그 이후 2018년 2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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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염계정

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타낸다는 선행연구가 확인되었다[17]. 그러나 노인의 사전연

공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

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를 마련하기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

한 근거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

보한 결과, 2021년 8월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능감과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이에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런 매개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

계되었다[3]. 그러나 미국의 자기결정법이 제정된 초기에 보

직까지 시도된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변수들에 대

고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인 47%에 비해서 아직까지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 실무

국내에서는 18%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4,5]. 또한 노인

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8].

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은 일반 대중에 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하

해 제한적이고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여 죽음이 임박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합리적인 자

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회를 갖

기결정에 의한 선택보다 감정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게다가 말기 환자들은 의사결

또한 의료진과 가족에 의한 결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결정 비

정을 할 수 없는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게

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바[11],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

되고, 가족들이 대리결정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등을

의료의향서 작성으로 행동변화의 주요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노인들은 생전에

하여 지역사회 노인이 올바른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족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효능

간의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여 삶의

감이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매개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8].

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노인들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자기결정에 의한 연명의료결
정을 하는데 국외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노

2. 연구목적

인들의 연명의료중단 여부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
다[9]. 반면에 국내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에 미치는 일반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

인 특성[2,9,10], 태도, 자아존중감, 지식[10,11], 사전연명의료

감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의 관계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 효능감[2],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12-14] 등의 조사연

의향 의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구가 있으나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나타났다. 노인의 낮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으로 인해 자

 지역사회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15], 연명의료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가족이 결정

성 차이를 확인한다.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의도는 행동으로의 실천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행동을 예측
하는 주요개념이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지식이 사전연명의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의
료의향 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료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며[16], 자기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사전연명

의사결정강화 프로그램이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의료의향서 작성 관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매

미치는 연구가 있으나[13]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의도

개효과를 확인한다.

의 관계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Fishbein과 동료들이 개발한 통합행동모델(integrated be-

연구방법

havioral model)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가 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예측하게 한다[17]. 지각된 통제력

1. 연구설계

은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각된 통제력이 높은 사람
일수록 의도가 높아지고 행동 수행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또한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과 행동사이에 매개효과를 나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의 관계에서 사전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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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향 의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

구이다.

다’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산하
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높은 것을

2. 연구대상

의미한다. Lee [2]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

.88이었다.

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연구참여

2)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Advance medical directives inten-

에 자발적으로 수락한 노인들을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간호

tion)

학 학사학위가 있는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는 Lee [2]가 개발한 3문항을 개발

하고 문맹인 경우 설문지를 읽어주었으나 연구목적을 이해

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사전의사결정을 사전연

하지 못하여 협조가 어려운 자, Korean-Mini Mental Status

명의료의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

Examination (MMSE)도구를 이용하여 24점 미만인 자는 연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측정

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가 높은 것을 의

로나 예방접종을 한 연구보조원은 대상자를 만나기전에 체

미한다. Lee [2]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는 .91

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하였고, 대상자를 만날 때에는 대상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

자의 마스크 착용, 체온을 측정 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이었다.

서 설문지를 진행하였고 설문지 진행이 종료된 후 코로나 의
심 증상에 대한 확인과 증상 확인 시 행동절차에 대해 설명과 코
로나 수칙 팜플렛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 표본 수는 G*Power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Advance medical directives
signing)

3.1.9.2 (university of Duisseldorf. Duisseldorf, Germany)

2016년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프로그램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위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준(⍺) .05, 검정력(1-β) .95로 하여 220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 작성 후 등록할 수 있는 지정기관을 방문하

탈락률 10% 정도를 감안하여 242명으로 정하였다. 실제 자료

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등록한 법적 효력을 지닌 사전연명

수집 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242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6명

의료의향서 작성을 의미한다[19].

을 제외한 236명(97.5%)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수집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 J에 거주하는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동거인, 경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6월1일~8월20일까지 자료

제 상태, 건강상태, 일 유무를 조사하였고 연명의료결정 시기,

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명의료결정 교육희망 유무, 연명의료 결정자도 조사하였

연구를 위하여 훈련된 조사자 3명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

다. 그 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 의

고 일대 일로 설문내용을 읽어주거나 대상자가 구두로 응답하

도 측정도구는 저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면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측정자 간의 오차를 줄이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하였다.

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문맹인 노인에게는
설문지를 읽어주지만 암시하는 질문 유도는 삼가도록 교육하

1)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Advance medical directives

였으며 이 연구와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사 연구원으로 진행하

self-efficacy)

였다. 설문지 1부 작성 시 소요된 시간은 30~40분이었다. 스스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도구는 Lee [2]가 개발한 9문항

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한 후

을 개발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본 연구에 맞게 ‘사전의사결정’을

에 질문지 응답에 대한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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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S대학교 간호대학의 임상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7001793-AB-N012020002HR).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는 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분석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에 대한 설명, 참여자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9.42±3.84

의 비밀에 대한 보장, 자발적 참여,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세로 65~69세가 전체연령의 142명(60.2%)으로 가장 많았다.

철회가 가능함을 알렸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성별은 남성이 147명(62.3%)으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교육수

을 것임을 설명한 후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한 대상자는 자필로

준은 전문대 졸업이 132명(55.9%)으로 104명(44.1%)의 고졸

서명하였다.

이하보다 많았다. 동거인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
우가 147명(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상태는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162명(68.6%)으로 나타났다. 건

6. 자료분석

강상태와 관련하여 119명(50.4%)이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일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 (IBM Corp. Amonk, New

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12명(47.5%)으로 확인되었다. 연명의

York)과 SPSS Process Macro v3.5 (IBM Corp. Amonk,

료결정 시기에 대한 응답은 107명(45.3%)이 ‘건강할 때 결정

New York)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연

해야 한다.’로 응답하였고 연명의료결정 교육을 희망하는 응

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답자가 195명(82.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결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

정자로는 106명(44.9%)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2

수의 차이는 x test,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고 응답하였다.

수행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사전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은 평균점수가 4.22±0.50점으로

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와 이분형 변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점수의 차이

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

를 살펴보면, 연명의료결정 시기, 연명의료결정 교육희망 여

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이연 상관관계분석(Biserial

부, 연명의료 결정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

로 살펴보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때보다 건강할 때

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연명의료결정을 하고, 연명의료결정 교육을 희망하고, 본인

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이 연명의료 결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점수가 각각

이분형 변수로 로지스틱으로 분석하였다. Hayes의 Process

4.34±0.45점, 4.26±0.48점, 4.32±0.44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평균점수는 4.15±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

0.61점으로 연명의료결정 시기가 중병일 때보다 병원이나 요

다[18].

양시설에 입원할 때, 4.14±0.59점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Hayes의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에서 부스트트래핑을

또한 연명의료결정 교육을 원하는 경우 4.22±0.57점의 높은

활용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전체뿐만 아니라

의도 점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직 ․ 간접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그 효과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을 보면, 작성한 경우는 135명(57.2%),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수 있어 기존의 사용되던 고적적인 매개효과 분석방법인 Ba-

101명(42.8%)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ron과 Kenny의 간접적 매개변수의 유의성과 sobel test를 통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직접적인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방법보다 매개효
과의 분석방법을 간단하면서 정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18]. 본 연

2.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사전연명의료의향 작성 간의 상관관계

구에서는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Model 4를 사용하였고 매개
효과 계수의 분포구간으로 95% 신뢰구간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사전연명의료
의향 의도(r=.68, p<.001) 간의 관계를 보면, 강한 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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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and Advanced Directive Sin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Variables

Age (year)

Categories

Total score

n (%) or
M±SD

Advanced directive
Advanced
self-efficacy
directive intention
M±SD

t or F
(p)

69.42±3.84 4.22±0.50

M±SD

t or F
(p)

4.15±0.61

Advanced directive
singing
Yes

No

n (%)

n (%)

x2 (p)

135 (57.2) 101 (42.8)

65~69
70~79
≥80

142 (60.2) 4.21±0.52
62 (26.3) 4.24±0.46
32 (13.6) 4.19±0.44

0.13
(.877)

4.18±0.61
4.12±0.61
4.10±0.63

0.31
(.734)

85 (36.0)
34 (14.4)
16 (6.8)

57 (24.2)
28 (11.9)
16 (6.8)

1.22
(.541)

Gender

Male
Female

147 (62.3) 4.23±0.49
89 (37.7) 4.20±0.52

0.45
(.650)

4.14±0.61
4.17±0.62

-0.42
(.674)

80 (33.9)
55 (23.3)

67 (28.4)
34 (14.4)

1.23
(.28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104 (44.1) 4.22±0.51
132 (55.9) 4.21±0.48

0.07
(.938)

4.14±0.63
4.16±0.59

-0.32
(.750)

73 (30.9)
62 (26.3)

59 (25.0)
42 (17.8)

0.44
(.511)

Live with whom

Alone
Spouse
Children

54 (22.9) 4.19±0.55
147 (62.3) 4.25±0.44
35 (14.8) 4.09±0.62

1.57
(.209)

4.11±0.62
4.18±0.61
4.09±0.60

0.48
(.618)

31 (13.1)
86 (36.4
18 (7.6)

23 (9.7)
61 (25.8)
17 (7.2)

0.57
(.749)

Economic level

Independence
162 (68.6) 4.23±0.49
Child help
32 (13.6) 4.14±0.58
Government, real estate 42 (17.8) 4.21±0.45

0.43
(.650)

4.13±0.64
4.12±0.59
4.23±0.50

0.46
(.118)

90 (38.1)
18 (7.6)
27 (11.4)

72 (30.5)
14 (5.9)
15 (6.4)

1.05
(.591)

Health state

Bad
Normal
Good

119 (50.4) 4.17±0.47
87 (36.9) 4.26±0.52
30 (12.7) 4.28±0.50

0.96
(.384)

4.08±0.58
4.19±0.66
4.30±0.58

1.78
(.170)

67 (28.4)
48 (20.3)
20 (8.5)

52 (22.0)
39 (16.5)
10 (4.2)

1.28
(.526)

Occupation state

Yes
No

112 (47.5) 4.26±0.50
124 (52.5) 4.18±0.49

1.31
(.189)

4.16±0.63
4.14±0.60

0.19
(.845)

69 (29.2)
66 (28.0)

43 (18.2)
58 (24.6)

1.68
(.236)

Advanced
directive
decision period

Hospital/nurserya
Serious disease stageb
Healthyc

53 (22.5) 4.19±0.49 7.58
4.14±0.59 10.80
76 (32.2) 4.06±0.52 (.001) 3.91±0.62 (＜.001)
107 (45.3) 4.34±0.45 *a,b＜b,c 4.33±0.57 *b,c＜a,c

31 (13.1)
40 (16.9)
64 (27.1)

22 (9.3)
36 (15.3)
43 (42.8)

0.98
(.612)

Education wish
state for
advanced
directive

Yes
No

195 (82.6) 4.26±0.48
41 (17.4) 4.01±0.53

Decision maker

Myselfa
Spouseb
Doctorc

106 (44.9) 4.32±0.44 4.84
4.23±0.58
62 (26.3) 4.08±0.49 (.009) 4.05±0.62
68 (28.8) 4.18±0.55 *b,c＜a.c 4.12±0.65

3.00
(.003)

4.22±0.57 3.82
112 (47.5)
3.82±0.69 (＜.001) 23 (9.7)

1.68
(.187)

63 (53.8)
30 (12.7)
42 (17.8)

83 (35.2) 0.02
18 (7.6) (1.000)

43 (18.2)
32 (13.6)
26 (28.8)

2.76
(.251)

*Scheffé́ test.

Table 2.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and Advanced
Directive Singing
(N=236)
Variables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Advanced directive
signing

r (p)

r (p)

r (p)

1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68 (＜.001)

1

Advanced directive signing

.35 (＜.001)

.45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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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사전연명의료의

독립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매개변수인 사전

향 작성(r=.35, p <.001)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

연명의료의향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적

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68, p<.001). 이는 독립변

성(r=.45, p <.001)과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사전연명의료

로 나타났다(Table 2).

의향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사
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β=.09,

작성 관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매개효과

p =.283),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9, p <.001). 따라서 사전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

연명의료의향 의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과 사전연명

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의료의향서 작성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Model 4를 활용한 SPSS Process Macro 검증을 실시하였

(Table 3, Figure 1).

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 효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

능감이 매개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로 가는 회귀모형

ping)을 5,000번 반복 추출하여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인 사전

(F=201.05, p<.001)과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이분형 변수라 로지스틱으로 분석

의료의향 의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가는 회귀모

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종

형(F=30.50,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

속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사전연명의료의향

귀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매개변

의도인 매개변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111~0.369로 ‘0’

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로 가는 회귀모형은 46%였다. 사

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가 사전연명

(Table 4).

의료의향서 작성으로 가는 회귀모형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
능감의 표준화 계수 값이 34에서 7로 크게 감소하여 사전연명

논

의

의료의향 의도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21%로 확인되었다(Figure 1). 한편 Durbin-waston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 효

지수는 1.85~1.95로 나타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

능감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의 관계에서 사전연명의

로 확인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료의향 의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고,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로 나타났다.

AD=Advanced directive.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nd
advanced directive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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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ating Effects of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nd
Advanced Directive Singing
(N=236)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Constant)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B

S.E.

β

t

p

1.84
0.28

.75
.02

.68

2.44
14.17

.015
＜.001

R2=.46, Adj. R2=.46, F=201.05, p＜.001
Advanced directive
singing

(Constant)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0.36
0.01
0.08

.18
.01
.02

.09
.39

2.02
1.07
4.94

.044
.283
＜.001

R2=.21, Adj. R2=.21, F=30.50, p＜.001

Table 4. Result About Mediating Effect on Macro Process of SPSS
Pathway
Advanced directive self-efficacy → Advanced directive intention
→ Advanced directive singing

(N=236)
B

Boot SE

0.25

.06

95% CI
LLCI

ULCI

0.111

0.369

CI=Confidence interval; LLCI=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직접적인 영향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매개하여 사전

해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여주었다[21]. 따라서 노인의 지지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의도와 행동 변수간의 관계를 입체

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

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사전연

망을 형성하여 효능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가 긍정적

다고 한 선행연구[2]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사전연명의료의

일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향 효능감 강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이르게 하는 의

으로 확인되어 이는 계획행동이론의 의도를 통하여 행동을 예

도를 내재화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13]의 결과와

측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었다[17]. 본 연구를 통

는 상이하였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인

해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개인적

효과를 위해서는 매개변수인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향상

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서의 실

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을 높이는

천을 강화하기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는 개인적으로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식 획

높이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을 보장해주고 의도를 강화하

득, 부정적 인식 감소 등의 노력과 사회적으로는 노인이 거주

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향상이 중요한 요인이며,

하는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노인들이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연명의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전문인력이 준비되어 노인들의 사전연명

료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의료의향 의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일반인을

해야 한다. 향상된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은 가족과 연명의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명의료결정 교육보다 좀 더 체계적인 노

료결정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감하게 만드는데 긍

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을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세대의 노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또한 가족 및 동

인전문 인력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료지지가 증가할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증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의 긍

것으로 나타났다[2]. 게다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같은 세대인 노인전문 인력을 통하여

노인 스스로가 연명의료결정에 정보를 획득하고 노인 또래집

효능감 강화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단과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연명의료중단에 대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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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analysis - KHS and YGJ; Reporting - KHS and YGJ; Final appro-

개발이 요구된다.

val - KHS and Y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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