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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연명의료에 대한 개인 신념에 따라 연명 의료 계획

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는 하나의 건강행위이다. 우리나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요

구도는 노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아닌 가족과 

의료진의 대리결정에 의한 노인의 연명의료 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재의 기반이 

되는 작성 영향 요인에 대한 파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파악하고,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작성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

다.  

본 연구는 횡단면적 서술조사 연구이다. G 지역 및 J 지역 소재 지역사회 거주 노

인 121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R 

version 3.5.1. 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예측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건강신념

모델의 주요 변수인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및 

행동계기와 나이, 성별, 1 년전과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의 수를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NRS로 측정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는 평균 6.2점

(SD=3.6)으로 최저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분포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지각된 심각성(β=.218, p=.013)과 지각된 이익(β=.223, p=.016) 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가 높았고, 지각된 장애가 높고(β=-.406, p<.001) 

나이가 많을수록(β=-.156, p=.0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가 낮았다.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5%였다(p<.001).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지각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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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신념을 고려하여 맞춤

형 중재를 제공한다면 국내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더욱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 건강신념모델 

학  번 : 2018-2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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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명의료의 절차와 과정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

중하고자 함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특히,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말기 및 임종기가 아니더라도 19세 이

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의미가 더욱 크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2018년 3월 기준 11,204명에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3

월 기준 160,551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를 

고려하여보면 그 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법제화 및 보편화 되는 과정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

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하나의 건강행위라는 인식 변화이다. 건강행위란 자

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개인의 결정에 의해 야기되는 행동으로

(Cockerham, 2014) 인간은 각자의 건강신념에 따라 건강행동을 결정한다

(Rosenstock, 1974). 사전 진료 계획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와 목표를 확인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다(Seymour, Almack, & Kennedy, 2010). 이 과정에서 행위의 실천을 이끄

는 동기부여 요인과 개인의 선호를 확인하여 연명 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결

과적으로 연명 의료 계획의 수립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의학적 치료를 감소시켜 삶

의 질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건강행위로 간

주되며 작성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Fried et al., 2012).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을 계획적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나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

과 같은 건강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Ko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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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Lee et al., 2019; Sudore et al., 2008). 

모든 연령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중재는 요구되지만, 특히 노년기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이자 질병 유병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시기

로 그 필요성이 더 높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18년 3분기 기준 전체 인구 진료비의 39,9%를 차지하며 노년기에 의료가 집중

됨을 알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특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혹은 

임종기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노년기 의료비용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Ahmad, Mudasser, Khan, & Abdoun, 2016).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의 작성은 개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신념을 반영함으로써 연명의료를 원하

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생전 연명의료계획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과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도 줄여준다(Mack, Weeks, 

Wright, Block, & Prigerson, 2010). 또한 침습적인 치료 과정들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여준다(Lopez-Acevedo et al., 2013). 다수의 노인들이 죽음의 과정에 있

어 안락과 편안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ischoff, Sudore, Miao, 

Boscardin, & Smith, 2013), 우리나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연령별 분포를 

보았을 때 60세 이상이 8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여 노인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의 요구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9).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은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자율성을 존중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이 아닌 의료진과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류기환, 2019).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은 개인의 자율성과 상

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치료결정 후회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

발한다 (Hickman Jr, Daly, & Lee, 2012).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안내와 작성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중재를 위해서는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 진지 얼마 

되지 않아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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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외의 경우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 영향 요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

들이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의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건강 수준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힌 바 있다(Alano et al., 2010; Koss, 2017; 

Vilpert, Borrat-Besson, Maurer, & Borasio, 2018).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변화 불가능한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 

외에도 변화 가능한 가치관, 믿음과 같은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믿음과 관련한 요인들을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탐색함으로써 일반적 특

성과 함께 어떤 요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주로 고형암 이나 혈액암 환자,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루어지다 보니 국내 선행연구들도 대체로 위와 같

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Kim, Heo, Hur, Shim, & Kim, 2019; M. O. Lee et 

al., 2019). 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에 따른 삶과 죽음의 가치관을 존중해줌으로써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Mack et 

al., 2010),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노인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후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중재 개발의 기초 연구로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예측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파악

하고,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작성 

예측 요인을 분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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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파악한다. 

2)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탐색한다. 

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의지를 탐색한다. 

4)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 의지를 탐색한다. 

5)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행동 계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탐

색한다. 

6)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지각된 민감성, 지각

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행동계기 및 일반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노인 

노인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의 개인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서식으로,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

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

성해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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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고,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

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시

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란 법적 서식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

향으로 정의한다. 

 

3)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은 어떤 질병의 유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하

고,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심각함

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본 연구에서 지각된 민감

성의 조작적 정의는 연명의료와 관련되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개

인적 인식이고, 지각된 심각성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

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은 Kent (1997)가 개발한 Susceptibility/Severity Scale

을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은 위험성을 줄이거나 심각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강행동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지각된 장애는 건강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치

르게 될 부정적인 측면을 뜻하여 실제적인 비용과 정신심리적 비용, 불편함 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이익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때 지각되는 이익들이고, 지각된 장

애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있는 장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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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다.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는 Vandecreek and 

Frankowski (1996) 이 개발한 LW Benefits/Barriers Scale을 Hamel, Guse, 

Hawranik, and Bond Jr (2002)이 수정∙보완하고 Ko and Lee (2009)가 다시 한번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 행동계기 

행동계기란 개인이 건강행동을 하게 하는 특정 사건이나 사람, 매체 등의 요인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행동계기의 조작적 정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 동기부여가 되는 특정 사건이나 사람, 매체 등의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의 행동 

계기는 선행 문헌 고찰 및 건강신념모델에서의 행동계기의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만든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7 

II. 문헌고찰 

 

1. 노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우리나라의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박재원 & 송준아, 2013), 불가피한 임종기 상황에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9; 조추

용, 2014). 노인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주체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응답의 55%가 스스로 결정 내려야 한다고 한다고 하였고(Ting & Mok, 2011), 

대다수의 노인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관한 설명은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미리 듣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황혜영, 2016). 이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연명의료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생전 의

사 표현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80%가 

넘는 노인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정승윤, 이해정, & 이성화, 2014), 90%가 넘는 

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나타냈다(이현주, 2019). 실제 작

성률을 보았을 때, 국외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보였고(Rao, Anderson, Lin, & Laux, 2014), 우

리나라 역시 전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60,551명 중 80%가 넘는 비율이 

60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9). 이처럼 모든 연령층 중 

노인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요구도는 특히 높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대비 2%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치

이다(통계청, 2019). 또한, 고령화 사회로 매년 40만명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통계청, 2019),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

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높은 선

호와 요구도 대비 낮은 작성률은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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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 요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의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성 의지가 

있다고 밝힌 대상자의 비율이 42%에서 72%까지 다양했고(Ko, Lee, & Hong, 

2016; H.-L. Lee & Park, 2014; Wilson et al., 20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제 

작성 유무를 기반으로 진행한 연구들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진 대상자 비

율이 45%에서 82%로 다양했다(Alano et al., 2010; Bischoff et al., 2013; Chu et 

al., 2018; Enguidanos & Ailshire, 2017; Rao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 요인을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요인, 객관적∙주관적 건강 

수준 요인, 외적 요인 및 개인적 믿음 요인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요인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요인인 나이, 성별, 인종,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과의 연관성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 국외의 경우, 나이

가 많을수록(Alano et al., 2010; Koss, 2017; Rao et al., 2014; Vilpert et al., 2018),

남성보다는 여성에서(Alano et al., 2010; Vilpert et al., 20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인종의 경우 소수 인종에서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Enguidanos & Ailshire, 2017). 교육수준

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도 

있었으나(Koss, 2017; Rao et al., 2014),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한다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Sudore & Fried, 2010). 소득수준 역시 월 소득이 높

은 경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있었으나(Rao 

et al., 2014), 낮은 경우에 많다는 연구(Saeed et al., 2018)도 있었다. 

국내의 경우, 국외 연구들과는 상반되게 80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 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가 있었다(김명숙, 강문

희, & 김연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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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주관적 건강 수준 요인 

객관적∙주관적 건강 수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국외

의 경우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Rao et al., 2014), 중증의 질병을 앓는 사람

들이 (Chu et al., 20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사전돌봄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Ng et al., 2017; Schickedanz et al., 2009). 

국내 연구의 경우, 주관적 건강 수준을 높게 평가한 노인에서 높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의도를 보였다고 밝히며(김명숙 et al., 2018) 국외 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였고, 이 외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3) 외적 요인 

국외의 경우, 본인의 입원 경험이 적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Koss, 2017), 반대로 큰 수술을 받은 경험(Alano et al., 

2010), 중환자실 입원 및 기관내 삽관 경험 (Omondi, Weru, Shaikh, & Yonga, 

2017)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남성 노

인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이 안 좋을수록, 여성 노인의 경우 주기적인 의료진과의 

접촉이 있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Koss, 2017). 가족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논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제 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mondi et al., 2017). 반대

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도 있었다(Alano et al., 2010). 

국내의 경우 가족의 Do Not Resuscitate(DNR) 경험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현숙, 장혜경, & 신성례, 2016), 가

족 혹은 친구들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 경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정승윤 et al., 2014). 

 



10 

4) 개인적 믿음 요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의학적 치료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건강행동으로 인식됨에 따라(Fried et al., 2012), 

행동 변화 중재를 위해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요인 그리고 건강수준이라는 변화 

불가능한 요인들 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나 믿음

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Fischhoff & Barnato, 

2019). 개인적 믿음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질적연구가 많았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이익이나 장애요인이 주를 이루었다. 노인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생의 말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자율성을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점, 자신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d, Bullock, Iannone, & O'leary, 

2009; Levi, Dellasega, Whitehead, & Green, 2010; Malcomson & Bisbee, 2009). 

또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지각하는 민감

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Fried et al., 2009). 반대로 죽음이나 연명 의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였으며(Gjerberg, Lillemoen, 

Førde, & Pedersen, 2015), 자신이 경험했던 혹은 두렵다고 느끼는 것 이내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경향도 있었다(Piers et al., 2013). 하지

만 앞선 연구들이 모두 질적연구인 만큼 위의 요인들이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어떤 구체적 연관성이 있는지, 더 나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예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까지는 다소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 요인들에 대한 양적 연구가 요구되

었다.  

양적 연구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는, 국외의 경우 노인의 사전 돌봄 계획에 대

한 높은 지각된 심각성과 낮은 지각된 장애가 노인의 생의 말 논의에의 참여와 관

련이 있었다는 연구(Ko & Lee, 2009)와 지각된 장애가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다는 연구(Hamel et al., 2002)가 있었고, 지각된 장

애 요인 중 구체적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임종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

다는 불확실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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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creek & Frankowski, 1996)가 있었다. 국내의 경우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

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제화 이전에 제시된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때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지각된 장애가 높을 수록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M. O. Lee et al., 2019) 외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

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국내 상황에서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예측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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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1. 건강신념모델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Figure 1). 건강신념모델은 

1950년대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근무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대중들의 예방적 건강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정도와 건강행

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의 정도에 따라 건강행동이 동기화 된다고 가정한 

모델이다(Rosenstock, 1974). 초기 건강신념모델은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 및 행동계기(cues to action)로 구성

되었으나 이후 모델이 확장되며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지각된 민감성”은 어떤 질병의 유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의

미하고,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의 심각함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을 의미한다. 건강신념모델에서 높은 지각된 민감

성과 지각된 심각성은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 즉, 질병 위협에 대한 지각

을 높여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시한다(Rosenstock, 1974). “지각된 

이익”은 위험성을 줄이거나 심각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행한 건강 행동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지각된 장애”는 건강 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치르게 될 부정적인 측면을 뜻하여 실제적인 비용과 정신심리적 비용, 불편함 

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높은 지각된 이익과 낮은 지각된 장애는 개

인의 건강행위에 동기부여가 되어 건강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Rosenstock, 

1974). “행동계기”란 개인이 건강 행동을 하게 하는 특정 사건이나 사람, 매체 

등의 요인을 의미한다(Rosenstock, 1974). “자아 효능감”이란 특정 성과를 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 연구의 경우 노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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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돌봄 계획에 대한 높은 지각된 심각성과 낮은 지각된 장애가 노인의 생의 말 논

의에의 참여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Ko & Lee, 2009). 지각된 장애만이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다는 연구(Hamel et al., 2002)

도 있고, 지각된 장애 요인 중 구체적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임종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Vandecreek & Frankowski, 1996). 국내 연구의 경우, 혈액암 환자의 사전돌봄계

획에 대한 높은 지각된 장애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법제화 이전에 제시된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M. O. Lee et al., 

2019). 

 

Figure 1. Health Belief Model (Becker, Drachman, & Kirscht, 1974) 

 

2.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을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여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 을 구성하였다(Figure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의학적 치료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건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Fried et al., 2012).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크게 지각된 민

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행동계기, 일반적 특성 그리고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위협의 경우 지각된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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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각된 심각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측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자

아 효능감의 경우 초기 건강신념모델 형성 이후에 추가된 개념으로 건강신념모델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 연

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지각된 민감성>은 연명의료와 관련되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고, <지각된 심각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과 관련된 개인적 느낌이다. <지각된 이익>은 사전연명의료의향

서를 작성했을 때 지각되는 이익들이고, <지각된 장애>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

성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이다. <행동 계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동기부여가 되는 외적 요인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는 사전연

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이다.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는 건강 행동 가능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라는 4가지 개인적 믿음 요인과 행동 계기 및 일반적 특성이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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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파

악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작성의 

예측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횡단면적 서술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1개 도시 지역과 1개 농촌 지역 소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주관을 밝혀야 하므로, 설문 문항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로 대상자를 제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1) 65세 이상의 노인, (2) 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연구 목적을 이해하

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 대상 제외 기준은 (1) 불안장애 및 공

황장애 등 기타 정신의학적 질병이 있는 자 (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 이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 예측 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고정미 & 고진강, 2013)를 참고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 크기 .1, 독립변수 15개, 유의수준 .05, 검정

력 .8 양측검정으로 설정하였고, 산출된 표본 수는 81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

려하여 목표로 한 표본 수는 98명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

한 134명에게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설문응답이 불완전한 7명, 중간에 

연구 참여를 철회한 1명, 65세가 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121명이 최종적으로 연

구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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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은 Kent (1997)가 개발한 

‘Susceptibility/Severity Scale’을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

정하였다. 

‘Susceptibility Scale’은 연명의료와 관련되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대

상자가 느끼는 지각된 민감성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7점(아주 중요함)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0.91이었고,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후 신뢰

도는 Cronbach’s α 0.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6이었다. 

‘Severity Scale’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우

려되지 않음)부터 7점(아주 심각하게 우려됨)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심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

도는 Cronbach’s α 0.75이었고,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후 신뢰도는 

Cronbach’s α 0.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5었다. 

 

2) 지각된 이익 및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는 Vandecreek and Frankowski (1996) 이 개발한 

‘LW Benefits/Barriers Scale’을 Hamel et al. (2002)이 수정∙보완하고 Ko and Lee 

(2009)가 다시 한번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Ko and Lee (2009)의 

‘Benefits/Barriers Scale’에서는 사전 진료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의 말에 대한 의논(End-of-life discussion)과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Completing Advance Directives)이라는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Compl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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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Directives)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용어

를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Ko and Lee (2009)의 동의를 구하였다. 

‘Benefits Scale’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때 지각되는 심리적, 사회

적,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는 설문 도구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7점(전적으로 동의함)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이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 s α 0.95이었고,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후 신뢰도는 

Cronbach’s α 0.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8이었다. 

‘Barriers Scale’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각되는 장애를 

측정하는 설문 도구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7점(전적으로 동의함)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 s α 

0.81이었고, Ko and Lee (2009)가 수정∙보완한 후 신뢰도는 Cronbach’s α 0.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7이었다. 

 

3) 행동 계기 

행동 계기는 선행 문헌 고찰 및 건강신념모델에서의 행동 계기의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한 결과로 측정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의 동기부여가 되는 외적 요인으로 본인, 가족 혹은 지인의 질병 경험(Levi 

et al., 2010; Omondi et al., 2017), 가족, 친구, 의료진과 같은 특정 인물의 권유

(Piers et al., 2013; Stone, Kinley, & Hockley, 2013), 가족 혹은 지인의 임종 과

정에서 연명 의료 지속에 관한 의사결정 갈등의 목격, 가족 혹은 지인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여부(Levi et al., 2010)를 포함하였다. 또한 건강신념모델에서의 

행동계기의 이론적 정의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교육 이력, 대중 매체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 경험 이력(Rosenstock, 1974)도 포함하였다. 본인

의 질병 경험, 가족 혹은 지인의 질병 경험은 각각 3가지, 4가지의 세부 항목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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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세부 항목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질병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족이나 친구 및 의료진의 권유는 3가지의 세부 항목을 두어 마찬가

지로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임종 과정에서 연명 의료 지속에 관

한 의사결정 갈등의 목격 여부, 가족 혹은 지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교육 이력 여부 및 대중 매체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 경험 여부는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는 Numeric Rating Scale(NRS)을 이용하여 0점

(작성할 의지가 전혀 없다)부터 10점(작성할 의지가 매우 있다)사이의 점수로 측

정하였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가

지고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소 건강상태와 1년전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하였

으며, 평소 건강상태의 경우 1점(매우 나쁘다)부터 5점(매우 좋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1년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역시 1점(많이 나빠졌다)부터 5점(많이 

났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만성 질환은 보건복지부 (2018)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만성 질병 종

류별 유병률(의사진단 기준) 및 현 치료율' 통계에 포함된 노인의 만성 질환을 항

목화 하여 조사하였고, Charlson, Pompei, Ales, and MacKenzie (1987)의 ‘동반질

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측정에 포함되는 질병 목록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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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말초 혈관 질환(대동맥류>=6cm 포함), 림프종, 만성 백혈병도 추가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였다. 국내 1개 

도시 지역과 1개 농촌 지역 소재 경로당과 마을 회관, 그 밖의 지역사회 노인의 왕

래가 잦은 장소에서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

주 노인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기에 본 연구의 설

문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대상자의 연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대상자가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연구자가 연

구 대상자와 직접 면담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완료하였고, 설문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이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2002/001-001). 자료 수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과 이득을 안내하였고, 설문조사 중 언제

든지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과 참여 중지 시 불이익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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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R version 3.5.1.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기

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independent 

t-test,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비교하였다. 

3) 대상자의 개인 신념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행동 계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회귀모형을 위한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는 분산 

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오차의 자기상관 여부는 Durbin-

Watson test, 오차항의 정규성은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확률도표, 오차항의 등분산

성은 표준화된 잔차의 산점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6)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예측 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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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121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76세 

(SD=6.5)로, 최저 65세부터 최대 94세까지 분포하였다. 대상자 중 남성은 35명

(28.9%), 여성은 86명(71.1%)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75명(62.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77명(63.6%)으로 가

장 많았으며, 월 소득수준은 92명(76.0%)이 100만원 이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4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1년전과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많이 혹은 조금 나빠졌다’라고 응답

한 대상자가 63명(52.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3개(SD=1.9) 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121)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Age, years  76(6.5) 

Gender   

 Male 35(28.9%) 

Female 86(71.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below 

75(62.0%) 

Middle school education  
or above 

46(38.0%) 

Marital status   

 Married 77(63.6%) 

Widowed/Divorced/Unmarried 44(36.4%) 

Income(month)   

 ≺one million KRW 92(76.0%) 

≥one million KRW 29(24.0%) 

Self-rat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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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12(9.9%) 

Good 9(7.4%) 

Fair 44(36.4%) 

Poor 34(28.1%) 

Very poor 22(18.2%) 

Self-rated health 
compared to one year ago  

  

 
Much better/Somewhat better 
/About the same  

58(47.9%) 

Somewhat worse/Much worse 63(52.1%) 

Number of comorbidities  3(1.9) 

Note. Abbreviations: AD=Advance Directives; KRW=Korean Won. 

 

 

2.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는 NRS로 측정시 평균 6.2점(SD=3.6)

으로 최저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분포하였다. ‘작성할 의지가 전혀 없다’인 0점은 

14명(11.6%), ‘작성할 의지가 매우 있다’인 10점은 41명(33.9%)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NRS로 측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1년전과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차이를 보였고(p=.026),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가 높다는 상관관계

를 보였다(r=.3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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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Willingness to complete Advance Directiv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1) 

Variables Categories 

Willingness  
to complete AD p 

mean(SD)  r 

Age, 
years 

  
-.121 

.184 

Gender    .698 
 Male 6.0(3.7)   
 Female 6.3(3.5)   

Education   .892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below 

6.3(3.5) 
 

 

Middle school education  
or above 

6.2(3.8) 
 

 

Marital status   .537 

 Married 6.1(3.5)   

Widowed/Divorced/Unmarried 6.5(3.7)   

Income(month)   .202 

 ≺one million KRW 6.0(3.6)   

≥one million KRW 7.0(3.5)   

Self-rated health   .066 

 

Excellent 5.9(3.6)   

Good 6.0(3.8)   

Fair 5.9(3.4)   

Poor 6.0(3.8)   

Very poor 7.5(3.4)   

Self-rated health compared to one year ago  .026 

 

Much better 
/Somewhat better 
/About the same 

5.5(3.6) 
 

 

Somewhat worse 
/Much worse 6.9(3.4) 

 
 

Number of comorbidities  .330 <.001 

Note. Abbreviations: AD=Advance Directives; KRW=Korean Won. 
 

3) 건강신념모델 변수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비교 

대상자의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장애, 이익 및 행동계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 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다음과 같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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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민감성(r=.390, p<.001), 지각된 심각성(r=.215, p=.018), 지각된 장애 

(r=-.490, p<.001) 및 지각된 이익(r=.435, p<.001)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 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동계기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 받은 적이 있거나(p=.007), 주변에 실제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경우(p<.00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 여부와(p=.031), 대중매체를 통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정보 경험 유무(p<.011)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Comparison of Willingness to complete Advance Directives according to 

variables of the Health Belief Model 

(N=121) 

Variables 
n(%) or 

mean(SD) 

Willingness to complete 
AD p 

mean(SD) r 

Susceptibility  29.2(7.5)  .390 <.001 

Severity  24.0(9.2)  .215 .018 

Barrier  39.7(15.6)  -.490 <.001 

Benefit  41.4(10.0)  .435 <.001 

Cues to action     

 
Illness experiences of 
participantsa 

Yes 31(25.6%) 6.7(3.6)  
.364 

No 90(74.4%) 6.1(3.5)  

 
Illness experiences of 
significant othersb 

Yes 64(52.9%) 6.3(3.6)  
.831 

No 57(47.1%) 6.2(3.5)  

 
Encouraged to 
complete AD by others 

Yes 21(17.4%) 7.9(2.8)  
.007 

No 100(82.6%) 5.9(3.6)  

 
Witnessing end-of-life 
decision conflict 

Yes 15(12.4%) 7.3(2.8)  
.135 

No 106(87.6%) 6.1(3.6)  

 
Significant others’  
AD documentation 

Yes 16(13.2%) 8.5(2.4)  
<.001 

No 105(86.8%) 5.9(3.6)  

 AD education  
Yes 15(12.4%) 7.9(3.0)  

.031 
No 106(87.6%) 6.0(3.6)  

 
Have heard through the 
media 

Yes 73(60.3%) 6.9(3.7)  
.011 

No 48(39.7%) 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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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Illness experience was defined as experiencing any of the following events: the 
history of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intubation, or major surgery. bIllness 
experience was defined as experiencing any of the following events: the history of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intub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r serious 
illness. 

Abbreviations: AD=Advance Directives. 

 

 

3.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예측 요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1) 지각

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 2) 행동계기, 3) 일반적 특성 

중 나이 및 성별과 더불어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였던 1년전과 비교한 주

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 자료 탐색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한 결

과 범위가 1.148 ~ 2.057 로 5보다 적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오차의 자기상관 여부를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2.255로 

2에 가까워 오차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오차항의 정규성은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

확률도표를 통해 정규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Figure 3). 오차항의 등분산성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종속변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범주가 0~10점으로 한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평행한 대각선 형태를 띄긴 하나 

Heteroscedasticity(이분산성)을 보이진 않아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 이를 통해, 본 회귀모형은 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

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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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ormal Q-Q plot of regression standardized residuals 

 

 

Figure 4. Scatterplot of standardized residuals and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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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지각된 심각성(β=.218, p=.013)과 지각된 이익이 높

을수록(β=.223, p=.016)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보였고, 지각된 

장애가 높고(β=-.406, p<.001), 나이가 많을수록(β=-.156, p=.034) 낮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보였다. (Table 4).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complete Advance Directives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121) 

Variables β S.E. 95% C.I p 

Susceptibility 0.086 0.048 -0.055, 0.137 .402 

Severity 0.218 0.033  0.018, 0.149 .013 

Barrier -0.406 0.019 -0.130, -0.055 <.001 

Benefit 0.223 0.033  0.015, 0.144 .016 

Illness experience of participants 0.075 0.751 -0.723, 2.255 .310 

Illness experience of significant others 0.063 0.552 -0.643, 1.547 .415 

Encouraged to complete AD by others 0.084 0.911 -1.022, 2.589 .392 

Witnessing end-of-life decision conflict 0.037 0.889 -1.365, 2.159 .656 

Significant others’AD documentation 0.133 0.962 -0.516, 3.298 .151 

AD education  0.056 0.960 -1.299, 2.509 .530 

Have heard through the media -0.047 0.559 -1.448, 0.770 .546 

Age -0.156 0.040  -0.163, -0.007 .034 

Female -0.084 0.569 -1.788, 0.469 .249 

Much better to about the same  
self-rated health  
compared to one year ago 

-0.101 0.533 -1.794, 0.363 .191   

Number of comorbidities 0.128 0.154 -0.069, 0.547 .127 

Note. model p-value <.001, Adjusted R-squared: 0.445. 

References: female—male was the reference group; self-rated health compared to one 

year ago-much worse to somewhat worse was the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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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AD=Advance Directives; β=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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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기반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

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

념요인 및 일반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건강신념모델의 개념 중, 지각된 심각성, 지

각된 장애, 지각된 이익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

었고, 행동계기와 지각된 민감성은 작성 의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 중 나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예측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본 연구에서 NRS로 측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는 평균 6.2점이었고, 

‘작성 의지가 매우 있다’(10점)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중 약 34%였다.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예’ 혹

은 ‘아니오’의 범주형 응답으로 작성 의지를 측정 하였는데, 작성 의지가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은 연구마다 61%(Ko et al., 2016)에서 72%(H.-L. Lee & Park, 2014)

까지 분포하였고, 이를 본 연구의 ‘작성 의지가 매우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

하여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가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모집 장소의 특징으로 인한 대상자의 특성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노인의 61%가 작성 의지를 보인 연구(Ko et al., 

2016)는 공공주택과 식사, 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시니어센터(senior 

centre)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72%가 작성 의지를 보

인 국내 연구(H.-L. Lee & Park, 2014)는 대도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자

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 장소였던 경로당이나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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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다 전문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노인의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관련 정보 교환의 기회를 넓혀주어 작성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경로당 이용 노인에 비해 평생교육이나 친목단체

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기 때문에(김은경, 2019) 건강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개발 시 건강 정보 노출에 

취약한 곳의 노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작성할 의지가 전혀 없다’(0점)와 ‘작성할 의지가 매우 있

다’(10점)의 사이에 분포하며 의사결정 갈등을 나타내었는데, 어떠한 요인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NRS로 측정한 연구로는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의향 점수를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평균 4.09점의 응답을 보인 연구가 있었

다(고정미 & 고진강, 2013). 하지만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예/

아니오’의 범주형이 아닌 NRS로 측정한 것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건강신념모

델의 목적이 건강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고 NRS를 이용하면 이러한 

가능성의 정도를 더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어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한 도구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개념

이 생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성 의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아직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응답의 자율성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영향 요인 분석에 NRS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구되는 바이다. 

 

 

2.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건강신념모델 요인 중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 및 지각된 이익이 사전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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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민감성은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지만 지각된 심각성은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던 점은 Ko 

and Lee (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예견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지각된 심각성)하는 것은 연명

의료와 관련되어 일어날 사건들(예,생애말 결정에 대한 가족들의 갈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지각된 민감성)이 낮더라도 이를 보상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연명의료와 관련되어 일어날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지각된 민감성)하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 때 예견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지각된 심각성)가 적다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Piers et al. 

(2013)의 질적연구에서 노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본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더라도 의료진이 알아서 나의 생의 

말 결정을 잘 내릴 것이라며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면 사전진료계획을 수립하지 않

으려 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노인

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사전진료계획이 될 수 없기에, 위와 같이 노인들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지각된 심각성이 낮은 경우에는 노인들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생

의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연명의료계획을 수립해 

보게끔 하는 것은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각된 민감성 

및 지각된 심각성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

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와 지각된 이익 모두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이익은 유의하지 않았

으나 지각된 장애만이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었

다는 연구(Hamel et al., 2002; Ko & Lee, 2009)와 지각된 장애가 혈액암 환자의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예측 요인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M. O. Lee et al., 

201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하지만 Hamel et al. (2002)의 연구는 50세 이상

을 노인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M. O. Lee et al. (2019)의 연구는 20세 

이상의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비교가 어렵다. Ko 

and Lee (2009)는 사전 진료 계획에 대한 지각된 장애와 지각된 이익의 측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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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각된 장애를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히기도 하였으나 종속변수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아닌 ‘생의 말 논의’를 측정하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건강신념모

델에서 높은 지각된 이익과 낮은 지각된 장애는 함께 상승 효과를 보이며 건강행위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Becker et al., 1974). 본 연구에서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

애가 모두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두 신념이 가진 상승 효과를 

활용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두 신념을 함께 적용한다

면 더욱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행동계기의 경우 다중선형회귀분석상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은 없었으나, 단변

수분석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 받은 적이 있거나 주변

에 실제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가족 혹은 친구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경험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숙 et al., 

2016; 정승윤 et al., 2014)와 유사하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 여

부와 대중매체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 경험 유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노

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Alano et al., 

2010)와 일치한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 갓 2년을 넘긴 시

점이기에 제한된 접근성과 부족한 정보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장애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동계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

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행동계기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 및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 요인 중 나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나이가 적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나이가 많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높

았다는 국외 연구들(Alano et al., 2010; Koss, 2017; Rao et al., 2014; Vilpert et 

al., 2018)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에서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국내 연구(김명숙 et al., 2018)와는 

일맥상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 및 홍보 미흡으



33 

로 인하여 야기된 지식 부족에서 기인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PSDA(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가 시행된 이후로 대부분의 주

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법적으로 인정하였고(Pollack, Morhaim, & Williams, 

2010),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사전의료의향

서 작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할 수 있게끔 서식을 갖출 것을 규정해 놓았다(PSDA, 1990).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단위의 연명의료지시서 이행팀을 만들고 자원봉사 

연합체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

년 4월 16일을 보건의료결정의 날(National Healthcare Decision Day)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다(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6). 이에 반해 

본 연구 대상자의 약 88%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국내 노인들에게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교육은 찾기가 어렵고, 그만

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과 홍

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령의 노인일수록 더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

한 정보와 지식 부족을 겪기 쉽고, 이는 고령의 노인에서 낮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보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제도적 차원의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체계가 요구되는 

바 이다. 

 

 

3.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중요성 및 

중재 방안 

본 연구에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장애 그리고 지각된 이익과 같은 건강신념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신념을 기반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수행 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존 문헌들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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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 불가능한 인자들이지만 개인의 건강신념은 본인의 경험, 주변의 영향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이다. 건강신념모델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심각

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

성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프로그램과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각된 이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각된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개인의 죽음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시켜주는 하나의 건강행위임을 강조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

을 가진 노인들에게 웰다잉의 개념에 대해 교육하여 공포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 건강신념모델을 기반

으로 한 중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박서연, 권종숙, 김초일, 이윤나, & 김혜경, 

2012; 이지영, 2012), 아직까지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연구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작과 함께 암환자

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영상 교육(강지수 & 김현옥, 2020),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강보람 & 현미열, 

2019) 등의 교육 중재 연구는 점차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와 같이 건강신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예측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중재 프로그램 연구에 접목시킨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증진에 더

욱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생소한 국내 지역사

회 노인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접근성이 쉬운 보건소를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4. 연구의 의의 

1)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예측 요인을 확

인하여 추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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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에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보다 개인의 건강신념이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확인되어 추후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재 

연구에서의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은 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것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염은이 & 서금숙, 2019; 홍선우 & 김신미, 2013) 연명의

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작성 증

진을 돕는 데에 보다 실용적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간호 실무 측면 

본 연구는 국내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제도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실질적인 연구로 제도의 평가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노

인의 개별적 특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맞춤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프로그

램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중재 과정에서 간호

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전문간호사의 개입으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Lawrence, 2009; 

Meehan, 200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 요인들을 기반으로 한 중재 프로그

램의 개발과 간호사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지역 및 J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

집 하였고, 대상자의 71%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전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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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 소득 수준, 만성질환의 수 등의 특성이 2017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를 통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은 제한점을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

끼는 몇몇 노인들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읽어주고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는데, 이 경우 자기기입 설문지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동

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자신을 묘사하려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송인덕 & 조성

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솔직한 응답을 강조하

여 연구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면적 서술조사 연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 영

향 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행동계기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도구를 개발하여 간호

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는데,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3~10

인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Lynn, 1986) 본 도구의 타당도 증명에 

다소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동계기 측정 도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행동계기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생각

되며, 추후 적절한 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도구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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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를 조

사하고,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신념 및 행동계기를 

포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시행되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G지역 및 J지역 소재 지역사회 거주 노인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는 평균 6.2점으로 최저 0

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분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 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년전과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보고하

는 것은 낮게 보고하는 것에 비해 낮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 관련이 있

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가 높다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신념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

익 및 낮은 지각된 장애가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행동계기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 받은 

적이 있거나, 주변에 실제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가 유의하게 높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 여부와, 대중매체를 통한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 경험 유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5%였다. 건강신념모델의 주

요 변수 중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이익이 높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

지가 높았고, 지각된 장애가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

가 낮았다. 지각된 민감성과 행동계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의 예측 요

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38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 요인에 대한 반복적

인 검증이 요구되고, 일반화를 위하여 여러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

황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지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대상

자의 작성 의지가 실제 작성으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영향 요인 탐색 결과를 기

반으로 맞춤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

는 연구가 시도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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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complete Advance Directives in older 
adults 
 

Kim, Eun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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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d: The completion of Advance Directives(ADs) is important because 

individuals can declare their decision to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their 

health beliefs. Unfortunately, decisions to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often 

done by family and/or clinicians instead of elderly patients themselves because 

the completion of ADs is not common to older people in Korea.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complete 

ADs in older adult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complete AD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A total of 121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nquiring about their 

willingness to complete the ADs and their perceptions to complete the ADs, 

which was measured with ‘Susceptibility/Severity scale’, ‘Benefits/Barriers 

scale’, and ‘Cues to action scale’. These instrument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Results: The mean score for willingness to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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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directives was 6.2(SD=3.6).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higher perceived severity(β=.218, p=.013) and a perceived 

benefit(β=.223, p=.016) significantly predicted the greater willingness to 

complete ADs. However, a higher perceived barrier(β=-.406, p<.001) and 

older age(β=-.156, p=.033)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ower willingness to 

complete ADs.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health beliefs that can influence the completion of AD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Korea. Our finding can guide the future interventions aimed at 

increasing the ADs completion rates in older adults liv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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