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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약

안락 사에 대한 일반 인들 의 인 식도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 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

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

들이 많아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방법은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한 지역

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된 것을 제외한 413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

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SA S 통계 프로그램

6.1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304명(73.6% )이

었고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

(37.8% ),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234명 (56.6% )이었다. 안락사

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 (P =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 (P =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P =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

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 =0.001), 35세 이상

(P =0.001), 기혼(P =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

는 직업 (P =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

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이상 (P =0.001), 기

혼 (P =0.022)에서 많았고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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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 결혼여부 (P =0.001)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 (P =0.004), 결혼여부 (P =0.001)에서, 수동적 안

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나이(P =0.002), 결혼여부 (P =0.017), 교육정

도 (P =0.025), 경제력(P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되는말 : 안락사, 능동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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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 사에 대한 일반 인들 의 인 식도

<지도교수 이 혜 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선 현

I . 서 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 유지 장치 등의 발달로 과거보다 어떤 형태

로든지 생명 유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치료 및 회복이 불가능한 환

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존엄

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Death w ith dignity )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1 ,2

환자의 건강회복이 최대의 목적이며 결코 환자를 해롭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고... 환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의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자문에도 응하지 않을 것... 이라는 히포크라테

스의 선서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사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해주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제 의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윤리적 갈

등을 겪는다고 하였다.3 - 5 ,6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

중되고 있으나 아직도 찬반논쟁이 분분한 상태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보라

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7

2000년부터 뇌사를 법적인 사망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괸심이 다시 증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1975년 Karen Ann Quinlan 의 호흡기 제거 문제를 시발로

최근에는 수많은 안락사를 시행한 Dr . Kev orkian의 문제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7년 10월에는 Oregon 주에서 의사 보조 자살

(Phy sician assist ed suicide )이 합법화되었고 이 곳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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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의 안락사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발표된 바 있다.8 - 9

미국내의 다른 주에서도 의료인과 일반인들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 변화

를 추적한 연구도 발표되었고10 그 외에도 안락사에 대한 여러 연구가 발

표되었다.6 ,11 - 13

네덜란드에서는 최근까지 합법적이진 않았지만 왕립네덜란드 의사협회에

서 제안한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면책이 되어 왔었고14 마침내 2000년 11

월에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가 되었다. 호주에서는 1995년 북부지역에서 자발적인 안락사가 합법화되

었다.15

싱가포르에서는 의료인과 일반인들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조사

한 연구가16 있었고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의료인과 일반인, 변호사를 대상으

로 안락사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17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로는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18가 있었고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의식구

조를 조사한 연구19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들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의료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은 안락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다.

둘째,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는지 조사한다.

셋째, 일반인들의 인식도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안락사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를 근거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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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재료 및 방법

1 . 연구대상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일개 도시에 거주하

는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

였다. 모두 479개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중 기록이 미비한 56개를 제외

한 413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2 . 연구 방법

설문의 내용으로 일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경

제력, 교육정도, 직업 등)을 조사하여 안락사에 대한 태도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 대상이 본인일 경우와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일

경우의 허용 정도, 향후 안락사가 합법화 된 경우에 본인에 대한 허용 정

도,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에 대한 허용 정도 등)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또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과거에 보호자로서 안락사를 고려해 본 경우가 있었다면 그 환자의 질환

의 종류와 기간을 조사하였다.

안락사의 허용 정도는 치명적 약물 등을 직접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죽음

을 일으키는 것을 능동적 안락사로,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것을 수동적 안락사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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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계

통계 분석은 SA S 6.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기술 분석

을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Chi- squ are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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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결 과

1 . 인구사회 학적 특성

성별 분포는 남자가 247명 (59.8% ), 여자가 166명(40.2% )이었고 연령은 20

대와 30대가 각각 147명 (35.6% ), 115명 (27.8%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

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252명(61.0% )으로 미혼보다 많았다. 종교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은 274명(66.5% )이었고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212명

(51.3% ), 대졸미만이 201명(48.7% )이었다. 경제력은 가계의 월수입이

100- 300만원인 사람이 258명 (62.8% )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의 종류는 서비

스업이 139명 (34.1% )이 가장 많았고 가사 및 무직이 122명(29.9% ), 일반

사무직 종사자가 135명 (33.1% ), 노동직은 12명 (2.9% )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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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n=413) 빈 도 (%)

성별

남자 247 (59.8)

여자 166 (40.2)

나이(세)

<21 11 (2.7)

21- 30 147 (35.6)

31- 40 115 (27.8)

41- 50 72 (17.4)

51- 60 47 (11.4)

>60 21 (5.1)

결혼여부

미혼 161 (39.0)

기혼 252 (61.0)

종교

기독교 142 (34.5)

불교 75 (18.2)

카톨릭 57 (13.8)

무교 135 (32.8)

기타 4 (0.7)

교육정도

대학졸업이상 212 (51.3)

대학졸업미만 201 (48.7)

경제력(×만원/월)

상(>300) 110 (26.8)

중(100- 300) 259 (63.3)

하(< 100) 44 (10.9)

직업

일반사무직 135 (33.1)

노동직 12 (2.9)

서비스업 139 (34.1)

무직 및 가사 12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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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락사의 법 제화 필요성 여부와 허 용 범위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중 304명(73.6% )

이 찬성하였고 (표 2), 허용의 정도는 능동적인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 (37.8% ), 수동적인 안락사는 234명 (56.6% )이었다 (표 3).

표 2.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의 필요성

안락사 법제화 필요성 빈 도(% )

필요하다 304 (73.6)

필요하지 않다 109 (26.4)

전 체 413 (100.0)

표 3. 안락사의 허용 범위

안락사 허용 범위 빈 도(% )

능동적 안락사 156 (37.8)

수동적 안락사 234 (56.6)

무응답 23 (5.6)

전 체 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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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에 대한 안 락사의 허용 정도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P =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수동적 안락사는 경제력 (P =0.040)이 낮을

수록 더 많이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4 . 타인에 대한 안 락사의 허용 정도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남자 중 44.7% , 여자 중

22.9%가 허용한다고 하여 성별 (P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5

세 이상(P =0.001), 기혼자 (P =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 =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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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인에 대한 안락사의 허용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능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수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성별

남 139 (56.3) 108 (43.7)

여 89 (53.9) 0.640 57 (34.6) 0.062

나이(세)

<35 99 (63.2) 85 (40.9)

≥35 129 (47.6) 0.001 80 (39.2) 0.733

결혼여부

미혼 83 (51.6) 65 (40.4)

기혼 145 (57.8) 0.216 100 (39.8) 0.914

종교여부

있다 144 (52.8) 115 (42.1)

없다 84 (60.4) 0.138 50 (36.0) 0.228

교육정도

대학졸업이상 126 (59.4) 75 (35.4)

대학졸업미만 102 (51.0) 0.085 90 (45.0) 0.046

경제력(×만원/월)

상(>300) 66 (60.0) 34 (30.9)

중(100- 300) 140 (54.5) 108 (42.0)

하(< 100) 21 (48.8) 0.411 22 (51.2) 0.040

직업

일반사무직 80 (59.3) 55 (40.7)

노동직 6 (50.0) 6 (50.0)

서비스업 75 (52.8) 54 (38.0)

무직 및 가사 67 (54.5) 0.710 50 (4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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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타인에 대한 안락사의 허용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능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수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성별

남 110 (44.7) 56 (22.9)

여 38 (22.9) 0.001 48 (28.9) 0.016

나이(세)

<35 52 (25.0) 45 (21.7)

≥35 96 (47.1) 0.001 59 (28.9) 0.094

결혼여부

미혼 43 (26.7) 36 (22.5)

기혼 105 (41.8) 0.002 68 (27.0) 0.296

종교여부

있다 91 (33.2) 71 (26.1)

없다 57 (41.3) 0.106 33 (23.7) 0.602

교육정도

대학졸업이상 71 (33.7) 47 (22.2)

대학졸업미만 77 (38.3) 0.324 57 (28.6) 0.131

경제력(×만원/ 월)

상(>300) 32 (29.1) 20 (18.4)

중(100- 300) 103 (40.1) 71 (27.6)

하(< 100) 12 (27.9) 0.068 13 (30.2) 0.131

직업

일반사무직 47 (34.8) 25 (18.5)

노동직 4 (33.3) 0 ( 0.0)

서비스업 55 (39.0) 42 (29.6)

무직 및 가사 42 (33.9) 0.821 37 (3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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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락사가 합 법화되었을 경우 본 인에 대한 안락사의 허 용 정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정도는 능동적

인 안락사의 경우 나이(P =0.001)와 상관이 있었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P =0.022)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수동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35세

미만 (P =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기혼(P =0.001)일 경우에도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표 6).

6 . 안락사가 합 법화되었을 경우 타 인에 대한 안락사의 허 용 정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허용하겠다는 경

우는 남자중 49.0%가 허용한다고 하였고 여자 중에서 34.6%가 허용한다고

하여 성별(P =0.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5세 이상 (P =0.001)에서, 기

혼자에서도 (P =0.001) 더 많이 허용하겠다고 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

동적 안락사는 타인이 35세 미만 (P =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겠다고 하였

고 미혼자중 48.5% , 기혼자중 36.6%에서 허용의사를 나타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경제력이 낮은 사람 (P =0.037),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 (P =0.001)들

이 더 많이 허용하였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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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 대한 안락사의 허용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능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수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성별

남 150 (60.7) 126 (51.0)

여 91 (55.2) 0.260 86 (52.1) 0.825

나이(세)

<35 103 (49.5) 81 (38.9)

≥35 138 (67.6) 0.001 131 (64.2) 0.001

결혼여부

미혼 83 (51.6) 63 (39.3)

기혼 158 (63.0) 0.022 149 (59.4) 0.001

종교여부

있다 152 (55.7) 142 (52.0)

없다 89 (64.0) 0.104 70 (50.4) 0.751

교육정도

대학졸업이상 129 (60.9) 109 (51.4)

대학졸업미만 112 (56.0) 0.318 103 (51.5) 0.986

경제력(×만원/ 월)

상(>300) 69 (62.7) 54 (49.1)

중(100- 300) 150 (58.4) 140 (54.5)

하(< 100) 21 (48.8) 0.291 16 (37.2) 0.097

직업

일반사무직 83 (61.5) 65 (48.2)

노동직 7 (58.3) 8 (66.7)

서비스업 80 (56.3) 76 (53.5)

무직 및 가사 71 (57.7) 0.850 63 (51.2) 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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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타인에 대한 안락사의 허용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능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수동적 안락사

빈 도(%)
P값

성별

남 119 (49.0) 90 (36.7)

여 57 (34.6) 0.004 79 (47.9) 0.025

나이(세)

<35 61 (29.3) 101 (48.6)

≥35 115 (57.5) 0.001 68 (33.7) 0.002

결혼여부

미혼 50 (31.2) 78 (48.5)

기혼 126 (51.0) 0.001 91 (36.6) 0.017

종교여부

있다 108 (40.0) 108 (39.6)

없다 68 (49.3) 0.074 61 (44.5) 0.335

교육정도

대학졸업이상 88 (42.1) 75 (35.9)

대학졸업미만 88 (42.2) 0.666 94 (46.8) 0.025

경제력(×만원/ 월)

상(>300) 42 (38.5) 40 (36.4)

중(100- 300) 193 (46.9) 100 (39.2)

하(< 100) 14 (32.6) 0.115 29 (67.4) 0.001

직업

일반사무직 59 (43.7) 49 (36.3)

노동직 7 (58.3) 3 (25.0)

서비스업 60 (43.2) 58 (41.7)

무직 및 가사 50 (41.0) 0.711 59 (47.6) 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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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락사를 찬 성하는 이유 , 반대하 는 이유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통증 때문이다 ' (22.3% ),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 때문이다 ' (21.4% ),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 (19.3% ) 순이었고, 반대

하는 이유로는 `생명은 존엄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 (35.1% ), `비도덕적

이기 때문이다 ' (28.6% ), `기적 (희망)을 믿으므로 포기하지 않는다 ' (18.0% ),

`종교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다 ' (10.9% ), `불법이기 때문이다 ' (5.1% ) 순으

로 나타났다 (표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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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

이 유 빈 도* (% )

통증 때문이다. 119 (22.3)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 때문이다. 145 (21.4)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103 (19.3)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다. 84 (15.8)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72 (13.5)

통증 이외의 증상 때문이다. 41 (7.7)

전 체 533 (100.0)

*문항에 대해 중복 표시 가능하여 총 빈도수가 분석 대상의 수와 다를

수 있다.

표 9.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

이 유 빈 도* (% )

생명은 존엄하고 귀한 것이다 113 (35.1)

비도덕적이다 92 (28.6)

기적을 믿으므로 포기하지 않는다 58 (18.0)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35 (10.9)

불법이기 때문이다 24 (7.4)

전 체 322 (100.0)

*각 문항에 대해 중복 표시 가능하여 총 빈도수가 분석 대상의 수와 다

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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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족 중 안락사 를 고려했던 질환의 빈 도와 기간

가족, 친지중 소생 불가능한 환자가 있어 안락사를 고려 해 본 경우는 전

체응답자 413명중 151명 (36.8% )이었고 그 질환의 종류로는 말기 암이 43명

(28.5% ) 뇌졸중이 46명 (25.4%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사고후 뇌사상태와

노인성 치매 순이었다 (표 10).

그 질환들의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51명 중 42명(26.7% )으로 가장 많았고

2년이상에서 5년미만이 43명(22.0% ), 6개월 이상에서 1년미만이 32명

(21.3% )순이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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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안락사를 고려했던 질환의 빈도

질 환 빈 도(% )

말기암 43 (28.5)

뇌졸중 41(27.2)

사고후 뇌사상태 26 (17.2)

노인성 치매 18 (11.9)

식물인간 7(4.6)

그 외 질환 16 (10.6)

전 체 181(100.0)

표 11. 안락사를 고려했던 질환의 기간

기 간 빈 도(% )

6 개월 미만 41(26.7)

6 개월 이상- 1년미만 32(21.3)

1년이상- 2년미만 16(10.7)

2년이상- 년미만 33(22.0)

5년이상 29(19.3)

전체 1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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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안락사(euthanasia )란 헬라어 eu (좋은)와 thanat os (죽음)의 합성어

euthan at os에서 나온 말로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을 뜻한다. 웹스터 새

국제 사전에서는 안락사를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

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

위나 관행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만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수없이 고려되어지는 안락사를 정의하거나 분류하기에 부족하여 많은 어려

움이 있다.

논의되어지는 안락사의 유형에는 환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로 구별할 수 있고20 죽음을 야기한

수단의 직접성 혹은 간접성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act iv e/ pa ssiv e euthan asia )로 구분할 수 있다.2 1 같은 의미로 능동적/ 수동

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능동적 안락사는 생명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것 등이 포함되고 수동적 안락사는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놔두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분류

로 행위자의 행위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 간접적 원인인지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 안락사로 구별할 수 있다.22 - 23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안

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73.6%이었고 국내의 전문의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76%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 1994년 Oregon 주에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0%가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자발적인 안락사가 10

여년 전부터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 왔고 1984년 왕립 네덜란드 의사 협회

에서 제안한 기준을 따르면 면책이 되어 왔으나14 2000년 11월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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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1995년 5월 25일에 북부 지역에서 자발적인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다.15 이렇게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법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추세로 생각되지만 암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 의대생,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고슬라비아의 한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안락사

에 반대하였고17 미국의 의사, 암환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60%이상이 안락사에 반대하였다.6 이렇게 현재까지 안락사에 대

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상태로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제화 등, 사회적 및 국가적 기준을 나름대

로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진 않았지만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 주로 연령이 영향을 주었고 성별, 결혼 유무, 교육정도, 경제력도

경우에 따라 안락사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연령, 직업, 교육

등)는 없었고24 Brim 등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과 연령을 들고 있다.2 5 Lest er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

한 논문에서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하된다고 하였다.26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일관성 있게 영

향을 주지 못한 이유로는 분석 대상의 연령이 대체로 20- 30대에 속하는 젊

은 층으로 교육 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사람은 35세 이상에서 많

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해 젊은 연령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

봤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본 연구에서 타인에게 안

락사를 시행할 경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생긴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임종기 환자의 치료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불안할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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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감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2 7 최 등이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안락사를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대상이 의료인일 경우 Oregon주에서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교육수준

이나 의료보험 적용 범위와 연관이 없었고 안락사 시행 여부 결정에 중요

한 영향력을 주는 요소로써 전문의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임상정보에 비중

을 두었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삶의 질의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9 ,29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안락사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안락사에 반대했다.30

본인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사람은 타인에게 하겠다는 사람보다 많

았고 이는 법제화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시행한다는 빈도는 더 증가

되었다. Alb erta Euthan asia Surv ey 11에서도 연구대상이 의료인이라는 차이

는 있지만 가족보다는 본인에게 안락사를 더 시행하겠다는 의견은 공통적

이었다.

본 논문에서 사람들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통증 때문이다 ' ,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 `가족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 , `경제

적 부담감 때문이다 ' , `존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증상 때문이다 ' 순이었고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다 ' ,

`비도덕적이다 ' , `기적 (희망)을 믿는다 ' , `비종교적이다 ' , `불법이다 '의 순이

었다. 외국의 경우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로는 삶의 불편함,

짐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 존엄성 상실, 증상에 대한 공포, 등이 있고

12 - 13 ,2 9 ,3 1 의료인에게 있어서 안락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로는 환자의

희망, 가족의 의견, 환자의 예후, 말기질환 및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험 등

이 있었다.30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안락사의 이유 중 대부분이 통증 때문일 경우

완화의학이 고통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13 일차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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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여 조절해 줄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빈

도를 차지한 통증의 부분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안락사에

대한 많은 논란중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에서는 고통을 경감시키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완화의학과 안락사간에는 상응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말

기 환자의 치료중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완화의학이 충분

히 환자의 고통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그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16 , 유고슬라비아의 연구에서는 고통을 줄이고 호스피

스 운동을 더 활발히 전개시키는 것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라고 하였다17 .

환자가 보호자에게 안락사를 요구하는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62.5% , 수

동적 안락사는 70.0%에서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보호자 대부분이 환

자의 결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나 안락사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학 전문의와 종양내과 전문의가 이러한 가장 많은 요청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고12 다른 연구에서는 일차진료의에게 가장 많은 요청을

한다고 하였다.13 국내의 경우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에서 말기 환자들의 진

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치의 제도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아직 일차 진료

의사들에게 이러한 요청이 많지 않지만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주치의 제도

가 확립이 되는 등 제도적인 여건이 주어진다면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

정의에게도 많은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의들은 일

반인들의 생각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가 더욱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락사에 대해서 의료인들조차도 아직 개념과 판단 기

준이 모호한 상태이므로 병원 내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락사

윤리위원회 같은 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23 ,33 지속적인 학술

적 연구와 더불어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내용들의 합의와 지침이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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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 지역이 제한적이며 대상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 층이므로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욱 구

체적인 연구로는 안락사를 직접 고려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행

유무에 실제적인 연향을 주었던 인자가 무었이었는지 조사할 수 있겠고,

실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완

화의학이 안락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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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안락사

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 중 70% 이상이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

고 안락사의 허용정도는 능동적 안락사보다 수동적 안락사에서 더 많은 허

용이 있었고 안락사의 인식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각 항목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나이,

결혼 여부, 경제력 등이었다. 안락사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이유는 통증때

문이었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은 존엄하고 귀하기 때문이라고 답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며 이

에 관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들 중 통증에 관한 부분을 완화의학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면 이로 인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담당하는 일차 진료의나 완화의학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추후에 안락사와 호스피스 또는 완화

의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 지역이 한정적이고 연령이 20- 30대가 많아

모든 일반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추후 진행될 연

구에서는 위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법제화나 그

외 제도적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 25 -



참 고 문 헌

1. Jack son D. an d Young er . P atient Aut onomy an d Death w ith dignity .

T he New Englan d Journal of M edicine 1979;301(8):404- 408.

2. M erkin L . Problem s of "Dyin g w ith dignity ". New York St ate Journ al

of M edicin e 1979;79:101- 106.

3. Graber MA , Levy B , W eir R , Opplig er R . P at ient ' s v iew s about

phy sician participat ion as sisted suicide an d euthan asia . J Gen Int ern

M ed 1996;11(2):71- 76.

4. An der son JG, Caddel DP . A tt itu des of m edical professionals t ow ard

euthan asia . S oc . S ci. M ed 1993;37 (1):105- 114.

5. Lee JS . M edical eth ics an d m edical law s . Korean J of M edicine

1998;55 (4):452- 473.

6. Suarez- Alm azor ME , Bilzile M , Bru era E . Euthan asia and

phy sician - as sisted suicide : a com parat iv e surv ey of phy sician s ,

t erm in ally ill cancer patient s , an d the g eneral populat ion . Journ al of

clinical oncology 1997;15(2):418- 127.

7. S ong W K , Lee JH , Bae KW , Lee SY , Kim YJ . T he differ ences of

opinion on Boram ae in cident b etw een phy sician s and com m om people. J

of the Korean academ y of fam ily m edicine 1999;20(10):1224- 1231.

8. Sulliv an AD , H ederb erg K , F lem in g DW . Legalized phy sician - as sist ed

suicide in Oreg on - the second y ear . NEJM 2000:342(8):598- 604.

9. Chin AE , Hedberg K , Higgin son G, F lem in g DW . Legalized

P hy sician - assisted suicide in Oreg on - T he fir st y ear ' s ex perien ce. N

Engl J M ed 1999;340(7):577- 583.

10. W olfe J , F air clough DL, Clarr idg e BR , Daniels ER, Em anuel EJ .

St ability of att itu des reg arding phy sician - assist ed suicide and euth ana sia

- 26 -



am ong on cology pat ient s , phy sician , an d the g en eral public. Journal of

Clin ical On cology 1999;17 (4):1274- 1280.

11. Kin sella T D, Verh oef MJ . Phy sician s Opinion s About the M ortality

and Leg alizat ion of A ctiv e Euthan asia . Can M ed A s soc J

1993;148(11):1921- 1926.

12. M eier DE , Em m on s CA , W allen st ein S , Quill T , M orrison RS ,

Cas sel CK . A N ational surv ey of phy sician - as sisted suicide an d

euthan asia in th e United St at es . N En gl J M ed 1998;338 (17):1193- 1201.

13. Back AL, W allace JI, Str ak s HE , P earlm an RA . Phy sician - assist ed

Suicide and Euth anasia in W ashington St at e. JAMA

1996;275(12):919- 925.

14. H eiden H . Rutenfran s C, Zylicz Z. Phy sician - assist ed Suicide and

Euthan asia in Netherlands . JAMA 1997;277 (21):1720- 1722.

15. Ry an CJ , Kay e M . Euthan asia in Au str alia - T he North ern t errit ory

right s of the t erm in ally ill A ct . N Engl J M ed 1996;334 (5):326- 328.

16. Low PA , P an g W S . Is euthanasia com pat ib le w ith palliat iv e care?

Sing apore M edical Journ al 1999;40(5):365- 370.

17. Radulovic S , M oj silovic S . Attitudes of on cologist s , family doct or s ,

m edical student s and law y er s t o euthan asia . Support iv e care in cancer

1998;6 (4):410- 415.

18. N am MY , Lee S C, S eh YS , Kim DH , Shin DH . Attitudes of

phy sician s t ow ard pa ssiv e euthan asia . J of the Korean academ y of

fam ily m edicine 1995;16(21):874- 879.

19. 강봉규. 의대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 월간 중앙;1975:8.

20.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1991.

21. Rach els . J . A ctiv e and P a ssiv e Euthan asia . M ay L (ed ). Applied

E thics . New Jer sey : Prent ice Hall;1994:491- 495.

- 27 -



22. S ohn M S , Kim SD, Kim SY . Com parat iv e an aly sis on the ethical

guidelines on euthan asia . Korean J M ed Ethics Edu c 2000;3 (1):113- 134.

23. Kim SD, S ohn M S . Euthan asia : it s defin it ion , clas sification , and

eth ical ju stificat ion . J Korean Bioeth ics A ssoc 2000;1:57- 75.

24. Suh MJ , Lee ES , Kim DS . An ex plorat ory study of fact or s affect in g

att itu des tow ard euthan asia . New m edical journal 1982;25 (7):97- 108.

25. Brim . F . Cebin , S cotch . T he Dying P at ient . Ru ssel S age

F oundat ion (NY );1970

26. Lester . D. Att itudes of nur sing Student s and Nur sing F aculty

t ow ard Death . Nur sin g Research 1974;74:50- 52.

27. Shim JY , Choi YS , Kang YJ , Ch o H S , Cho H S . Attitude of cancer

pat ient s , th eirprim ary care giv er s an d doct or s t ow ard end - of - life care. J

of the Korean academ y of fam ily m edicine 2000:21(4):489- 497.

28. Choi YS , Shin JM , Lee YM , Lee T H , Hong MH , Kim JS et al. the

colleg e stu dent s ' att itu de t ow ard t erm in al care an d euth anasia . the

Korean J of hospice an d palliativ e care 1999;2(1)16- 22.

29. Caralis PV , Ham m ond JS . Attitu des of m edical student s , hou sest aff,

and faculty phy sician s tow ard euthanasia and t erm in at ion of

life - su st aining tr eatm ent . Crit ical Care M edicine 1992;20(5):683- 690.

30. V erhoef MJ , v an der W al G. Euthan asia in fam ily practice in th e

N etherlands . T ow ard a bet t er un der stan din g . Can adian family phy sician

1997;43:231- 237.

31. Lav ery JV , Dickin s BM , Boyle JM , Sing er PA . Bioeth ics for

clinician s : Euthan asia an d as sisted suicide . Can M ed A ssoc J

1997;156(10):1405- 1408.

32. Hong YS , Yeom CH , Lee KS . Euthanasia . th e Korean J of h ospice

and palliativ e care 1999;2(1)1- 6.

- 28 -



33. S ass , H an s - M artin . A dv an ce Directiv es . Ency clopedia of applied

E thics . v ol 3. (NY ): A cademic Press ;1998 (41)

- 29 -



Abs t r ac t

Gene ral popul at i on ' s v i ew on eut hanas i a

Sun Hyun Ki m

B rain K orea 21 P roj ect f or M edical S ciences

T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ected by Professor Hye Ree Lee)

B ack g rou n d : T h e concern s on euth ana sia , am on g th e v ariou s life

eth ic problem s raised according as the m edical t echn ology h as been

dev eloped recently , is gett in g high . T hu s , the g en eral public tends t o

h av e m ore liberal opinion . T h ey hav e det ail r esearch dat a an d real

pract ices in US , Europe an d Au str alia , but w e lack of studies in the

country . T his stu dy is undert aken ow in g to the need of studies on th e

recognition of euth anasia am ong the public becau se the ex isting studies

h av e been focu sed on th e m edical staff .

M eth od s : Surv ey 413 people the ag e of 17 or m ore, from M ay t o

July 2000. T estify the dat a on the v ariat ion of dem ography an d the

recognition of euthan asia by u sin g SA S 6.12, the statist ic program .

R e s u lt s :

1. 304 people (73.6% ) think that euthanasia sh ould b e legislat ed , 156

people (37.8% ) perm it euthan asia t o the rage of v oluntary on e, and 234

people (56.6% ) permit passiv e euthan a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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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 hen the subject of v olunt ary euthan asia is the respondent of

him self , m ore people w h ose age is 35 or m ore (P =0.001) r esponded that

they w ill undert ake euth anasia . An d, r elated t o th e passiv e euthan asia ,

one ' s educat ion al back ground (P =0.046) and econ om ic pow er (P =0.040)

arr an gem ent show m eaningful differ ences .

3. W h en the subject of v oluntary euth anasia is th e respondent of other

people, m ore people w hose age is 35 or m ore than 35 (P =0.001), w hose

sex is m ale (P =0.001), and m arried people (P =0.002) w ere allow ing the

m att er .

F or the subject of pas siv e euth ana sia , surv ey part icipant ' s

occupat ion (P =0.016) creat ed m eaningful differ ence.

4. M ore people w hose age is 35 or m ore than 35 respon ded th at they

w ant v olunt ary euth anasia for th em selv es (P =0.001), an d in th e case

euthan asia is legislat ed , m arital statu s (P =0.002) also show s m eanin gful

differ en ce. P as siv e euth anasia is permit ted by the m ore people w hose

age is les s than 35 for r espondent s other people (P =0.001), m arit al statu s

show m eaningful differ ence in ca se for r espondent him self .

5. In the case euthan asia is legislat ed, m ore people w hose age is 35 or

m ore th an 35 (P =0.001), sex is m ale (P =0.004) an d m ore m arried

people (P =0.001) r espon se that they w ant v oluntary euthan asia for other

people. A nd, age (P =0.002), sex (P =0.017), education (P =0.025) and econ om ic

pow er (P =0.001) show m eaningful difference for case the subject of

passiv e euthan asia .

Con c lu s ion s : M ost of g eneral public responded that the legislat ion on

euthan asia is r equired; and, age, edu cat ion an d econ om ic pow er seem t o

h av e an influ en ce on their decision s on euth anasia . Not only su ch a

stu dy of dem ographic an d sociological corr elat ion ; but , v ariou s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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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a on th e legislat ion of euthan asia are need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ey w ords : euth anasia , act iv e euthanasia , pas siv e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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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김선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견해에 관한 논문을 위한 자료입니

다.

이 논문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안락사에 관한 올바른 법이 제정되고 의료진

과 일반인에게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중 해당되는 칸에 O 표 하세요.

1. 안락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안락사에 대해 들었다면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1) T V , 라디오 2) 신문,잡지 3) 인터넷 4) 의료진

5) 아는 사람 6) 그 외

3. 사람의 안락사를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 가족이나 친척 중에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위 4 번에서 경험이 있었다면 그 환자 분의 질병은 무엇이었습니까?

1) 말기암 2) 노인성 치매 3) 사고 후 뇌사상태 4) 뇌졸중

5) 심부전증 6) 신부전증 7) 만성 폐질환 8) 결핵 9) AIDS

10) 식물인간 11) 기타

6. 위 5번에서 경험이 있었다면 그 환자 분이 그 질병으로 고생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1) 6 개월이내 2) 6개월- 1년 3) 1년- 2년 4) 2년- 5년 5) 5년 이상

질 문 (7- 10) 예 아니오

7. 만약 현재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현대 의학으로는 소생 불가능

한 환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당신이 유일한 보호자라면 적극적인 처치(항암제, 기도 삽

관, 강심제 투여, 인공 호흡기등,,,)를 시행하시겠습니까?

7- 1. 위 문제의 상황에서 만약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시겠습니까?
8. 만약 현재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현대 의학으로는 소생 불가능

한 환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당신이 유일한 보호자라면 약물 투여 등 인위적으로 생명

을 단축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8- 1. 위의 문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약물

투여 등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9. 만약 현재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현대 의학으로는 소생 불가능

한 환자가 있고 당신이 유일한 보호자인 상황에서 환자가 기관

내 삽관등, 인공호흡기, 강심제등 적극적인 처치를 원하지 않는

다면(수동적 안락사) 들어주시겠습니까?

10. 만약 현재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현대 의학으로는 소생 불가

능한 환자가 있고 당신이 유일한 보호자인 상황에서 환자가 약

물주사 등으로 능동적인 안락사를 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면 들어

주시겠습니까?



질 문 (11- 12) 예 아니오

11. 당신이 만약 소생 불가능한 환자라고 가정한다면 적극적인

처치(항암제, 기도삽관, 강심제 투여, 인공호흡기등,,,)를 계속 원

하시겠습니까?

11- 1 위 문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적극적

인 처치를 원하시겠습니까?

12. 당신이 만약 소생 불가능한 환자라고 가정한다면 약물 투여

등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12- 1. 위 문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약물

투여 등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13.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14.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용량의 약물 투여 등 능동적인 안락사

2)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정도의 수동적 안락사

15. 사람들이나 당신이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통증

2) 통증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증상

3) 경제적 부담

4)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5) 인간 존엄성의 상실

6)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

7) 기타



16. 안락사를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표시 할 수 있슴)

1) 비도덕적이다.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2) 종교적으로 옳지 않다.

3 ) 종교와 상관없이 생명은 존엄하고 귀하기 때문에

4) 소생할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기적, 희망)

5) 불법이므로

6) 기타

17. 안락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1) 환자 2) 가족 3) 의사 4) 기타

* 일 반 적 인 인 적 사 항 입 니다 . 연 구 목 적 이 외 에 는 사용 되 지 않 습니 다 .

해 당 번호 에 O 표 해 주십 시 오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 )세

3. 결혼 상태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별거 5) 기타 ( )

4. 자녀 유무 1) 있다. 2) 없다

5. 종교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없다 5) 기타 ( )

6. 출생지

1) 서울경기 2) 충청도 3) 전라도 4) 경상도 5) 강원도 6) 제주도

7) 이북 8) 해외

7. 거주지

1) 서울특별시 2) 광역시 3) 일반시 지역 4) 군 단위 지역 5) 읍, 면 단

위 지역 이하



8. 교육정도

1) 대학원졸 2) 대학졸 3) 고졸 4) 중졸 5) 국졸이하

9. 경제력(총 가족의 월 소득)

1) 하 (100만원 이하) 2) 중 (100- 300 만원) 3) 상 (300만원 이상)

10. 직업

1)무직, 2)학생, 3 )컴퓨터/ 인터넷, 4)언론, 5 )공무원, 6 )군인,

7 )서어비스업, 8)교육, 9 )금융/ 증권/ 보험업, 10)유통업, 11)예술,

12)의료, 13)법률, 14)건설업, 15)제조업, 16)부동산업, 17)운송업,

18)농/ 수/ 임/ 광산업, 19)가사, 20)일용직 근로자 21)종교인

11.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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