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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의 가족중심 문화를

고려하여 가족 간 논의에 기반한 연명의료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을 확인하고, 논의 의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서울시 소재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0명을 모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Hong et al.(2019)이 계획된 행동이론 질문지(Ajzen,

2006)를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도구 중 태도, 주관적 규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지각된 장애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60명으로 주로 여성이었으며(115명, 71.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50.06±5.51세였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대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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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으며(128명, 80%),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61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과반수이상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82명, 51.2%), 앓고 있는 질환이 없었다(100명,

62.5%).

2. 대상자의 대다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138명,

86.3%), 실제로 작성한 대상자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37명, 23.1%).

대부분의 참여자는 가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논의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150명, 93.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로는

‘만 65세 이하’ 응답이 가장 많았다(100명, 62.5%).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촉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은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 ‘대국민 홍보’, ‘가족 상담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며

(8.93±1.26점, 총점 10점), 주변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 수준도 비교적 높았다(3.19±0.45점, 총점 4점). 한편,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는 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으며(2.02±0.44점, 총점

4점), 하부 요인영별로 관계적 요인이 2.39±0.66점으로 가장 높은

장애요인이었고, 개인적 요인(1.90±0.59점), 지식적 요인 (1.76±0.59점)은

비교적 낮았다. 이는 한국의 가족중심 의사결정 문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 논의 의도가 있는 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z=-4.218, p<.001), 주변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z=-2.101, p=.036), 장애요인을 적게 지각하고 있었다(z=-2.463,

p=.01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최종 확인한 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태도점수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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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때마다 논의 의도의 오즈비가 4.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4.242, CI=1.920~9.373).

따라서 중년 성인들의 논의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중년 성인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족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핵심어: 중년, 사전의료계획, 연명의료결정 논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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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발전으로 인위적인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무

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

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2018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따른 법』(이하 연명의

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며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18년 말

86,691명에서 2020년 7월 현재 673,46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으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이행은 2.4%이나, 환자 가족의 진술이

나 의사확인을 통한 이행은 65%로 가족에 의한 연명치료유지 여부 결정 사례

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0). 이러한 결과는 임종

단계 시 연명의료 결정에 본인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 및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은 개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다(Rietjens et al., 2017; Sudore et al., 20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

전의료계획의 한 과정으로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

하는데(American cancer society, 2020), 이는 생애 말 돌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비 절감 효과도 보고되었다(Brinkman-Stoppelenburg,

Rietjens, & Van der Heide, 2014; Dixon, Matosevic, & Knapp, 2015). 또한

환자의 선호도, 요구, 가치를 존중하는 환자중심케어의 주요 속성과도 연결되

며(Morgan, Yoder, 2012),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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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 말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

를 갖는다.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철학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결정

은 각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상목, 2007).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을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

한 특성을 연명의료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상목, 2009). 특히 한국의 경

우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가족중심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은 실정이다(권복규 et al., 2010). 또한

환자와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와 견해의 차이가 있어(권복규 et al.,

2010; Hwang, Yang, & Jeong, 2018),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가치충돌과 혼란

을 경험하게 된다. 한 연구에서는 연명의료 및 생애 말 돌봄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충분히 논의할 경우 환자의 건강성과를 향상시키며(Van Scoy, Green,

Reading, Scott, Chuang, & Levi, 2017),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스트레

스,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Detering, Hancock, Reade &

Silvester, 2010; Fried, O’Leary, 2008). 따라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아시아인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타 인종에 비해 높

은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arr, 2012). 또한 논의 시점과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에게 절망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은 가족 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장벽으로 작용

한다(Ng, Chan, Chian, & Lim, 2013). 게다가 한국은 완화의료의 선택을 치료

포기로 인식하고(Kwak, Salmon, 2007),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를 언

급 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 금기가 존재하는 실정(한영란, 김인홍, 2008)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애 말 치료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

중 70%가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는데(Shilveira, Kim, & L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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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는 임종단계에 접어들기 전부터 자신의 향후 치료 선호에 대한 의사

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중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노

화가 시작되는 노년기 직전의 단계로 죽음의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다(이정인,

2012).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등록자 역시 40대 이상에서부터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국립연명의료기

관, 2020). 따라서 중년기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

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포함해 가족, 의료진과의 논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Hong, Casado, & Lee, 2019; Van Scoy et al.,

2017), 국내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다수였

으며(고지운, 2013; 김신미, 김기숙, 이인숙, & 김순이, 2013; 김명숙, 강문희,

& 김연옥, 20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가족 간 논의 관련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암 환자(강지수, 김현옥, 2020), 노인(김명숙 et al,

2018; 이민혜, 박연환, 2015), 혈액투석 환자(정선애, 박경연, 2017), 의료인(박

은희, 김남영, 2018; 장난순, 박해숙, 김미라, 이주연, 조여원, 김경미, & 손연

정, 2018) 등 연명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이러한 실정은 건강한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문서화뿐만 아닌 논의 과정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중년 성인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의 수준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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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 수준을 파악하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

애에 따른 의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다.

3. 용어의 정의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론적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란 대상자가 향후 임

종단계 시 받게 될 의학적 치료에 대한 선호와 가치, 치료의 목표를 문서화

한 것으로, 생전 유언장(Living will), 대리인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American Cancer Societ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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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이론적 정의: 태도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는 Hong

et al.(2019)이 지역사회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의료계획 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계획된 행동이론 질문지(Ajzen, 2006)

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이론적 정의: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

는 사회적 압력을 개인이 지각한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

의 특정 행동에 대해 관여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

(Ajzen, 199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Hong et al.(2019)이 지역사회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의료계획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계획된 행동이론

질문지(Ajzen, 2006)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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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

이론적 정의: 지각된 장애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 할 때 개인적, 사회

적, 환경적, 경제적 장애 수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Glasgow,

2008).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

는 선행문헌(Park et al., 2019; Schickedanz, Schillinger, Landefeld, Knight,

Williams, & Sudore, 2009)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애요인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의도

이론적 정의: 의도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지각된 또는 주관적 가능성이자

개인의 의사로, 개인이 행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의도는 대상자

가 가족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의를 수행할 의향의 유무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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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의 각 변수들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사전의료계획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은 대상자가 향후 받게 될 의학적 치

료에 대한 선호와 가치, 치료의 목표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의료진과 함께 논

의하는 과정이다(Rietjens et al., 2017; Sudore et al., 2017). 1990년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제정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사전의료계획의 목표는 환자의 선호와 일치하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Greco,

Schulman, Lavizzo-Mourey, & Hansen-Flaschen, 1991). 그 중 개인의 치료

선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건

강상태나 사회적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

황적 변화는 치료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Vearrier, 2016).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의료

계획의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Gillick, 2004). 그렇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고려한 과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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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계획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Sudore, Fried, 201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에 따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호도, 요구, 가치를 존중

하는 환자중심간호(Morgan, Yoder, 2012)의 구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생애 말 돌봄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숙련된 간호사의 개입과 심도 있는 토론,

지속적인 교육이 포함된 사전연명의료계획 수립 역시 강조되고 있다(Jeong.,

Higgins, & McMillan, 2010). 이렇듯 환자중심을 지향하는 생애 말 돌봄의 질

을 향상시킨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Bischoff, Sudore, Miao, Boscardin, &

Smith, 2013)의 간호학적 중요성은 다시금 강조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은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호스피스 선택을 촉진하며,

생애 말 돌봄의 질을 향상시킨다(Bischoff et al., 2013). 또한 환자와 가족 간

의 의사결정 대립을 감소시키고, 의사결정 일치율을 높이며(Chan et al.,

2018), 가족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논의는 환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Detering et al., 2010; Fried, O’Leary, 2008).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이에 대한 논의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 했는데,

일반적인 병원 이용 감소와 함께 의료비용의 절감을 나타냈다(Dixon et al.,

2015). 이러한 근거에 기반해 미국 Medicare에서는 사전연명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진 상담에 대한 지불 보상 제도를 마련하였다(Pope, 2015). 무엇보다

사전의료계획은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

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허대석, 2009).



- 9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중요성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철학적 배경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가족과

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명의료윤리는 각 사회 고유의 문화적 배

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서양과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은 관

계적 존재이자 가족은 환자와 동일하게 연명치료 결정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사전연명의료 의사

결정과정이 요구된다(이상목, 2007; 이상목, 2009). 특히 한국인의 경우 의료적

의사결정은 가족과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며(권복규 et al., 2010),

임종치료 관련 결정에서 가족중심 의사결정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Lee et al., 2013). 또한 임종단계 시 환자에 비해 가족의 경우 연명치

료의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환자와 가족 간의 의견 차

이가 존재하였다(권복규 et al., 2010; Hwang et al., 2018). 이러한 상황은 환

자와 가족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의미 없

는 연명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Jo, An, & Han, 2012).

반면 가족 구성원과의 상의를 진행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8). 아울러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

소통이 연명의료중단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논의경험이

있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선택 의향이 낮았다(Jo et al., 2012; Hwang et

al., 2018). 국외 연구에서도 가족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실제 환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Ditto et al., 2001). 연명의료 및 생애 말 돌봄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충분히

논의할 경우 환자의 건강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Van



- 10 -

Scoy et al., 20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강

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화나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 임종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Ali,

Capel, Jones, & Gazi, 2019; Institute of Medicine, 2014). 한국의 경우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이 많은 빈도로 관찰되었으며(Lee

et al., 2013), 이러한 결정에 따른 후회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김수현, 2018). 또한 미국에서 진행된 The Conversation Project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자신의 생애 말 돌봄에 대해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대화를 실천한 경우는 30% 미만에 그쳤다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2018). 더 나아가 실제 연명의료결정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임종이 임박하거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다(Prince-Paul, DiFranco, 2017).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기에 충분히 건강한 상태일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논

의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Landefeld, Incze, 2020).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구에서의 건강행동이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포함하는 사전의료계획 연구에 건강행동이론을

접목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완료율 향상

을 위해 환자의 행동변화 단계에 따른 중재를 제언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연구 수행 시 건강행동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amsaroop, Reid, & Adelman, 2007). 대표적 건강행동이론에는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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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 등이 있는데(Redding, Rossi, Rossi, Velicer, & Prochaska, 2000),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구에서는 범이론적 모형과 계획된 행동이론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범이론적 모형은 개인이 건강행위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는가에 대

한 행위 변화의 원칙과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Prochaska, Redding, &

Evers, 2015), 계획 전, 계획, 준비, 행동, 유지 5단계로 행위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최종 결과로 보지 않고 반복적인 논의와

숙고를 통한 최종 이행으로의 과정으로 보는 정의와 연결된다. 주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는 중재연구들의 이론적 기틀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Lum et al., 2020; Pearlman, Starks, Cain, & Cole, 2005).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회심리학자인 Ajzen과 Fishbein이 개발한 합리적 행위

이론을 확대, 수정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에 대한 의도를 행동 수행 준비의 인지적 표현이자 인간 행동의 주

요 결정요인으로 제시하며,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

동 통제 세 요인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도를 파악하는 조사연구에서 이론적 기틀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Byon, Hinderer, & Alexander, 2017; Hong et al., 2019;

Kermel Schiffman, Werner, 2020). 특히 두 연구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는데(Byon, Hinderer, & Alexander, 2017; Hong et al., 2019), 계획된

행동이론 적용 이유는 동양 문화권의 죽음 언급을 금기시 하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은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논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한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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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요인을 확인하

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수입, 건강

상태 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다. 특히 연령은 여러 연구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요양원 입소

자 1,133명의 사전의료계획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eynolds, Hanson, Henderson, &

Steinhauser, 2008), 한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평균 14세정도 많았다(Dow, Matsuyama,

Ramakrishnan, Kuhn, Lamont, Lyckholm, & Smith, 2010). 우리나라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의 연령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연령에서

사전의료계획 수립에 많이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0). 또한 여성의 경우, 종교가 있을수록,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질병과 예후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나 논의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ey, Wenger, & Sarkisian, 2010; Rurup,

Onwuteaka-Philipsen, van der Heide, van der Wal, & Deeg, 2006; Wagner,

Riopelle, Steckart, Lorenz, & Rosenfeld, 2010). 그 중 사회경제적 요인인 교

육,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한다.

문화적 요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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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연구에서는 백인이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 사전의료계획 수용 가능성이 높

았으며, 사회문화적 맥락과 종교,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 등을 주요 요인

으로 보았다(McDermott, Selman, 2018). 또한 다인종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관련 논의 수행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다른 인종에 비해 아시아

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높았으나, 논의 수행은 낮은 것으로 밝

혀졌다(Carr, 2012).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

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o & Berkman(2010)은 연명치료

의 선호에 대해 자녀와 논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부정적 경험

을 하는데, 이는 한국의 효 사상과 함께 자녀가 부모들을 죽음이라는 부정적

주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동으로 설명한다. 또 다른 한국의 문화적 특

성으로는 완화의료의 선택을 치료 포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Kwak, Salmon, 2007). 이렇듯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 및 논의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 수행이 요구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에 대해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는 행

동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도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지각된 또는

주관적 가능성이자 개인의 의사로, 개인이 행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설명한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사

전의료계획 참여 및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Hong et

al., 2019; Kermel Schiffman, Werner, 2020)에서는 환자 가족에서 주관적 규

범과 예견된 후회가 높을수록 사전의료계획 논의 의도가 더 높았으나, 돌봄

부담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특정질환에 대한 지식, 사전의료



- 14 -

계획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이 논의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었다. 또한 중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노인과 성인의 사전의료계획 논의

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 통제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군에서

모두 높은 논의 의도와 태도, 낮은 주관적 규범을 보였다(Byon et al., 2017).

하지만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인

식된 행동 통제는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인식된 행동 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력

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장애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

전의료의향서 작성과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추가적으로 문헌고찰

한 결과, 개인적 요인(심리적 불편감, 젊고 건강한 상태), 관계적 요인(가족에

게 부담 가중, 관계 악화), 정보적 요구(지식 부족, 작성 시 도움 필요)로 장애

요인이 구성됨을 확인하였다(Schickedanz et al., 2009).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지식부족,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 논의를 수행할 적절한 기회 부족 등

이 주요 장애요인이었으며, 문화적 민감성 역시 영향을 미쳤다(Buiar, Goldim,

2019; Byon et al., 2017). 또한 한국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의 장벽을 조사한 결과, 임종에 대한 준비의 심리적 불편함이 가

장 높았으며, 실제 임종상황 시 의향의 변화 가능성, 자신의 의향 반영 여부

불확실, 가족에게 위임, 지식 부족 순으로 밝혀졌다(Park et al., 2019).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상태, 종교, 문화적 특성 등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하지만 국내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

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논의 의도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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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 및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사회심리학자인 Ajzen과 Fishbein이 개

발한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대, 수정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들을 이해하고 예

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 수행 준비의 인지적 표현이자 인간 행동의 주

요 결정 요인으로서 의도는 특정행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동기이다.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 세 요인을 통해 예측 가능하

다(Figure 1).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정

도를,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인식한 수준을 의미하는데 개

인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사회적 압력 수준이 높으면 행동 의도가 높은 수준

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력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이 인식하는 장애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Ajzen, 1991).

Figure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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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이 활용되고

있었다(Byon et al., 2017; Hong et al., 2019; Kermel Schiffman, Werner,

2020). 하지만 관련 선행 연구 결과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유의미했으나,

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인식된 행동 통제는 사전의료계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ong et al., 2019; Kermel Schiffman,

Werner, 2020). 따라서 인식된 행동통제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삭제하

였다. 그 대신 인식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지각된 장애를 추가하

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장벽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최종 구축하였다(Figure 2).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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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 수준을 확인하고,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논의 의도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 40세 이상 65

세 미만 지역사회 거주 성인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지역사회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2)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4)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거나, 임종과정에 있지 아니한 자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연구 대상자 표본 수는 자료수집 장소의 일평균 내원객 현황과 G 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해당 의료기관의 일평균 내원환자는

2020년 기준 80명이며,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는 약 45%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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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중 70%가 설문조사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 당 23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7주 동안 주1회 방문하여 조사할 경우

161명이 모집가능하다. 또한 G 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기 위해 제1종 오류 α=.05, 검정력 80%, Odds Ratio 1.7,

R2 0.15로 고려했을 때 최소 132명이 산출되었다. 위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대

상자는 최종 160명을 모집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및 결측 설문지는 없어, 최종

적으로 1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관련요인

을 파악하고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과

함께 주요 변수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관련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를 선정하였다. 주요 변수는 Hong et al.(2019)이 지역사회 거주 성

인을 대상으로 사전의료계획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 질문지(Ajzen, 2006)를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장

애는 선행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장애 요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정 및 개발한 도구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

과 전문의 2인, 주요연구 분야가 연명의료인 간호학과 교수 3인, 완화의료센터

관리자 1인의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검토하였다. 내용타당도

는 태도 도구 0.92, 주관적 규범 도구 0.94, 지각된 장애 0.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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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

혼여부, 동거 가족,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 질환 유무를 포함하였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 가족 또는 지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 가

족 또는 지인 작성 여부는 예/아니오로 구분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적절한 시기는 사망위험이 있는 수술이나 치료 전, 중증질환 진단 시, 회생불

가능 소견을 받은 후, 만 65세 이전,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선택지는 대국민 홍

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가족 상담 프로그램, 의료기관 입원 시 의료진의

확인,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를 포함하였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는 연구 참여자가 가족이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상의를 할 의도를 예/아니오

로 측정하였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6문항의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가족 또는 중요한 사람과 논

의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묘사하는 단어(가치 있

음/가치 없음, 좋음/나쁨, 어리석다/현명하다 등)를 10점 척도로 측정한다. 평

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Hong et al.(2019)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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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이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총 3문항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논의 수행과 관련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였다. 하위척

도로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하며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전적으로 동의함’은 4점이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높으며, 주변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Hong et al.(20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57이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는 총 6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 척도로 통해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들과 함

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는데 인지된 개인적, 관계적, 지식

적 수준에 대해 질문하며,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전적으로 동의함’은 4

점으로 응답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요인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57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서울시 소



- 21 -

재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의도에 관한 설문지를

제공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

으며,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논의 의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하고,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 의도의 차이

는 Independent t-test, ANOVA,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에 따른 논의 의도의 차이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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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Y 대학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로

부터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았으며(과제번호 Y-2020-0145), 해당 기관의 승인

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된 대상자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개인정보 유출에 대

한 관리, 연구자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철

회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 한

후 연구자가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코드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

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컴퓨터에

코딩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본인만 접근하도록 할 것이며, 연구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 23 -

Ⅴ. 연구결과

1. 중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

1) 중년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0명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15명(71.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

령의 범위는 만 40세부터 64세로 평균 연령은 만 50.06(±5.51)세였으며, 이 중

50~59세가 78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49세가 76명(47.5%)이

었으며, 60세~64세가 6명(3.8%)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119명

(74.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가족구성 중 2인을 초과하여 함께 거주하

는 대상자가 119명(74.4%)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00명(62.5%)으

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79명(49.4%)이 없음, 개신교 44명(27.5%), 천주교 22명

(13.8%), 불교 13명(8.1%), 기타 2명(1.3%)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61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이 37명(23.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인식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82명

(51.2%)이 보통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좋음이 61명(38.1%), 나쁨이 17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0명(62.5%)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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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Woman 115(71.9)

Man 45(28.1)

Age(year) 50.06±5.51

40~49 76(47.5)

50~59 78(48.8)

60~64 6(3.8)

Spouse

Yes 119(74.4)

No 41(25.6)

Type of household

Single 12(7.5)

With family 148(92.5)

Number of household

≤ 2 41(25.6)

2 < 119(74.4)

Education level

Lower than middle school 2(1.3)

High school 30(18.8)

University 100(62.5)

Higher than university 2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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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16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eligion

None 79(49.4)

Protestant 44(27.5)

Catholic 22(13.8)

Buddhism 13(8.1)

Others 2(1.3)

Monthly income

(10,000 KRW) < 100 5(3.1)

100 ~ 200 12(7.5)

200 ~ 300 40(25.0)

300 ~ 400 5(3.1)

400 ~ 500 37(23.1)

500 > 61(38.1)

Health status

Good 61(38.1)

Fair 82(51.2)

Bad 17(10.6)

Disease

Yes 60(37.5)

No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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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은 <Table 1-2>와 같

다. 대상자 중 138명(86.3%)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본

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완료한 대상자는 37명(23.1%)이었으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완료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대상자는 55명(34.4%)으

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건강상태와 관

계없이 만 65세 이전에 작성해야한다는 응답이 100명(62.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만 65세 이상일 때가 22명(13.8%), 사망 위험이 있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

기 전이 17명(10.6%)이었다. 다음으로 치료 및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 소

견을 들었을 때가 12명(7.5%), 중증질환을 진단받았을 때가 9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가족과 잘 상의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 형성(4.04±1.25)이 1순위로 가

장 높았으며, 대국민 홍보(3.50±1.36)가 2순위이었다. 이어서 가족 상담 프로그

램(3.03±1.12), 입원 시 의료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인 및 권유

(2.27±1.40),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2.18±0.96)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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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dvance directives(AD)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0)

Notes. AD=advance directive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wareness of AD Yes 138(86.3)

No 22(13.8)

AD completion

(self)

Yes 37(23.1)

No 123(76.9)

AD completion

(family or friends)

Yes 55(34.4)

No 77(48.1)

Unknown 28(17.5)

Timing of

discussion AD

Diagnosed with a serious illness 9(5.6)

Diagnosed with the terminal stage 12(7.5)

Before high-risk operations or treatment 17(10.6)

Before 65 years old 100(62.5)

Over 65 years old 22(13.8)

Strategies for

facilitating

AD discussion

Form an open culture of death conversation 4.04±1.25

Large-scale public advertisement 3.50±1.36

Family counseling program 3.03±1.12

Recommend and review AD at admission 2.27±1.40

Online education program 2.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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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93.8%가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논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

한 태도 점수는 평균 8.93±1.26점으로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치 있다’, ‘좋다’, ‘유용하다’, ‘현명하다’, ‘떳

떳하다’ 항목에서는 모두 평균 9점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일반적이다’ 항목에서는 평균 7.03±2.7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관적 규범은 평균 3.19±0.45점으로 응답자들이 주변인들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변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해야한다고 생각

한다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28±0.62점). 이어서 지

각된 장애는 평균 2.02±0.44점으로 나타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장애수준을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하위 영역별 응답으로 ‘가족과 상의하

지 않아도 가족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장애

를 지각하고 있었으며(3.02±0.74점), ‘가족과의 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연명치료 여부가 결정될지 확신 할 수 없다’(2.12±0.76점), ‘가족과 어떻

게 상의를 시작해야할지 방법을 모른다’(2.12±0.84) 순으로 높은 장애를 지각

하고 있었다. 반면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음’(1.69±0.73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아직 젊고 건강함’(1.69±0.74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잘 모름’(1.41±0.58점)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장애수준이

낮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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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Intention to Advance directives(AD) Discussion

(N=160)

Notes. AD=advance directive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D discussion intention

Yes 150(93.8)

No 10(6.3)

Attitudes to AD discussion 8.93±1.26

Honorable 9.41±1.36

Worthwhile 9.39±1.43

Good 9.33±1.49

Useful 9.25±1.68

Wise 9.17±1.90

Common 7.03±2.74

Subjective norms to AD discussion 3.19±0.45

Most people think should discuss with family about AD 3.28±0.62

Most people view discussing with family about AD negatively 3.22±0.65

Most people will discuss with family about AD 3.06±0.56

Perceived barriers to AD discussion 2.02±0.44

Family make a wise decision for me even if don’t discuss 3.02±0.74

Not sure if things will be handled per my wishes 2.12±0.76

Do not know how to discuss about AD with family 2.12±0.84

Concerns to make family relationship uncomfortable 1.69±0.74

No need for discussion because still young and healthy 1.69±0.73

Do not know AD well 1.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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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년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및 논의 의도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검정하기 앞서 정규

성 검토를 위해 잔차의 정규확률도(Normal probability plot, Q-Q plot)을 확인

하였으며, 정규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 따른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3-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관련 특성)에 따른 논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3>과 같다.

1) 중년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t=2.01,

p=.047),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태도 수준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t=-2.04, p=.043).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은 경우 보통이나, 나쁜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F=4.89, p=.009) 나타났다(Table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를 분석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으며(t=2.01, p=.04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성한 지인이나 가족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서 태도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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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었다(F=4.06, p=.019, Table 3-2).

2) 중년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

적 규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

적 규범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나쁘다고 보고한 경우에 비해 주변

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4.56, p=.012, Table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

관적 규범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

(Table 3-2).

3) 중년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

된 장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

된 장애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해(t=2.71, p=.008) 장애요인을 적게 지각하였다(Table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애요인을 덜 지각하고 있었으며(t=-2.56, p=.012),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보다(t=-4.26, p<.001),

가족이나 지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작성한 사람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보다(F=11.86,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장애요인을 적게 지각하고 있었다(Tab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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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년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의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논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가 분할표에서 5보다 작은 기대빈도가 관측되어,

Fisher’s exact 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따라 논의

의도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004), 논의 의도가 없는

집단의 대상자 전원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응답분포 상

완전분리가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의미 있는 결

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 따른 논의

의도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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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to Advance directives(AD) Discu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60)

Notes. *p<.05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

M±SD t / F(p) M±SD t / F(p) M±SD t / F(p)

Gender

Woman 115(71.9) 8.83±1.38 2.009

(.047***)

3.20±0.47 -.431

(.667)

2.04±0.46 -.804

(.423)Man 45(28.1) 9.19±0.84 3.16±0.39 1.97±0.38

Age(year)

40~49 76(47.5) 8.79±1.16
1.223

(.297)

3.17±0.43
.116

(.891)

2.07±0.41
1.466

(.234)
50~59 78(48.8) 9.02±1.36 3.21±0.46 1.96±0.45

60~64 6(3.8) 9.47±0.82 3.17±0.55 2.14±0.65

Spouse

Yes 119(74.4) 9.02±1.16 -1.530

(.128)

3.20±0.44 -.544

(.587)

2.01±0.45 .164

(.870)No 41(25.6) 8.67±1.50 3.15±0.48 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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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to Advance directives(AD) discu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0)

Notes. *p<.05, **p<.01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

M±SD t / F(p) M±SD t / F(p) M±SD t / F(p)

Type of
household

Single 12(7.5) 8.22±1.43 -2.042

(.043***)

3.19±0.33 0.55

(.956)

1.86±0.30 -1.296

(.197)With family 148(92.5) 8.99±1.23 3.19±0.46 2.03±0.45

Number of
household

≤ 2 41(25.6) 8.81±1.49 -.708

(.480)

3.16±0.40 -0410

(.682)

1.98±0.42 -.591

(.556)2 < 119(74.4) 8.97±1.17 3.12±0.47 2.03±0.4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32(20.0) 8.96±1.10 .146

(.884)

3.13±0.50 -.878

(.381)

2.20±0.55 2.708

(.008******)University or higher 128(80.0) 8.92±1.30 3.20±0.44 1.97±0.40

Religion Yes 81(50.6) 8.85±1.41 .827

(.409)

3.19±0.45 .066

(.948)

2.03±0.40 -.292

(.770)No 79(49.4) 9.01±1.09 3.19±0.46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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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to Advance directives(AD) discu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0)

Notes. *p<.05, **p<.01, a,b,c – group for Bonferroni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

M±SD t / F(p) M±SD t / F(p) M±SD t / F(p)

Monthly
income

< 300 57(35.6) 8.66±1.51 -1.842

(.069)

3.13±0.52 -1.233

(.219)

2.10±0.49 1.804

(.073)300 ≤ 103(64.4) 9.08±1.08 3.22±0.41 1.97±0.40

Health
status

Gooda 61(38.1) 9.30±0.91 4.885

(.009******)

a>b

3.30±0.38 4.563

(.012***)

a>b

1.92±0.40
2.911

(.057)
Fairb 82(51.2) 8.65±1.46 3.15±0.47 2.07±0.44

Badc 17(10.6) 8.98±0.96 2.96±0.48 2.13±0.54

Disease Yes 60(37.5) 8.99±1.31 -.507

(.613)

3.23±0.47 -.877

(.382)

1.97±0.38 1.038

(.301)No 100(62.5) 8.89±1.23 3.16±0.44 2.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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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of Advance directives(AD) discussion according to AD

related Characteristics

(N=160)

Notes. *p<.05, **p<.01, a,b,c – group for Bonferroni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

M±SD t / F(p) M±SD t / F(p) M±SD t / F(p)

Awareness of AD Yes 138(86.3) 9.01±1.18 2.014

(.046*)

3.19±0.44 .403

(.687)

1.98±0.44 -2.527

(.012*)No 22(13.8) 8.43±1.60 3.15±0.49 2.23±0.41

Completion of AD
(self)

Yes 37(23.1) 9.02±1.11 .513

(.609)

3.18±0.51 -.113

(.911)

1.81±0.29 -4.256

(<.001**)No 123(76.9) 8.90±1.30 3.19±0.43 2.08±0.46

Completion of AD
(family or friend)

Yesa 55(34.4) 9.28±0.94 4.055

(.019*)

a>b

3.27±0.49
2.642

(.074)

1.80±0.32 11.864

(<.001**)

a<b

Nob 77(48.1) 8.66±1.48 3.10±0.44 2.14±0.47

Unknownc 28(17.5) 8.99±0.97 3.25±0.37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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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Intention to discuss Advance directives(A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AD related Characteristics

(N=160)

Notes. aFisher’s exact test

Variables Categories

n(%)

p
Total

Intention
(n=150)

No intention
(n=10)

Gender Woman 115(71.9) 107(71.3) 8(80.0)
.727a

Man 45(28.1) 43(28.7) 2(20.0)

Age(year) 40~49 76(47.5) 72(48.0) 4(40.0)

.828a50~59 78(48.8) 72(48.0) 6(60.0)

60~64 6(3.8) 6(4.0) 0(0.0)

Spouse Yes 119(74.4) 37(24.7) 4(40.0)
.280a

No 41(25.6) 113(75.3) 6(60.0)

Type of
household

Single 12(7.5) 10(6.7) 2(20.0)
.166a

With family 148(92.5) 140(93.3) 8(80.0)

Number of
household

≤ 2 41(25.6) 36(24.0) 5(50.0)
.079a

2 < 119(74.4) 114(76.0) 5(5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32(20.0) 30(20.0) 2(20.0)

1.000a

Univers i ty
or higher 128(80.0) 120(80.0) 8(80.0)

Religion Yes 81(50.6) 81(50.6) 5(50.0)
1.000a

No 79(49.4) 79(49.4)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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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Intention to discuss Advance directives(A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AD related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0)

Notes. aFisher’s exact test, **p<.01,

Variables Categories
n(%)

p
Total

Intention
(n=150)

No intention
(n=10)

Monthly
income

< 300 57(35.6) 51(34.0) 6(60.0)
.095a

300 ≤ 103(64.4) 99(66.0) 4(40.0)

Health
status

Good 61(38.1) 61(40.7) 0(0.0)

.004**aFair 82(51.2) 72(48.0) 10(100.0)

Bad 17(10.6) 17(11.3) 0(0.0)

Disease Yes 60(37.5) 55(36.7) 5(50.0)
.301a

No 100(62.5) 95(63.3) 5(50.0)

Awareness
of AD

Yes 138(86.3) 131(87.3) 7(70.0)
.142a

No 22(13.8) 19(12.7) 3(30.0)

Completion
of AD (self)

Yes 37(23.1) 34(22.7) 3(30.0)
.698a

No 123(76.9) 116(77.3) 7(70.0)

Completion
of AD
(family or
friend)

Yes 55(34.4) 53(35.3) 2(20.0)

.510aNo 77(48.1) 70(46.7) 7(70.0)

Unknown 28(17.5) 27(18.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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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에 따른 논의 의도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에 따른 논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논의 의도 유무를 확

인한 문항에서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논의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모집단의

확률분포에 대해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의 경우

논의 의도가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 긍정적인태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z=-4.218, p<.001). 주관적 규범 역시 논의 의도가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z=-2.101, p=.036),

논의 의도가 있는 군이 주변인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논의 의도가 있는 군이 없는 군과

비교해 장애요인을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2.163, p=.014). 지각된 장

애의 하위영역을 살펴본 결과, 논의 의도가 없는 군에서 가족 간 관계에 대한

장애요인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z=-3.98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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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ention to discuss AD according to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N=160)

Notes. *p<.05, **p<.01

Variables

Median(Q1, Q3)

z(p)
Total

Intention
(n=150)

No intention
(n=10)

Attitudes 9.17(8.54, 10.00) 9.17(8.67, 10.00) 6.45(5.00, 7.17)
-4.218
(<.001**)

Subjective norms 3.00(3.00, 3.67) 3.00(3.00, 3.67) 3.00(2.25, 3.08)
-2.101
(.036*)

Perceived barriers 2.00(1.67, 2.33) 2.00(1.67, 2.33) 2.42(1.92, 2.67)
-2.463
(.014*)

intrapersonal 2.00(1.50, 2.50) 2.00(1.50, 2.50) 2.25(1.75, 2.63)
-1.389
(.165)

interpersonal 2.50(2.00, 2.50) 2.50(2.00, 2.50) 3.00(2.88, 3.00)
-3.989
(<.001**)

knowledge 1.50(1.50, 2.00) 1.50(1.38, 2.00) 2.00(1.38, 2.50)
-.82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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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논의 의도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Mann-Whitney U test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Fisher’s

exact tes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논의할 의도가 없

는 대상자 전원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응답의 분포

상 완전 분리가 발생하여 독립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성별,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을 추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남

성에 비해 논의할 의도의 오즈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OR=2.597, 95% CI=0.234~28.817), 종교가 있는 없는 경우에 비해 종교를 가

진 경우 논의할 의도의 오즈비가 증가하였으나(OR=2.350, 95%

CI=0.322~17.14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

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서 논의 의도의 오즈비가 감소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OR=1.219, 95% CI=0.136~10.940),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300만원 이상인 군에서 논의할 의도의 오즈비가

증가하였으나(OR=1.443, 95% CI=0.109~19.13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점수는 1점 증가할 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논의 의도의 오즈비가 4.24배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OR=4.24, 95% CI=1.920~9.373). 주관적 규범 역시 점수가 1점 증가할수

록 논의할 의도의 오즈비가 4.75배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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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4.75, 95% CI=0.774~29.109).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

된 장애는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논의 의도의 오즈비가 0.64배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0.64, 95% CI=0.085~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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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related to Intention to Discuss Advance directives

(N=160)

Notes.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p<.01

Variables B S.E Wald OR
95% CI

p
Lower Upper

Gender (ref. man) .954 1.228 .604 2.60 .234 28.817 .437

Religion (ref. no) .854 1.014 .710 2.35 .322 17.141 .399

Education level (ref. high school or lower) .198 1.120 .031 1.22 .136 10.940 .860

Monthly income (ref. <300) .334 1.108 .091 1.40 .159 12.237 .763

Attitudes to AD discussion 1.445 .404 12.765 4.24 1.920 9.373 <.001**

Subjective norms to AD discussion 1.558 .925 2.833 4.75 .774 29.109 .092

Perceived barriers to AD discussion -.441 1.032 .183 0.64 .085 4.865 .669

(Constant) -13.788 5.780 5.690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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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을 확인하고,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의 특성에 맞는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재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

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여 간호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86.9%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전 수행 된 연구에 비해(Park et al., 2020)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23.1%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우리나라 중년 성인의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 및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작성율을 비교했을 때(국립

연명의료기관, 2020; 유혜인, 이영희, 2020)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연명

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및 작성

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기 적합한 시기는 건강상태와 상관

없이 만 65세 미만일 때라는 응답이 62.5%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65세 이상

이 되면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유혜인 et

al.(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수행된 연

구에서는 사전의료계획 참여 의향 수준이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일 경우 가



- 45 -

장 낮았으며, 임종단계에 다다를수록 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ark et

al., 2019)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는데,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홍보와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명의료결정이 임종에 임박하여 진행될수록 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받게 되

거나, 가족 간의 갈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Lee et

al., 2013; 김수현, 2018)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

며, 생애 말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가족과 논의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와 대국민 홍보,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한영란 et al., 2008), 이는

생애 말기 연명의료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진다(Shin, Lee, Cho,

Yoo, Kim, & Yoo, 2016). 따라서 위와 같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도에 발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홍보와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

책과 캠페인 시행, 가족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2.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장애

1)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는 평균

8.93±1.26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를 가

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사전연명의료계획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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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Hong et al.,

2019; Zhu et al., 2020). 태도의 세부 항목 중 다른 문항에 비해 ‘일반적이다’

라는 문항에서 비교적으로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태도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에 비해 혼자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관적 건강상

태가 좋다고 보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아시아 문화권의 여성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을 자신의 가치에 근거해

결정하기보다 다른 가족에게 위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화적 특

성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Hirakawa, He, Chiang, &

Aoyama, 2019).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할수록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태도가

높으며, 가족 관계가 사전의료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Boerner, Carr, & Moorman, 2013; Zhu et al.,

2020). 반면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사전의료계획 참여에 대한 태도가 높으며,

젊고 건강할수록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향이 낮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Ng et al., 2017; Park et al., 2019). 이는 앞서 본 연구대상자들

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대해 질환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주변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

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태도가 긍정적이었

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과 태도가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Grant, 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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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tmar, 2020; Hong et al., 2019).

이상에서 성별과 거주 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중년 여성, 독거 성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성인을 대상으로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중재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

양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2)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살펴

보면 총점 4점 중 평균 3.19±0.45점으로 주변인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변인들이 ‘가족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가족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 높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Hong et al., 2019).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주변인의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장소 및 대상자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및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

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참여형 의료기관에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는데, 사

회적 관계망이 좁을수록 사전의료계획 논의에 참여할 경향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볼 때(Miyashita et al., 2019), 이러한 자료수집 기관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 역시 본 연구 결과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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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년 성인의 사전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지각된 장애는 평균

2.02±0.44점이었으며,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관계적 요인에서 장애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족과 상의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아라는 항목이 가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중심 의사결정과 가족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이상목, 2007). 하지만 실제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연

명의료를 결정해야하는 가족들은 많은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어(Lee et al., 2013; 김수현, 2018)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족 간 사전의료계획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중재 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연명치료 여부가 결정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항목에서 높은 장애 수준을 보

였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문서로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기반

해 자신의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정보 제공을 통해 지각된 장애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과 어떻게 상의를 시작해야할지 방

법을 모른다’는 항목이 세 번째로 높은 장애요인이었는데, 가족 상담 프로그램

이나 논의 촉진을 위한 교육중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장애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을 작성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애를 낮은 수준으로 지

각하고 있었다.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같은 사전의료계획 참여와 일관적으로 연관이 있었는데, 낮은

교육수준은 사전의료계획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Hong, Yi, Johnsin, & Adamek, 2018). 또한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 작성한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고(Lynn, Curt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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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erwey, 2016), 연명의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Rao, Anderson,

& Lauz, 2014),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들의 낮은 장애 수

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족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논의 의도

가 있다고 93.8%가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전 시행된

연구에서 일반인의 사전의료계획 참여 의향이 68.3%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논의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된

경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연구대상자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높

은 인식, 긍정적인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실제 논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년 성인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를 시작할 의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응하여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논의 촉진을 위한 의료인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긍정적 태

도를 가지며, 주변인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ong et al., 2019; Kermel Schiffman et al., 2020;

Yap, Chen, Detering, & Fraser, 2018; Zhu et al., 2020). 특히 우리나라는 의

료적 의사결정은 가족과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임종치료 관

련 결정에서 가족중심 의사결정의 빈도가 가장 높아(권복규 et al., 2020; Lee

et al., 2013) 주관적 규범 수준이 논의 의도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논의 의도가 없는 집단에서 장애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는

데, 특히 가족 간의 관계적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가족 간의 충분

한 논의가 결여된 경우 환자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 임종이 빈번히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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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Ali et al., 2019, Institute of Medicine, 2014),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이 다빈도로 나타남과 함

께, 결정에 대한 후회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김수현, 2018). 따라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가족 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요구된다.

4.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OR=4.242, p<.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Ajzen,

1991),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사전의료계획 논의 의도 관련요인을 분석한 선

행연구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Kermel

Schiffman et al., 2020; Hong et al., 2019),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했다. 따

라서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외에서 수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의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재연

구를 살펴보면, 사전의료계획의 중요성, 관련 법령,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포함

한 대화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논의 의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Carney et al., 2020). 또 다른 중재연구에서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사전의료계획 참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가족 간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논의가 촉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Hamayoshi, Goto, Matsuoka, Kono, Miwa, Tanizawa,

Evans, & Ikenaga, 2019). Hamayoshi 등(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전략으로

는 정보 전달, 구체적 사례 학습, 역할극으로 이루어진 세 번의 세션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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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등이 있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수행 되었는데,

프로그램의 효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지식, 사전의사결정 효능

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보람, 현미열, 2019; 김정숙, 2019).

하지만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 간

논의에 대한 중재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주민과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실제 현장에서 긍정적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을 통한 논의 촉진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5. 연구의 제한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

저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차의료기관 내원객 중 만 40세~64세 사이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중년 성인으로 일반화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일차의료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이자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관계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존엄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지역주

민들의 이용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내원객들이 상대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의 응답

에 편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일차의료기관이나 주민시설 이용

객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

애, 의도를 측정한다면, 그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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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 및 영향요인 파악

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맞춤화된 중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화된 측정도구의 부재로, 선행연구 문헌고찰을 통

해 도구를 일부 수정 및 문항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명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 도구의 신뢰도가 낮았으며, 본 연구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이를 적용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논의 의도를 이분형 변수

로 측정하였는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및 자료수집기관 특성의

영향으로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유사한 연구를 진행 시 논의 의도 측정에 있어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거나, 척도형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중년 성인들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을 확인하

고, 논의 의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및 장애요인을 개

선 할 수 있는 중년 성인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촉진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활

성화 및 환자의 선호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생애 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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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

로 대두됨에 따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

는 가운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0), 임종 단계 시 연명의료결정에 본인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가족중심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아(권

복규 et al., 2010), 환자와 가족이 함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

가 시작되며 죽음 불안을 느끼기 시기이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죽음 및 연명의

료결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의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논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논의 의도가 있는 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장애요인

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 수준이 논의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긍정적 태도 함양을 통해 대상자의

논의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Hamayoshi et al., 2019), 지역사회 현장에서

중년성인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태도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중재 마련이 필요하며, 중년 성인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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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 간호실무,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 교육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간호사로 하여금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의 가족 간 논의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간

호사들이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논의 촉진자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년 성인들에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의 효용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중재 개발을 제언한다.

간호 실무의 측면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있지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충분한

정보제공,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명의료결정

에서의 가족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생애 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또한 지역사회 간

호사가 이 과정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 연구의 측면에서 국외의 간호 연구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논의와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에 국한된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 간 논의를 포함하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 관련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질적 연

구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논의에 대한 인식,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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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f the Intention to Discuss Advance

Directives among Middle-aged Adults

Lee, Sew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S : To enhance patient's values and preferences in advance

care planning for solving problems about unmea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terests of advance directives(AD) have been increased. Since

Korea has a family-oriented culture, the importance of advance care

planning based on family discussions is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to AD

discussion and intention to discuss AD,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discuss AD of middle-aged adults.

METHODS : The study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and

participants were 160 middle-aged adults who visited in a primary care

clinic from October 5, 2020, to December 1, 2020.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regarding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arriers, intention to AD discussion.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OVA,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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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Most of participants(93.8%) had intention to discuss AD.

Also, they had positive attitudes to AD discussion, perceived barriers

moderately,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perceptions of significant others.

Participants thought that forming an open culture of death conversation,

large-scale public advertisement and family counseling program are

important to enhance AD discussion. In group who had intention to discuss

AD, attitudes were more positive (z=-4.218, p<.001) and heavily affected

by significant others (z=-2.101, p=.036), less perceptive of barriers

(z=-2.463, p=.014). 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ttitudes towards AD

discussion (OR=4.242, CI=1.920~9.373) to be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on intention to discuss AD.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intention to discuss AD to foster positive attitudes, including active

advertisement of advance care planning, providing information. In addi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counseling for middle-aged adults are required.

Key words: Middle-Age, Advance care planning, discussion,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arri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