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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6년 9월 일개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및 관계자 중 자발적
으로 동의한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
해 자연스런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결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있는 집단
에서 연명치료 중 인공호흡시행에 동의한 대상이 많이 나왔다.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로서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일반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교육정도, 종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관련 지식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연명의료 결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일반인, 종교, 임종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concept of 'hospice 
palliative medical care' and decision of 'life-prolonging medical care' by the general public subjects. A survey 
was conducted on 346 participants and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an event held in September 2016.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subjects' responses results to the life-prolonging medical care decision showed that 
people with religion wanted natural death compared to people without religion, and had more active attitude 
toward decisions related to dignity death. Relig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influence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believing that afterlife is after death, so it is possible to take a more firm stance on the extension 
of meaningless life at the last minute.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the hospice care and prescription medical 
decision law to the general public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ath and the dign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wareness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age, education level. 
In addition, education and promot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ful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health care and government standardization and policies for hospice 
personnel and breeding programs will be urgent.

Key Words : Life-prolonging medical care decision, Hospice palliative medical care, Palliative medical care, Public, 
Religion, Facing deat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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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건강에 대한

개인의욕구가증가하면서평균수명도함께증가하는고

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년기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

라남은삶을정리하는방법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

으며, 바람직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6년 1월 8일 국회

법사위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이

통과되었고, 2017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

칭: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하는것을목적으로 2016년 2월 3일제정되었다(법률제

14013호)[2].

국제사회에서는 큰 관심이나 반세기를 넘는 비교적

오랜역사에도불구하고지구상에아직까지호스피스완

화의료를전혀접하지못했거나시작단계에있는지역이

상당부분존재함에따라, 세계적으로호스피스완화의료

요구에대한수용율은 8% 이내에불과한것으로추정되

고 있다[3].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말기암환자는

꾸준히늘고있지만, 말기암환자의 15%도안되는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말기 암환자만 호

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만성간경화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해서

는 입원병상 수를 확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

는것등이필요하다. 노인들이원하는임종장소가병원

에서자택이나요양시설로바뀌게됨에따라[4]. 특히 노

인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활성화 전략

또한 필요하다.

이 연명의료결정법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2009년 5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가족들의 요구대로 뗄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기폭제가 되어, 사회적 합

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

고등이결정적계기로작용하여제정되었다. 이 연명의

료결정법이통과되기까지의 19년간우리사회에서는품

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윤리를 주장

하는 측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

육에서는 이론보다 실무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5].

법률이 정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이다. 그 동안 연명의료

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도 수개월

간인공호흡기를달고있어야하는경우가많았다. 이 법

안으로연간 5만여명이연명의료를받지않고자연스럽

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6]. 법안 시

행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비하여 사전에 다각도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있도록의사와간호사등의료진뿐아니라성직자, 사

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들이 연합하여 이루어

지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이다[7]. 우리나라는 오

랜기간동안별다른국가적지원이없는상태에서가톨

릭등의종교단체, 봉사자들의후원, 호스피스환우를위

한 각종 기금 마련 행사 등을 통해 말기 영세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진료, 상담, 간호

등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8].

1960년대 민간 차원에서 일찍이 도입된 호스피스 완

화의료서비스가정부자원에서법제화된것은 2003년이

다. 법제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사업기관을선정하여국고보조금을지급하고있지만, 저

소득층 말기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9].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7년 8월 4

일 시행 예정을 앞두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 내용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과 조사대상

자들의 종교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종교에 따라 임종기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는연구가있다[6]. 종교는 삶과죽음에대한가치관

을가장잘반영하기때문이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 결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앞으로 시행

될법의정착과활용을통한환자들의삶의질과죽음의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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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6년 9월에일개시지역에서열린걷기

대회행사에참가한 20세 이상성인남녀를대상으로연

구참여희망자에한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총 370명

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이 획일적이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46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건

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6-007)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7항목이었다. 호스피스 관련 지식에 관한 5항

목, 호스피스 관련 인식 5항목,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5항목, 연명의료결정과관련한 5항목을리커트 3점

척도로 인식 정도가하인 경우는 1점, 중인 경우 2점, 상

인 경우 3점으로 구성하였다.

2.3 분석방법
분석에는통계프로그램 R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항

목에대하여종교유무를기준으로일반적특성및연명

의료 결정에 대하여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고, 호

스피스관련지식, 호스피스관련인식, 호스피스필요성

에대한인식은독립표본 t-검정을실시하였고,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총 346명 중, 일반적 특성을 보면 종교

유 188(54.6), 종교무 158(45.6)로 종교무보다종교유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38.4%, 여자는

61.6%로 남자보다여자가높은분포를보였으며, 종교유

무 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였다(p<0.05). 연령은 45-59세가 40.8%로 가장

많았고, 60세이상이 28.0%, 29세 이하 17.1%순이었으며

30-44세가 14.2% 가장낮은분포를보였고, 종교유무별

로도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

보였다(p<0.001). 학력으로는 고졸이하 52.6%, 대졸이상

47.4%로 대졸이상 보다 고졸이하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

며, 종교유무 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직업은 주부가 30.6%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사무종사자 13.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2.4% 순이었으며, 종교유무 별로도

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

다(p<0.05). 결혼상태는, 미혼이 20.8%, 기혼이 76.3%로

미혼보다 기혼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유무 별로

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52.6%, 보통임

40.8%로 보통임보다건강함이높은분포를보였고, 종교

유무별로도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호스피스 관련 지식
호스피스지식전체평균점수는 2.60점이었으며, 종교

유 2.61점, 종교 무 2.58점으로 비슷한 점수대를 보였다.

호스피스지식관련총 5문항중, ‘호스피스는질병의마

지막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이 가능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라고 알

고있다’가 2.76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보였으며, ‘호스

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은 임종 예견 약

3-6개월정도로알고있다’ 2.33점을제외한문항들은 2.6

점대를 보였다.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종교 유일 때가 종

교무일때보다모든항목에서높은점수를보였으나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호스피스 관련 내용인식
호스피스 관련 내용인식의 전체 평균점수는 2.65점이

었으며, 종교유 2.66점, 종교 무 2.65점으로비슷한점수

대를 보였다. 호스피스 관련 내용인식 총 5문항 중, ‘호

스피스는대상자의존엄성과품위를유지하면서삶을잘

마무리하고 내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이 2.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호스피

스는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고 생각한다’는 문항이 2.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다. 종교유무에따라서는 ‘호스피스는대상자의존엄성

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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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

Division
Religion
(N=188)

Non-Religion
(N=158)

Total p-value

Gender 0.008*

Man 60( 31.9) 73( 46.2) 133( 38.4)
Woman 128( 68.1) 85( 53.8) 213( 61.6)

Age 0.000**

Under 29 years old 19( 10.1) 40( 25.3) 59( 17.1)
30-44 years old 19( 10.1) 30( 19.0) 49( 14.2)
45-59 years old 78( 41.5) 63( 39.9) 141( 40.8)
Over 60 years old 72( 38.3) 25( 15.8) 97( 28.0)

Education 0.031*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109( 58.0) 73( 46.2) 182( 52.6)
College graduate or more 79( 42.0) 85( 53.8) 164( 47.4)

Occupation 0.017*

Manager 15( 8.0) 8( 5.1) 23( 6.6)
Experts and related workers 24( 12.8) 19( 12.0) 43( 12.4)
Office worker 17( 9.0) 31( 19.6) 48( 13.9)
Service worker 10( 5.3) 7( 4.4) 17( 4.9)
Salesperson 4( 2.1) 2( 1.3) 6( 1.7)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worker 1( 0.5) 1( 0.6) 2( 0.6)
Crafter and related workers 4( 2.1) 4( 2.5) 8( 2.3)
Machine operators assembly workers - - -
Simple laborer 3( 1.6) 4( 2.5) 7( 2.0)
Soldier - 2( 1.3) 2( 0.6)
Student 15( 8.0) 27( 17.1) 42( 12.1)
Housewife 69( 36.7) 37( 23.4) 106( 30.6)
Unemployed person 26( 13.8) 16( 10.1) 42( 12.1)

Marital status 0.001*

Unmarried 26( 13.8) 46( 29.1) 72( 20.8)
Married 154( 81.9) 110( 69.6) 264( 76.3)
Other 8( 4.3) 2( 1.3) 10( 2.9)

Health status 0.001*

Healthy 81( 43.1) 101( 63.9) 182( 52.6)
Normal 93( 49.5) 48( 30.4) 141( 40.8)
Unhealthy 14( 7.4) 9( 5.7) 23( 6.6)

Total 188(100.0) 158(100.0) 346(100.0)
*p<0.05,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Mean±S.D.

Division Religion Non-Religion Total p-value

I know that hospice is a nursing that promotes the quality of life
by supporting subjects in the last stage of the disease to live as
comfortable as possible

2.75±0.56 2.77±0.49 2.76±0.53 0.696

I know that hospice does not artificially prolong or shorten life 2.61±0.67 2.60±0.68 2.60±0.67 0.944

I know that the appropriate time to receive hospice care is about 3-6
months of a facing death prediction

2.37±0.81 2.29±0.81 2.33±0.81 0.386

I know that hospice is a holistic nursing practice that alleviates the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suffering of terminally ill patients

2.64±0.63 2.63±0.62 2.64±0.62 0.874

I know that hospice help the rest of the lives to be meaningful life
by informing the accurate diagnosis and the truth

2.69±0.62 2.63±0.63 2.66±0.63 0.380

Total 2.61±0.66 2.58±0.65 2.60±0.65

<Table 2> Hospice related knowledge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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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ean±S.D.

Division Religion Non-Religion Total p-value

I think that hospice accepts death as a normal course of life 2.70±0.55 2.73±0.48 2.71±0.52 0.500

I think that hospice helps to end life well and mature
internally while maintaining the dignity and grace of the
subject

2.80±0.44 2.72±0.52 2.76±0.48 0.138

I think that the pain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should be
actively controlled

2.73±0.56 2.68±0.53 2.71±0.55 0.391

I think that hospice can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n
patients and their families

2.46±0.71 2.51±0.66 2.48±0.69 0.453

I think that terminally ill patients who saw patients facing
death at the side will have a great fear

2.61±0.61 2.61±0.63 2.61±0.62 0.951

Total 2.66±0.57 2.65±0.56 2.65±0.57

<Table 3> Hospice related content awareness of subjects 

Unit : N(%)
Division Religion Non-Religion Total p-value

Whether or not antibiotic administration for life–prolonging in
the facing death process

0.597

Yes 37(19.7) 35(22.2) 72(20.8)
No 151(80.3) 123(77.8) 274(79.2)

Whether or not artificial respiration in the facing death process 0.349
Yes 34(18.1) 35(22.2) 69(19.9)
No 154(81.9) 123(77.8) 277(80.1)

Whether or not Hemodialysis in the facing death process 0.158
Yes 28(14.9) 33(20.9) 61(17.6)
No 160(85.1) 125(79.1) 285(82.4)

Whether or not CPR in the facing death process 0.368
Yes 39(20.7) 40(25.3) 79(22.8)
No 149(79.3) 118(74.7) 267(77.2)

Do you want to receive hospice, palliative medical care? 0.656
Yes 115(61.2) 101(63.9) 216(62.4)
No 73(38.8) 57(36.1) 130(37.6)

Total 188(100.0) 158(100.0) 346(100.0)

<Table 5> Life-prolonging medical care decision of subjects 

Unit: Mean±S.D.

Division Religion Non-Religion Total p-value

I think that the procedure for prolonging lif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s meaningless.

2.51±0.73 2.36±0.75 2.44±0.74 0.070

I think that terminally ill patients should have separate
wards because emotional changes occur frequently in the
process of accepting death

2.66±0.60 2.60±0.63 2.63±0.61 0.379

I think that hospice nursing requires services such as home,
facility, etc. in addition to hospital wards

2.79±0.49 2.75±0.51 2.77±0.50 0.532

I think that if I meet a patient who needs a hospice, I will
actively recommend it in the future.

2.73±0.51 2.67±0.55 2.70±0.53 0.314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ublic about
hospice to promote hospice

2.80±0.45 2.73±0.53 2.77±0.49 0.193

Total 2.70±0.56 2.62±0.59 2.66±0.57

<Table 4> Hospice necessity awarenes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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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말기 환자의 통증은 적극

적으로 조절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종교 유일 때

가 무일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그 이외의 문항

에서는 종교 무일 때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필요성에대한인식의전체평균점수는 2.66

점이었으며, 종교 유 2.77점, 종교 무 2.62점으로종교무

보다 종교유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호스피스 필요성 인

식총 5문항중, ‘말기 환자들은 죽음을수용하는 과정에

서 감정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므로 병동이 따로 있어야

한다’와 ‘호스피스 홍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

피스에 대한 교육의 필요하다’가 각각 2.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말기 환자에게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은 의미 없는 일이다’가 2.4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

였다.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종교유일 때가 종교무일 때

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3.5 연구대상자의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의향에 대한 결정 사항중, ‘임종과정에 연명

을 위한 항생제 투여 여부’는 예 20.8%, 아니오 79.2%로

예보다 아니오가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유

무 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없었다. ‘임종과정에인공호흡여부’는 예 19.9%, 아니

오 80.1%로 예 보다 아니오가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

으며, 종교 유무 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종과정에 심폐소생술 여부’

는 예 22.8%, 아니오 77.2%로 예 보다 아니오가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유무 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호스피스 완

화의료를 받기 원하십니까?’는 예 62.4%, 아니오 37.6%

로아니오보다예가월등히높은분포를보였으며, 종교

유무 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3.6 의사결정나무

[Fig. 1] Decision making tre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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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종교 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

과 태도에 관한 연구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 및

‘연명의료’ 결정지식에대해일반인들이어느정도인식

하고있는지확인하여호스피스완화의료및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령에 따른 호스피스 인식 조사 결과 연령이 어릴수

록호스피스인식이높게나타났으며나머지문항에서도

대체로 59세 이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최정수등(2015)의 연구에서는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연령대가

20대(20.7%), 30대(15.7%), 40대(9.4%), 50대(16.5%), 60

대(26.0%)였다. 20대와 60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

이낮은것으로조사되어어릴수록호스피스인식이높다

고 조사된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다.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을대상으로연구한김신미홍선우외(2014) 연구에

서는중년기성인의 64%가호스피스완화의료에대해알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72.6%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지식이없다고답하여낮은인식수준을보였다[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호스피

스 인식 정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활

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일반인의 호스피스 인

식부족’이 143명 중 85명(5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손덕승 외(2009)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97.0%가 사전

의료지시서를 모르고 있었고, 특히 고령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인지도가낮았다. 그러나사전의료지시서에대

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95.5%가 찬성을 하였다. 의사들

중 응답자 60.8%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알고 있었으며

97.9%가 제도도입에 찬성을 하였다[11]. 이러한 연구결

과들을볼때호스피스완화의료결정법에대한모든연

령층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죽음교육이죽음인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김광환

등(2014)은죽음교육 참여군이참여하지않은군보다죽

음에대한인식및태도는높고, 죽음교육의필요성에대

해서 더 인식하고 있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

움이 더 적은 것으로 보았다[12]. 호스피스 관련 인식의

모든문항및호스피스의필요성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다만 종교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을 알려준 후 그 필요성에

대해질문한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대해 ‘반드시필

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연령에따라 13.8~32.6%로 연령

이증가할수록높아지는경향을뚜렷하게보여주고있다.

다른 연구조사에 따르면(C, G, LEE), 시설 종사자조차

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에 대해 38.9%가 ‘잘 모

른다’, 6.3%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가건강보험적용대상이된다는사실도

응답자의 44.6%가 ‘잘모른다’고 하였고, 26%는 ‘전혀모

른다’고응답하였다[13].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

기까지 1년여시간이남아있다. 일반국민들이호스피스

완화의료와연명의료결정법을충분히인식할수있도록

그 필요성에 대한 가치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연령대

에맞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법시행을위한적극적

인 정부의 홍보가 필요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수록 임종기 환자가 도움을 받게

되어삶의질이향상될뿐만아니라편안하고좋은죽음

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각 문항마다 종

교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임종과정에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 여부’의

문항에서 ‘아니오’라는 응답이 종교가 있는 그룹은

80.3%, 종교 없는 그룹은 77.8%로 종교가 있는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임종과정에인공호흡여부’의문항에 ‘아니오’라

는 응답이 종교가 있는 그룹은 81.9%, 종교가 없는그룹

은 77.8%로 종교있는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종과정에혈액투석여부’의문항에 ‘아니오’라

는 응답이 종교가 있는 그룹은 85.1%, 종교가 없는그룹

은 77.8%로 종교있는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임종과정에심폐소생술여부’의문항에 ‘아니오’

라는 응답이 종교있는 그룹은 79.3%, 종교없는 그룹은

74.7%로 종교있는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기 원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예’라는응답이종교가없는그룹은 63.9%, 종교

가 있는 그룹은 61.2%로 종교가 없는 그룹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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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원하고 있었으며, 존엄사와 관련된 결

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종교 유무에 따른 인공호흡 시행여부에

대한 결과가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연명치료 중 인공호

흡시행에 동의한 대상이 많이 나왔다고 한 김신미 김기

숙 이인숙 김순이(2013)와 유사하며[14], 종교에 따라 임

종기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는 김신미 홍선우 김진실 김

기숙(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6]. 종교는

삶과죽음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

소로서죽음후내세가있다고믿기때문에마지막순간

에무의미한삶의연장에대해보다단호한입장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5].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와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일반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는연령과교육정도, 종교의유무등을고려하여[16]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통한인식확산을하여야할것

이다.

5. 결론
오랜논란끝에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

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안’ 이 제대

로 시행된다면, 법 제정의 취지대로 호스피스를 받고자

기다리는환자들누구나건강보험혜택을받고공공기관

의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생을 마

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관련지식을일반인이충분히이해하고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

엇보다 호스피스 인력과 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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