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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verif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dvance directive intent among a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1 and 30, 2017, from 398 people.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elderly parents’ 
care burden,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 efficacy, and advance directive int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and Mplus 7.4. 

Results: The hypothetical model demonstrated a good fit: χ2=223.79(df=109, p<.001), 
CMIN/df=2.05 CFI=.96, TLI=.96, RMSEA=.05, SRMR=.06.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wit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17, p=.001; β=.21, p<.001)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11, p=.040; 
β=.19, p=.002), respectively.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dvance directive 
intent(β=.15, p=.007; β=.48, p<.001). Elderly parents’ care burden and health status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dvance directive intent through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β=.01, p=.041; β=.05, p=.036) and advance directive efficacy(β=.06, p=.049; 
β=.16, p=.006), respectively. The variables accounted for 26.1% of advance directive intent of 
the Korean group in their middle-ag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dvance directive education program based on 
variables affecting advance directive intent for individuals in their midd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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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Advance Directive)은 의사 표

현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

지 않는 의료행위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n et al., 2019). 사전연명의료의향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에서 벗어나 환자 개인의 존엄을 최우선으

로 하는 관점에서 삶의 질,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하고 죽음의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신념이 존중되고 전인적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김대숙 등, 2012).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미국은 

요양 시설 환자의 25.0∼30.0%(Rao et al., 2014), 

네덜란드는 전체 인구의 약 7.0%(Raijmakers et al., 

2013), 호주는 요양 시설 환자와 일반인의 1.0∼

7.9%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Taylor et al. 2003). 동양권인 홍콩은 일반

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을 조

사한 결과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 et 

al., 2019).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 만에 사

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

섰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비율

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말기 진단을 받

았을 경우,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영호 등, 2019).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노인, 여성, 

백인, 교육 수준과 경제 상태가 높은 경우, 종교가 있

고 건강 문해력이 좋은 집단에서 높은 편이다(Waite 

et al., 2013). 

우리나라 중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9.4%이

며,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약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이 노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과거

보다 점차 감소할지라도 노부모 생활비 부담을 자녀

가 담당하는 경우가 44.4%에 이르며, 간병 및 병원 

동행 등의 수발 지원은 40.0%, 청소 및 식사 등의 도

구적 지원은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a, 

2019). 한국의 중년층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

서 사회적 안전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가족부양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이 있는 세대이다. 또한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돌봄 제공을 위

한 간병 책임과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로 인해 중년층은 우울, 불안, 피로, 두통, 수면장애, 

분노, 죄책감, 사회적 역할과 일상생활 활동 제한, 경

제적 부담감 등을 경험한다(Hsu et al., 2014). 우리

나라 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 시 본인 의사보

다는 가족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이민혜와 박연환, 2015). 이는 중국과 일

본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족 기능과 의사결

정이 연명의료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낸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Chan et al., 2019; 

Dobbs et al., 2015). 따라서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

주의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족 의사결정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중년

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살펴보는 것은 올바

른 사전연명의료의향 교육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안정

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비록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가 있으나(이미희, 2012), 노

부모 부양부담을 실제로 담당하고, 가족 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에 관한 주 결정자인 중년층을 대상으로 사

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

라서 노인의 주 부양자인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

향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삶의 질을 위한 웰다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연명의료 정책 결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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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있

으며(이미희, 2012), 노부모부양부담이 크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신미 등, 2013; 

Montano & Kasprzyk, 2008). 특히 노인의 사전연

명의료의향 태도 영향 요인으로 건강상태, 연명치료

중단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

향을 상의한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작성 및 의도 영

향 요인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죽음과 건

강상태, 가족부양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행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통

합적 행위 모델(Integrated behavior model)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통합적 행위 모델에서 행동을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이다. 

즉, 의도는 행위 유발 여부를 결정하며, 특정 행위의 

참여나 회피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도에는 태도(Attitude), 개인적 역량(Personal 

agency)이나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이 영향

을 미친다. 그중 경험적 태도는 추천되는 행위 수행

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개인의 정서적인 반응을 말

하며, 그 행위에 대한 대상자의 정서로 측정된다

(Montano & Kasprzyk, 2008). 행위에 대한 강하고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강하고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수행한다. 또 다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개인적 역량으로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포함되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다양

한 장애 또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수행하면서 

자신감 정도를 의미한다. Bandura(1997)는 자기효

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특정 

업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

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

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행위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나 정서와 같은 선행 

요소(Predisposing factor)가 태도와 목표를 향한 개

인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적 특성이나 행위에 대한 

정서인 선행 요소는 행위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

거나 태도나 개인적 역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태도와 개인적 역량은 행위 의도에 직접 영

향을 미친다. 개인적 역량에는 자기효능감이 포함되

며, 자신의 기능 및 환경적 사건에 대한 주요 요인으

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Montano & Kasprzyk, 

2008). 연명치료중단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도 연명치료중단 여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 결

정의 예측 요인이다(이미희, 2012). 웰다잉은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통합하고 부적절한 연명치료를 중단

하는 경우라도 임종간호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임종기 치료 선호도를 명시하는 연명치료

걸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도나 행위에서 필수적

으로 동반되므로(김신미 등, 2013), 연명치료중단태

도를 사전의료의향 의도 예측 요인으로 포함하여 연

구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된다. 노부모부양부

담과 자신의 건강상태는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

명의료의향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김신미 등, 

2013; 이미희, 2012; Montano & Kasprzyk, 2008),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

낸다(이민혜와 박연환,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 행위에 대한 정서와 개인적 특성은 노부모부양

부담과 건강상태를 포함하였고, 태도에는 연명치료

중단태도, 개인적 역량인 자기효능감은 사전연명의

료의향 효능감을 포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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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변인 간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중년층의 사전연명의

료의향 의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설명하는 구조모

형을 제시하며, 셋째,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직ㆍ간접 요인을 검정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Montano 

& Kasprzyk(2008)이 개발한 통합적 행위 모델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포

함한 5개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이 요소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정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즉, 중

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설명하는 직접적

인 요인으로는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

향 효능감을, 직ㆍ간접적인 요인으로는 노부모부양

부담과 건강상태를 구성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

였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40∼64세 중년층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면대면 방법으로 자료 수집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을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

고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며, 우리나라 행정통계에서 

중년층으로 분류되는 만 40∼64세에 해당하는 성인

으로 정의하였다(통계청b, 2019).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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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자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 표본 크기는 관측변수 수의 10∼20배이며(우종

필, 2014), 본 연구에서는 17개의 관측변수로 170∼

340명이 요구되며,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하

여 남, 여 각각 220명씩 440명을 임의 표출하여 조

사하였다. 이 중 설문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8

부를 제외한 총 398(90.4%)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수집자 간 측정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수집 방법을 교육받은 4명의 

학사과정 연구보조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대구ㆍ경북 지역 3

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모집자 공고 게시문’을 통해 대상자를 구하거나 A 

대학교 대학생 학부모로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

라 참여 의사를 받은 후 자료 수집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 중 건강상태 측정 도구인 Todai 

Health Index(THI)는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

게 사용하는 도구이며, 원 개발자와 국내에서 타당도 

검사를 공동연구한 번안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또한 THI를 제외한 모든 도구는 도

구 개발자로부터 전자 우편을 통해 도구 사용 승인

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공통 

요인 수와 요인 항목이 정해졌을지라도 대상자 특성 

차이와 도구의 항목 내용과 요인의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모든 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대

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결혼 형

태, 결혼 기간, 교육 수준, 직업, 종교, 경제 수준, 전

반적 건강 상태, 가족 형태, 자녀 수, 가족 중 말기 

암으로 투병한 사람이 있는지의 유무, 최근 5년 이내

에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1) 노부모부양부담

노부모부양부담은 김명자 등(1996)이 개발한 것

을, 김영애와 김경신(20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수

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님 지원에 대한 시간 투자, 

배우자 갈등, 계속 지원 부담,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

담 등 총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부양부

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서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단일 요인으

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50 이

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5문항을 측정 변인

으로 바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김영애와 김경신, 

2013),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Suzuki 등(1979)이 개발한 것을 임경

희(2002)가 수정 보완한 한국판 THI(Todai Health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영역 10문

항, 정신적 영역 7문항, 영적 영역 3문항, 사회적 영

역 10문항의 총 3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

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공통성이 .50 미만인 12문항을 제외하였으며, 5

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이 기존 도구에

서 사용한 명칭과 동일한 개념으로 수용되는지 확인

한 결과, 신체적 영역 1은 3문항, 신체적 영역 2는 

2문항, 정신적 영역 4문항, 영적 영역 5문항, 사회적 

영역 4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선행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는 .91, 하위 영역은 

.76∼.83이었으며(임경희, 2002),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1, 하위 영역 중 신체적 영역 1은 .86, 신

체적 영역 2는 .71, 정신적 영역은 .64, 영적 영역 

.60, 사회적 영역은 .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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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치료중단태도

연명치료중단태도는 Ko & Lee(200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유익성 7문항, 장애성 9문항의 총 16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유익성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전적으로 동의함’ 7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태도가 긍정적

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성은 모두 역 코딩 처

리하여 계산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유익성 7문항, 장애성 1 4문항, 장애성 2 5문항의 3

개 하위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유익성 .92, 장애성 .91이었으며

(Ko & Lee, 2009),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77, 

하위 영역 중 유익성은 .93, 장애성 1은 .86, 장애성 

2는 .83이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은 이미희(2012)가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항목 중 본인 스스로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결정하는 영역을 이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

의료의향 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

치는 .5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4문항을 

측정 변인으로 바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이미희, 

2012),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는 이미희(20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에 대한 의도, 구두 및 문서로 할 의도가 있는지 등 

총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

향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서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단일 요인으

로 추출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50 이

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3문항을 측정 변인

으로 바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이미희, 2012), 본 연

구에서는 .84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

하여 D 대학교 부속 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 연구심의 결과 면제를 획득하였다(DHUMC-D- 

17005-PRO-01).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배포하여 동의를 구하고, 연구에 참여를 원

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는 서술적 통계, 변

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은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별 도구의 탐색적 요

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 점검을 위해 Kaise- 

Meyer-Olkin 값이 모두 .70이상인 것을 확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sphericity)를 살펴보아 공

통요인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요인회전은 베리맥

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요인의 요인공통성이 .50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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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인 공통분산의 총분산 비율을 살펴보아서 모두 

6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구조모

형의 추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셋

째,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 적합지수

(Absolute fit measure)인 카이자승치(χ2), 표준카이

자승치(χ2/df), 근사오차평균자승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준 평균잔차

제곱합(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중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인 터커-

루이스 지수(Tuker-Luwis index), 상대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로 분석하였다. 넷째, 사전

연명의료의향 의도와 관련된 변수 간의 직접 효

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이

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계산

하였으며, 통계 값에 대한 유의도 검정은 p value 

.05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181명(45.5%), 여자는 

217명(54.5%)이었고, 평균연령은 50.5세였다(Table 

1). 결혼 상태에서 기혼이 365명(91.7%)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285.3개월이었

다. 자녀 수는 2명이 254명(63.8%), 교육 수준은 대

졸 이상이 182명(45.7%), 종교는 무교가 156명

(39.2%)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있음이 348명

(8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제 수준은 

‘보통’이 236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가족

은 부부와 미(기혼)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313

명(78.6%). 지각된 건강 상태는 보통이 196명(49.25)

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중 말기 암으로 투병한 경우

에서, 없음이 388명(97.5%), 최근 5년 이내 가족의 

죽음 경험 여부에서, 없음이 279명(70.1%), 있음이 

119명(29.9%)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9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181 (45.5)

Female 217 (54.5)

Age(years)

40-49 142 (35.7)

50.51±3.9550-59 199 (50.0)

60-64 57 (14.3)

Marital status
Married 365 (91.7)

Others 33 (8.3)

Marriage period(month) 285.33±53.23

Offspring

1 31 (7.8)

2 254 (63.8)

≥3 113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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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의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중년층의 노부모 부양부담의 전체 평균은 2.63점

(범위 1∼5점), 건강상태의 전체 평균은 3.66점(범위 

1∼5점), 연명치료중단태도의 전체 평균은 4.30점

(범위 1∼7점),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의 전체 평

균은 3.75점(범위 1∼5점),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의 전체 평균은 3.49(범위 1∼5점)이었다. 표본의 정

규성을 확인한 결과,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 값이 

각각 –1.01∼0.29와 –0.73∼1.82로 절댓값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의 

Variables Categories n (%) M±SD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162 (40.8)

College 54 (13.6)

Undergraduate school or more 182 (45.7)

Religion

Protestant 68 (17.1)

Buddhist 142 (35.7)

Catholics 22 (5.5)

Nothing 156 (39.2)

Others 10 (2.5)

Job
Yes 348 (87.4)

No 50 (12.6)

Economic status

High 94 (23.6)

Moderate 236 (59.3)

Low 68 (17.1)

Cohabitation family

Couple 15 (3.8)

Couple and unmarried or 
married offspring

313 (78.6)

Couple, unmarried or married 
offspring and parents

25 (6.3)

Couple and parents 5 (1.3)

Others 40 (10.1)

Perceived health status

High 158 (39.7)

Moderate 196 (49.2)

Low 44 (11.1)

Patient with terminal stage 
cancer among the family

Yes 10 (2.5)

No 388 (97.5)

Family death experience in the 
last 5 years

Yes 119 (29.9)

No 279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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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댓값의 범위가 .00∼.75였는데, 단순 상관계수 절

댓값이 모두 .85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변수들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표준화된 요인적재

량의 일반적인 기준은 .50이상이다(우종필, 2014).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

량이 .50 이하인 영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연명치

료중단태도의 유익성 등 16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30

개 문항을 모형 분석에 포함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적합도 지수 결과는 χ2= 

154.01(df=105, p=.001), CMIN/df=1.46, CFI=.98, 

TLI=.98, RMSEA=.03, SRMR=.03으로 나타났다. 

CMIN/df는 3미만, CFI 및 TLI는 .90이상, RMSEA 

및 SRMR은 .80이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간주한다(우

종필, 2014). 따라서 표본 수에 민감한 χ2 통계량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개념 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 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 구성개념들의 CR값은 .74∼.90으로 .70 이

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이 있었다. 잠재변수의 AVE는 .50∼.72로 전

체적으로 기준요건을 충족하여 집중 타당도를 만족

하였다(Table 2). 일반적으로 잠재변수의 AVE 값이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구성개념에 

대한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본 연

구에서 AVE 값은(.50∼.72) 구성개념의 상관관계에

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상관계수 .52의 제곱 .27보다 

크게 나와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398)

Variable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β)
SE CR1 (p) AVE CR2

Elderly parents’ care 
burden

Waste of time .72 .02 25.84(<.001)

.66 .90

Spouse conflict .76 .02 49.43(<.001)

Continued support burden .92 .02 45.14(<.001)

Stress .91 .02 43.03(<.001)

Economical burden .70 .02 24.67(<.001)

Health status
Physical health 1 .79 .03 20.16(<.001)

.50 .74Physical health 2 .65 .04 16.14(<.001)

Social health .66 .04 16.09(<.001)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Barriers 1 .69 .04 16.78(<.001)
.72 83

Barriers 2 .98 .04 21.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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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1=Critical ratio; CR2=Construct reliability; SE=Standard error

2) 가설적 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지수 결과 χ2= 

223.79(df=109, p<.001), CMIN/df=2.05 CFI=.96, 

TLI=.96, RMSEA=.05, SRMR=.06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표본 수에 민감한 χ2 통계량을 제외한 모든 지

표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과 효과분석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여덟 개 중 여섯 

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먼

저 직접 경로의 효과를 살펴보면 노부모부양부담은 

연명치료중단태도(β=.17, p=.001)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 효능감(β=.11, p=.040), 건강상태는 연명치료

중단태도(β=.21, p<.001) 및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

감(β=.19, p=.00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보

였다(Table 3).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는 연령치료

중단태도(β=.15, p=.007) 및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

감(β=.48, p<.00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보

였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대한 영향 변수들

의 설명력은 26.1%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노부모부양부담은 연명치

료중단태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β=.01, p=.041)

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을 매개로 사전연명의료

의향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β=.06, p=.049)

가 유의하였고 총효과(β=.09, p=.008)도 유의하였

다. 또한 건강상태는 연명치료중단태도를 매개로 하

는 간접효과(β=.05, p=.036)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

능감을 매개로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미치

는 간접효과 경로(β=.16, p=.006)가 유의하였고 총

효과(β=.22, p=.001)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부담과 건강상태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직

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β)
SE CR1 (p) AVE CR2

Advance directive 
efficacy

Advance consultation .87 .03 27.59(<.001)

.66 .88
Consultation with others .87 .02 29.94(<.001)

Self-determination .67 .03 17.29(<.001)

Communication with others .82 .02 28.35(<.001)

Advance directive 
intent

Intent .82 02 34.39(<.001)

.65 .84Verbal intent .77 .02 29.47(<.001)

Written intent .81 .02 33.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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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hypothetical model
(n=398)

Path
Standardized
estimates (β)

SE CR (p) SMC

Elderly parents’ care burden →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17 .05 3.24 (.001)

.05
Health status →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21 .06 3.62 (.000)

Elderly parents’ care burden → Advance directive efficacy .11 .05 2.05 (.040)

.04

Health status → Advance directive efficacy .19 .06 3.13 (.002)

Elderly parents’ care burden → Advance directive intention .04 .05 0.84 (.400)

.26

Health status → Advance directive intent -.06 .06 -0.98 (.324)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 
Advance directive intent

.15 .05 2.67 (.007)

Advance directive efficacy → Advance directive intent .48 .05 9.47 (.000)

1)Elderly parents’ care burden →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 Advance directive intent

.01 .01 2.04 (.041)

2)Elderly parents’ care burden → Advance directive efficacy 
→ Advance directive intent

.06 .03 1.97 (.049)

1)+2)Total effect .09 .03 2.65 (.008)

3)Health status → Attitude toward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 Advance directive intent

.05 .02 2.10 (.036)

4)Health status → Advance directive efficacy → Advance 
directive intent

.16 .06 2.77 (.006)

3)+4)Total effect .22 .06 3.34 (.001)

CR=Critical ratio;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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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통합적 행위 모델과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을 통한 주

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모형에서 노부모부양부담은 사전연명의료

의향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로

가 설정되었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며, 연명치

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을 매개로 간

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

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노인부양을 위한 역할부담이

나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노인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주 부양자의 소진이나 건강악화 등의 부정

적 영향이 자주 발생한다(이현주 등, 2015). 오랜 기

간 노인부양을 부담하는 주 부양자는 일반인보다 사

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Hsu et al., 2014). 일반

적으로 노부모부양은 세대 간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

는데, 특히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은 부양자는 자신이

나 배우자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며, 부양 스트레스 또한 매우 높다. 부양자의 스

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감을 유발할 뿐만 아

니라 가족관계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순돌과 김예솔, 2014). 따라서 노부모부양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년층의 대처방안과 심리적 안정을 향

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양부담의 원인과 증상,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노부모부양부

담 정도를 수준별로 나누어 측정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돌봄 교대자 유무나 지각된 경제 상태, 

돌봄 시간 등이 노부모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윤숙 등, 2016). 이는 노부모부양부

담이 부양자의 사회경제적 상태나 가족 지지에 의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

부모부양부담 지각 정도에 따라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와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는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

향 효능감을 매개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간접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되지 

않은 통증이 있거나 장기간의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주변인의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염려 

사항을 지각하는 질병 경험이 있을수록 사전연명의

료의향 결정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Hirayama et al., 2017). 또한 건강 상태는 연명치

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건강 상태는 개인의 일상생

활, 운동능력 및 대인관계 활동의 주요 원동력이며, 

이는 곧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정순돌과 

김예솔, 2014). 또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

의 건강 상태가 악화할수록 임종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연명치료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미

희, 2012). 따라서 임종 과정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주변인과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임종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한편 사

전연명의료의향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타인의 죽

음 회피, 가족관계 악화, 타인에 대한 치료 결정 의존

성,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의료진 설명에 대한 의

구심 등이 있다(Hirayama et al., 2017). 따라서 중

년층을 위한 웰다잉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을 촉진하는 요소와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

명치료에 대한 정보와 내용,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강

화 및 가족 간 유대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가족 상담 

등이 포함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태도는 사전연명의료의

향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명치료중단태도가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및 

결정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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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12; Hirayama et al., 2017). 대상자의 건강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을 촉진한다

(Lynn et al., 2016).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에서는 개

인의 자율성 존중을 바탕으로 대상자, 의료진 및 가

족이 추후 치료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

여 연명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연

명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가족의 의사결정을 더 선호한다(김신미 등 2013). 우

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인 일본에서도 연명치료

중단태도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

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

적이며, 이 중 가족이나 의료진과 연명치료중단 문제

에 대해 논의한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두 배 이상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Matsui & Braun, 2010). 우리나라는 주로 임종 상

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추천되고 있으

며, 특히 노인인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의견이 사전

연명의료의향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신

미 등, 2013).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

국계 노인에서도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이다(Dobbs 

et al., 2015). 따라서 연명치료 의사결정에서 한국 

문화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타인의 임종 과정에 대해서는 삶의 질

을 위해 단순한 연명치료에 불과한 의료행위를 중단

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러나 자신의 노부모가 임종 과정에 처해있을 때는 

연명치료중단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에서 합리

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연명치료

중단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여겨 

이에 대해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도 연명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초래한다. 선행연구에서 중환자실 간

호사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치료로 인해 대상자의 존

엄성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해 갈등을 경험하며, 연명

치료의 연장과 중단에서 오는 딜레마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엄정경 등, 

2018). 다음에는 한국적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임종

기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세대인 중년층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족의 참여를 지원하는 웰다잉 교육프로그

램 개발과 교육이 직장이나 보건소, 도서관 등 다양

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부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중년층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교육이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은 사전연

명의료의향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효능감이 

생전유언 작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 것이다(이미희, 

2012; Ko et al., 2016). 생전유언이나 사전연명의료

의향 계획은 개인이 가족과 의료진과 함께 본인의 

미래 의료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기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

다. 실제로 의료진과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논의하

는 대상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 문서화 이행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 et al., 2019). 반면 사전

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낮은 대상자는 가족이나 의

료진과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의사소

통을 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을 가능

성이 높다. 중년층의 사전의료의향과 연명치료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연명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6%이며, 본인에 대한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80.5%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신미 등, 2013). 연명치료와 사전연명의

료의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명

치료를 알고 있다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

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중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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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전연명의료의향 교육과 

지원시스템은 대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

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명

치료를 포함한 사전연명의료의향 교육에 어떤 내용

과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연령별로 실시될 수 되도

록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모형에서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

도에 노부모부양부담, 건강상태, 연명치료중단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영향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6.1%로 나타났다. 이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 영향요인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 정보 및 건강 문맹 

등이 영향력을 미쳤으며, 25% 설명력을 보였다는 연

구 결과(Waite et al., 2013)와 유사하였으나 사전연

명의료의향 의도 영향요인에 죽음 준비, 가족 및 동

료 지지, 연명치료중단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

감 등이 47% 설명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보다는 낮

게 나타났다(이미희, 2012). 이러한 연구 결과 차이

는 선행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배우자 사망을 경험하는 대상자 비율이 33%를 

차지하였고, 평균 1.5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

으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한 비율이 

47%로 높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악

화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을 더 많이 하게 된다(Lynn 

et al., 2016). 노인은 다른 연령층보다 죽음 불안도

가 낮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 결정을 함으로써 긍정

적인 사후세계로의 진입을 기대하고 죽음을 편안하

게 받아들인다(이미희, 201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간주한 비율은 11.1%로 선

행연구의 대상자보다는 건강상태가 훨씬 좋다고 인

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 설명력에 차이를 보

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모형에 포함되지 않

은 변수 중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알려진 종교, 배우자 및 자녀 유무, 사회경제

적 수준, 성별, 교육 수준(Bischoff et al., 2013) 등

을 포함한 탐색적 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중년층의 사전연명

의료의향 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

라서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

로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

전의료계획에 대한 다양한 홍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가까운 등

록기관 설치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치

료중단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75.6%가 알고 있다고 인지하였으며, 

본인에 대한 연명치료는 80.5%가 신청하지 않겠다

고 응답하여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김신미 등, 

2013). 따라서 중년층의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범위

를 확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연명

치료에 대한 적응증, 방법, 예측에 대한 정보와 교육

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 하위 영역 중 영적 영역 및 

정신적 영역의 Cronbach's α는 각각 .60과 .64이었

다. 건강상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신체적, 정신

적, 영적, 사회적 영역같이 건강상태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Cronbach's α 계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박지영 

등, 2017). 따라서 하위 척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건강상태 척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측정도구 타

당화 연구가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구ㆍ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중년층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

율이 점차 증가할지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가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결정과 문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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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

향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학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중년층을 위한 사

전연명의료의향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보건의료 중재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 결과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에 

연명치료중단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노부모부양태도와 건강상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사전연명의료의

향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26.1%였다. 따라서 중년층

의 사전연명의료의향 교육프로그램은 연명치료에 대

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사전연명의료의향 효능감을 

높이며, 노부모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처전략

과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를 설

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통합적 행위 모

델의 마지막 단계인 행위를 나타내는 사전연명의료

의향 작성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의도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행되었는가에 대한 전향적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사전연

명의료의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프로

그램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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