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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in middle-aged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142 middle-aged adults from August 27th to October 4th, 2019 in G c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participant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was 44.14± 
6.71 and 43.61±3.53,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correct rate in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was 57.1%.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ath anxiety (F=3.75, p=.013),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F=3.02, p=.033),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t=2.31, p=.022)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object to discuss their health statu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t=3.43, p=.001) and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t=2.23, p=.027) depending on whether 
participants perceived the meaning of advance directive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r=.38, p<.001) 
between knowledge of advance directives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in middle-aged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onclusion: Active information-provision and promotional strategies are needed to 
enhance a correct understanding of advance directives for middle-age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with 
a high probability of sudden death to recognize the need for an advance directive and reinforce a posit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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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질환은 사회경제적 발전, 식생활의 변화, 비만, 고혈

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흡연,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사망 순위에서도 악성신

생물(암) 다음 순위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허

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2008년 인구 십만 명당 25.7명에서 

2018년 28.3명으로 증가하 고 연령별로도 40대에서 6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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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70대 이상에서는 기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1]. 이는 생애주기 상 노년기를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사망률

이 높은 중년기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건

강관리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대표하는 심근경색증은 병리학적으로 

장시간 허혈로 심근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근의 괴사

를 유발하는 질환으로[2]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심근경색증은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68~85%로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즉각적인 시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

게 되어[3] 죽음의 위험성과 불안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나서

도 여전히 우울이나 불안증상이 있었다[3]. 심근경색증 발병

이후 불안이 높은 환자는 재발 위험도 높았으며[4], 우울이나 

불안을 동반하여 낮은 정신건강상태를 보인 환자는 급성심근

경색증 후 새로운 심장사건이나 사망 위험이 50%로 나타났다

[5]. 무엇보다 심근경색증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심근경색증의 

추후 재발, 합병증 및 갑작스런 돌연사의 가능성을 두려워하

으며[6],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

한 예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을 외부로부터 

소외시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하려 했다[7]. 이를 볼 때 심근경

색증 환자는 재발이나 돌연사 가능성 등 질병의 특성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심리적 부

담감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기에 환자는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고통을 경

험한다[8]. 특히 심근경색증 환자가 불안을 경험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위험이나 죽음이 예상되는 느낌, 위협적인 

상황 지각, 통제성 상실, 흉통, 질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연약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9]. 심근경색증 환자, 암 환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을 의미하

는 죽음불안 정도를 비교한 결과, 심근경색증 환자집단이 다

른 집단보다 죽음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근경색증 환

자가 경험하는 죽음불안은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서 죽음을 직면하기 때문인 것으로[10] 나타났다. 결국 급성심

근경색증 환자는 질병의 특성 상 늘 잠재되어 있는 추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돌연사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갑작

스런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 등으로 죽음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할 때 웰다잉(well-dying)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준비과

정이라 하겠다. 

누구도 죽음의 과정이나 어떠한 죽음을 경험 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며 불필요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고자하는 요구가 있다[11]. 문제는 생애

말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사전에 건강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

고 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본인의 의사와 상

관없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 또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수행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호스피스 ․ 완
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2016년에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

행해 오고 있다[11]. 또한 최근에는 삶의 질 차원의 웰빙 문화

가 확산되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전연명의료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 표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

다[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란 연명의

료결정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

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에 관한 권

리를 중요하게 다루며 법적 및 윤리적 갈등 소지를 최소한으

로 줄여주거나 배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미리 명시해 놓는 것을 말한다

[1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

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립연명의

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홍보와 기관연계, 교육 등을 통해 활

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 2020

년 12월 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는 총 790,193건에 

불과한 상태이다[12] 한편,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사전의사결

정제도와 생명연장술 거부의 권리에 대한 법적 체계가 갖추어

진 미국, 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일찍부터 활성화되어 왔으나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미국의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의 32.7%, 만성질환자의 38.7%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지역사회 심부전

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1%만이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를 작성함에 따라 심부전 말기에 보건의료시스템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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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을 주고 임종기에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14]. 우리나라 또한 2016년 한 해,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

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를 볼 때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기결정권

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연명

의료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올바른 이해와 함께 환자 

스스로가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명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

었다. 

더욱이 생의 말기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임종에 

직면한 의료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의료진이 의사결정의 주체

가 되는 경우가 많다[7]. 이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이 사

전에 건강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

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국내 ․ 외 선행연구를 보면, 연

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국내의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15]뿐이었다. 국

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연구에서도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16], 지역사회 심부전 환자나 암 환자 혹은 유언장을 등

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현황이나 

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17,18]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 상 재발가능성이 높고 돌연사의 개연성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국내 ․ 
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질병의 특성 상 예기치 못한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생애주기 과정 중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바쁜 

일상으로 질병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

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년

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을 적극 실천하고 잠재적인 죽음불안을 완

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교육전략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죽음불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죽음불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

의 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 순환

기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편의표집 하 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후 

순환기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40세에서 64세의 중년기 환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가 보고를 설문지에 기입할 수 있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

한 자로 하 으며, 의사의 권유에 따라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이 어려운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의 산출근거는 G*Power 3.1.9 프로그

램을 이용하 으며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검정

력(1-β) 95%, 효과 크기 0.30을 산출한 결과, 본 연구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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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수는 134명이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7명으로 

하 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147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이중 응답 자료가 미흡한 5부

를 제외하고 총 14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

무, 배우자 유무, 믿고 의지 할 대상 유무, 건강상태에 대해 의

논할 대상 유무, 응급 상황 시 직접 도움을 줄 대상 유무, 기본

적인 삶 가치를, 건강 관련 특성에는 심근경색증 유병 기간, 심

근경색증 재발 경험, 심근경색증 가족력, 주변인 심근경색증 

유무를,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 여

부, 연명의료결정법 인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미 인

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 시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최종 결정자를 조사하

다. 

2) 죽음불안

죽음불안은 Templer [19]가 개발한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Ko와 Choi [20]가 번안하여 한국인

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죽음불안 척도

(DAS)[19]를 사용하 다. 죽음불안 척도(DAS)는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

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

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25점에서 7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고 Ko와 Choi 

연구[20]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0,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68이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2018년 2월 시행되고 

2019년에 일부 개정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

법)’[11]에서 제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구성요소와 관

련 문헌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들이 초기문항을 구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을 거쳐 개발하 다.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

증은 순환기내과 의사 2인, 노인 간호학 전공 교수 1인, 노인전

문간호사 2인, 호스피스전문간호사 2인, 의료사회복지사 1인, 

목회자 1인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2차에 걸쳐 

검증하 다.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1, 2차 모두 내용 타당도지

수(Content Validity Index)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내

용타당도 검증과정에서 나온 검토의견에 따라 문항 수 변동 

없이 문항내용의 일부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한 후 총 25문항을 

확정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확정된 문항에 대한 문항내

용의 이해 및 가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원에 근무하는 중

년기 요양보호사 5인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설시한 후 문항

의 수정이나 보완없이 총 25문항을 최종 확정하 다. 개발된 

도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개념 4문항,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선택 사항 9문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3문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 3문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가능성 2문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 4문항

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예’ 1점, ‘아니오’

와 ‘모른다’ 0점으로 처리하여 총점은 0점에서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Nolan과 Bruder [21]

가 개발한 Advance Directive Attitude Survey (ADAS) 도

구를 Lee와 Park [22]이 한국어로 번안한 사전의사결정에 대

한 태도 도구[20]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치료선택의 기회 

4문항,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향 8문항, 사전

의사결정이 미치는 향 3문항, 질병의 인식 1문항의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서 점수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의

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는 .74 고 Lee와 Park [22]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9 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98-190611-HR-052-02)을 받은 후 진행하 다. 자료수

집은 2019년 8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대

상자 모집을 위해 G광역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

여 순환기내과 외래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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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

집기간 동안 순환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담당주치의를 통해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소개받은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참여거부 및 철회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

로 자료수집하 다. 이때 연구자는 설문조사에 강제성이 없고 

언제든지 중단 혹은 철회 가능하며 해당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에 입

력하 고, 부호화된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 다. 자료수집 시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정도 소요

되었고, 총 147명에게 배부하 으며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5부

를 제외하고 총 14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

다.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25명(88.0%), 여자

가 17명(12.0%)으로 남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55.8세로 60~64세가 48명(33.8%)로 가장 많

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60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

자 중 60명(42.3%)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121명(85.2%)

이 배우자가 있었다. 대상자 중 122명(85.9%)이 의지 할 대상

이 있고, 가장 의지하는 대상은 배우자가 97명(79.5%)이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논할 대상은 126명(88.7%)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99명(78.6%)으로 의논할 대

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급상황 시 대상자에게 

도움 줄 대상은 128명(9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가 100명(78.1%)으로 가장 도움을 주는 대상이었다. 대상자 

중 94명(66.2%)은 기본적인 삶 가치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서 심근경색증 유병 기간은 평

균 2.77±2.50년으로, 3년 미만이 93명(6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상자의 심근경색증 재발 경험은 126명

(88.7%)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대부분은 심근경색

증 가족력이 없었으며(86.6%), 대상자의 주변인 중 심근경색

증 여부에서도 83명(58.4%)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특성에서 66명(46.5%)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81명

(57.0%)이 연명의료결정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76명(53.5%)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은 대상자 중 61명(43.0%)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들

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기를 평상 시 건강할 때가 27

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진단을 받을 때 14

명(23.0%),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 듣고 난 후 14

명(2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최

종 결정자는 본인이 75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상의 33명(23.2%), 배우자 및 자녀와 상의 26명(18.3%)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정도

대상자의 죽음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2.94±0.45점, 총점 

25~75점 범위에서 평균 44.14±6.71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총점 0~25점 범위에서 

평균 14.27±5.7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역별로 보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개념은 평균 2.99±1.35점(0~4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선택 사항은 평균 4.56±2.57점(0~9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평균 1.47±0.93점(0~3점),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은 평균 1.89±1.09점(0~3점),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변경가능성은 평균 1.30±0.80점(0~2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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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Death Anxiety,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Death anxiety Knowledge of AD Attitudes towards AD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 

Gender Female
Male

 17 (12.0)
125 (88.0)

3.17±0.43
2.91±0.44

2.29
(.024)

0.58±0.27
0.57±0.23

0.16
(.873)

2.65±0.24
2.74±0.22

-1.50
(.137)

40~44
45~49
50~54
55~59
60~64

 3 (2.1)
 22 (15.5)
 31 (21.8)
 38 (26.8)
 48 (33.8)

55.83±5.66

2.87±0.59
3.06±0.29
3.03±0.45
2.87±0.39
2.90±0.53

1.08
(.369)

0.72±0.08
0.52±0.24
0.59±0.23
0.59±0.19
0.55±0.26

0.82
(.516)

2.79±0.16
2.65±0.19
2.71±0.22
2.73±0.20
2.76±0.25

1.06
(.379)

Age (year)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Middle schoolb

High schoolc

≥Colleged

 5 (3.5)
 22 (15.5)
 60 (42.3)
 55 (38.7)

2.57±0.66
2.89±0.55
3.01±0.34
2.93±0.48

1.67
(.170)

0.46±0.24
0.41±0.27
0.59±0.22
0.62±0.20

5.60
(.001)

c, d＞b

2.61±0.15
2.67±0.28
2.72±0.19
2.77±0.23

1.47
(.226)

Religion Yes
No

 60 (42.3)
 82 (57.0)

3.03±0.46
2.88±0.43

1.95
(.054)

0.58±0.24
0.56±0.22

0.51
(.610)

2.78±0.23
2.69±0.21

2.55
(.012)

Presence of a 
spouse

Yes
No

121 (85.2)
 21 (14.8)

2.97±0.41
2.79±0.61

1.71
(.090)

0.59±0.23
0.47±0.23

2.27
(.025)

2.74±0.21
2.64±0.25

2.06
(.042)

Having someone to 
trust (n=122)

Parentsa

Spouseb

Childrenc

Othersd

 5 (4.1)
 97 (79.5)
 7 (5.7)

 13 (10.7)

2.77±0.34
2.97±0.39
2.96±0.39
2.61±0.56

3.25
(.024)
b＞d

0.54±0.29
0.59±0.23
0.31±0.26
0.57±0.22

3.31
(.023)
b＞c

2.84±0.13
2.75±0.21
2.62±0.35
2.73±0.14

2.42
(.070)

Having someone to 
discuss health 
issues (n=126)

Parentsa

Spouseb

Childrenc

Othersd

 6 (4.8)
 99 (78.6)
 7 (5.6)

 14 (11.1)

2.90±0.44
2.99±0.39
3.00±0.51
2.59±0.52

3.75
(.013)
c＞d

0.55±0.26
0.58±0.23
0.34±0.19
0.64±0.21

3.02
(.033)
d＞c

2.83±0.12
2.75±0.22
0.34±0.19
0.64±0.21

1.17
(.325)

Having someone to 
help in emergency 
(n=128)

Parentsa

Spouseb

Childrenc

Othersd

 4 (3.1)
100 (78.1)
 9 (7.0)

 15 (11.7)

2.85±0.55
2.99±0.40
2.77±0.41
2.80±0.47

1.68
(.174)

0.49±0.31
0.58±0.23
0.39±0.24
0.61±0.22

2.28
(.083)

2.81±0.13
2.75±0.22
2.54±0.29
2.72±0.17

2.81
(.042)
a＞c

Basic life values Living longer
Quality of life

 48 (33.8)
 94 (66.2)

2.87±0.44
2.98±0.45

-1.33
(.186)

0.46±0.26
0.63±0.19

-4.33
(＜.001)

2.69±0.23
2.75±0.21

-1.57
(.119)

AD=Advance directives; M=Mean; SD=Standard deviation.

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은 평균 2.05±1.20점(0~4점)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의 정

답률은 57.1%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보면,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미리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가 79.6%로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작성자의 배우자, 직계비

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모두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가 11.3%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73±0.22

점, 총점 16~64점 범위에서 평균 43.61±3.53점을 나타냈다. 

하위 역별로 보면, 치료선택의 기회는 평균 10.94±1.54점

(4~16점),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향은 평균 21.62 

±1.97점(8~32점), 사전의사결정이 미치는 향은 평균 8.92± 

1.16점(3~12점), 질병의 인식은 평균 2.09±0.52점(1~4점)을 나

타냈다.

4.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를 보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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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Death Anxiety,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D according to Health related and AD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eath anxiety Knowledge of AD Attitudes towards AD

M±SD t or F (p) M±SD
 t or F (p)
 Scheffe ́́ M±SD

 t or F (p)
 Scheffé́

Duration of MI
(year)

≤3 
≥3 

 93 (65.5)
 49 (34.5)
2.77±2.50

2.96±0.43
2.77±0.59

1.52
(.131)

0.58±0.22
0.54±0.24

1.04
(.302)

2.72±0.22
2.74±0.23

-0.63
(.533)

Experience of MI 
recurrence

Yes
No

 16 (11.3)
126 (88.7)

2.90±0.45
2.95±0.45

-0.45
(.655)

0.52±0.26
0.58±0.23

-0.88
(.379)

2.73±0.33
2.73±0.20

0.09
(.927)

Family Hx of MI Yes
No

 19 (13.4)
123 (86.6)

2.74±0.52
2.98±0.43

-2.20
(.030)

0.62±0.18
0.56±0.24

1.03
(.305)

2.84±0.22
2.71±0.22

2.36
(.020)

Neighboring Hx 
of MI

Yes
No

 59 (41.6)
 83 (58.4)

2.93±0.54
2.95±0.37

-0.35
(.729)

0.57±0.23
0.57±0.23

-0.01
(.991)

2.78±0.20
2.69±0.23

2.40
(.018)

Thoughts of death Yes
No

 66 (46.5)
 76 (53.5)

3.04±0.41
2.86±0.46

2.51
(.013)

0.61±0.21
0.54±0.25

1.91
(.058)

2.75±0.19
2.70±0.24

1.34
(.182)

Awareness of LST 
decisions act

Yes
No

 81 (57.0)
 61 (46.5)

2.92±0.44
2.97±0.46

-0.68
(.497)

0.60±0.20
0.53±0.27

1.87
(.064)

2.77±0.22
2.67±0.21

2.82
(.006)

Awareness of AD 
meaning

Yes
No

 76 (53.5)
 66 (46.5)

2.95±0.45
2.93±0.45

 0.24
(.808)

0.63±0.18
0.50±0.26

3.43
(.001)

2.76±0.22
2.68±0.22

2.23
(.027)

Willingness to 
write an AD

Yesa

Nob

Not surec

 61 (43.0)
 20 (14.1)
 61 (43.0)

2.90±0.43
2.84±0.58
3.02±0.41

1.66
(.194)

0.62±0.21
0.49±0.24
0.55±0.23

3.04
(.051)

2.78±0.24
2.73±0.18
2.67±0.20

3.64
(.029)
a＞c

When to write 
an AD (n=61)

Healthya 

Diagnosed diseaseb

Hospitalizedc

Terminally illd

 27 (44.3)
 14 (23.0)
 6 (9.8)

 14 (23.0)

2.87±0.51
2.91±0.41
2.63±0.43
3.06±0.17

1.50
(.225)

0.69±0.19
0.61±0.15
0.43±0.35
0.58±0.19

2.92
(.042)
a＞c

2.82±0.26
2.73±0.12
2.90±0.49
2.69±0.13

1.56
(.209)

Main decision 
maker of AD

Selfa

Spouseb

Spouse and childrenc

Othersd

 75 (52.8)
 33 (23.2)
 26 (18.3)
 8 (5.6)

2.15±0.50
3.02±0.34
2.97±0.40
2.85±0.44

0.68
(.565)

0.60±0.22
0.58±0.23
0.53±0.21
0.35±0.25

3.49
(.018)
a＞d

2.75±0.23
2.69±0.18
2.74±0.19
2.61±0.31

1.33
(.266)

AD=Advance Directives; Hx=History; LST=Life-sustaining treatment; M=Mean; MI=Myocardial Infarction; SD=Standard deviation; *p＜.05.

(t=2.29, p=.024), 믿고 의지 할 대상(F=3.25, p=.024), 건강상

태를 의논할 대상(F=3.75,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 믿고 의지 할 대상에서는 배우자인 경

우가 기타보다, 건강상태를 의논할 대상에서는 자녀인 경우가 

기타보다 죽음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죽음불안은 심근경색증 가족력 유무(t=-2.20, p=.030), 죽음

에 대한 생각 유무(t=2.51,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ables 1,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의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F=5.60, p=.001), 배우자 유무(t= 

2.27, p=.025), 믿고 의지할 대상(F=3.31, p=.023), 건강상태

를 의논할 대상(F=3.02, p=.03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사후 분석 결과, 고졸이나 대졸 이상이 중졸보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가 자녀보다, 건강상태 의논할 대

상이 기타인 경우가 자녀인 경우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

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인 삶의 가치(t=-4.33, p<.00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미 인지 여부(t=3.43, p=.001),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시기(F=2.92, p=.042),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최종 결정자(F=3.49,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건강

할 때 하는 것이 입원 시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최종 결정

자는 본인이 기타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s 1,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의 차이를 보면, 종교(t=2.55, p=.012), 배우자 유무(t=2.0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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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응급 상황 시 도움 줄 대상(F=2.81, p=.042)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 응급 상황 시 도움 줄 대

상이 부모인 경우가 자녀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

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

한 태도는 심근경색증 가족력 유무(t=2.36, p=.020), 주변인 심

근경색증 유무(t=2.40,p=.018), 연명의료결정법 인지 유무(t= 

2.82, p=.00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미 인지 여부(t=2.23, 

p=.02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F=3.65,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는 경우가 잘 모르겠다보다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s 1, 2). 

5.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8, p<.001). 반면, 죽음불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죽음불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죽음불안은 평균 2.94점(5점 만점)으로 중

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

용하여 24시간이내 입원한 심장질환 환자[23], 심장중환자실

에서 치료 후 퇴원예정인 급성심근경색 환자[24]를 대상으로 

죽음불안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중간정도를 나타내 본 연구와 

일치하 다. 반면, 지역사회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불

안을 본 연구도구와 다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도구(Fear of 

Death Scale)로 측정한 연구에서도 중간정도의 죽음불안을 

나타내[25] 중년기 성인의 죽음불안이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 맥락에 의해서도 죽음불안이 존재

함을 시사해 주었다. 이는 중년기 성인의 죽음불안을 이해하

기 위해 Q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중년기 성인의 죽음불안을 예

측한 결과, 중년기 성인의 죽음불안은 죽음으로 인해 자기 자

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갑작스런 자신의 죽음으로 인

한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불안,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상실에 

대한 불안 및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26]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회복기 초기 중 ․ 노년기 급성 심근경색

증 환자의 건강행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들은 퇴원 후 심근경색증에 대해 적극적으

로 알아가면서 질적인 삶을 위해 건강행위를 실천하려는 동기

를 강화하고 심근경색증 재발이나 합병증,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불건강행위

를 건강행위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 다[27]. 결국,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생애주기 상 혹은 질병 특성상 

노년기를 앞둔 시점에서 급성기가 지나고 회복기에 접어들면

서 건강행위 변화를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조절하면서 질병

을 관리하고 주변인의 질병발생과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을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만 갑작스

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높지 않은 상태로 늘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정답률 57.1%, 총점 평균 14.27점(0~25점)으로 중간정도

를 나타냈다.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관련 

연구를 보면, 2011년에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국내 ․ 외 문헌 고

찰과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도구를 활용하여 중년기 

성인[15], 노인 만성심장질환자[28]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

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 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활용된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도구는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반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조차도 2019년에 개정된 

내용을 반 하지 못해 실제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비교,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2019년에 개정되어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반

하여 개발한 도구를 통해 평가하 으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수준을 파악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Table 3. Correlation among Death anxiety,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of AD (N=142)

Variables
Knowledge of 

AD
Attitudes toward 

AD

r (p) r (p)

Attitudes toward AD .38 (＜.001)

Death Anxiety .07 (.359) -.05 (.565)

AD=Advance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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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대상자의 사전의료의

향서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웰빙(well-being)

의 연속선상에서 건강할 때 웰다잉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

록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

를 위한 실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대상자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문항별 정답률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미

리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문항이 가장 높은 반면, ‘작성자

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모두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문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사전의

료의향서의 기본 개념은 알고 있으나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

한 세부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

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관이나 지자체 보

건소 등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 

세부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제도 홍보와 함께 적극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

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심부전 환자[16], 복지관 이용 노인[22], 

노인 만성심장질환자[28]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

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매우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므로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실제적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실천 전략이 다각

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특히 대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대한 태도 평가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항목이 ‘만약 

내가 아파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받고 싶은 생의 말 

치료에 대해 문서화 해 두는 것이 나의 가족이 갈등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로 나타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

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환자 본인이 행사함으로써 연명치료 

결정과 관련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시사해 

주었다. 반면 ‘나는 사전의사결정을 작성할 만큼 그렇게 아프

지 않다’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평가 항목 중 가

장 점수가 낮게 나타나 대상자들은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나 

안정기에 접어듦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

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 대부분은 심근경색증 재발경험이 

없고 재발가능성이나 갑작스런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질병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부정적 태

도를 나타냈다. 이는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

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

구[22]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대한 태도 수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다소 긍정적인 수준에 정

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

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은 성별, 믿고 의

지할 대상, 건강상태를 의논할 대상, 심근경색증 가족력 유무, 

죽음에 대한 생각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죽음불안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

다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심장질환자

[23], 일반 성인[29]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 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 상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모두에서 여성이 남

성보다 죽음불안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

에서 죽음불안이 성별차이를 나타내는지 본질적인 탐색이 필

요하다. 본 연구대상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

가 기타에 비해, 건강을 의논 할 대상이 자녀인 경우가 기타에 

비해 죽음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에 이환

된 대상자가 가족이외의 타인보다는 가족 구성원을 신뢰하고 

의지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더 느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나 자녀의 지지가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의 죽음불안에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주었

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대상자들이 그렇

지 않은 대상자보다 죽음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불안을 조사한 연구[29]에서도 일치

된 결과를 나타내 죽음에 대한 생각여부가 죽음불안의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

한 지식은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믿고 의지할 대상, 건강상태

를 의논할 대상, 기본적인 삶의 가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

미 인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최종 결정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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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죽음불안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관계

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의 차

이는 ‘고졸’, ‘대졸 이상’이 ‘중졸’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아 본 연구를 뒷받

침해 주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자녀보다

는 배우자인 경우, 건강상태 의논할 대상이 자녀보다는 기타

인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발달 특성 상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 노화, 사회적 역

할의 변화, 주변인들의 죽음 목격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보다

는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되고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

녀보다는 비슷한 동년배인 친구나 친척 등 타인과 소통하고 

더 의지할 개연성이 높아[26] 죽음과 관련하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

다. 본 연구대상자는 기본적인 삶의 가치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통해 오래 사는 것 보다는 삶

의 질에 가치를 두고 자기결정권에 의해 삶을 마무리하는데 

삶의 가치를 두는 대상자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은 대

상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를 인지하는 대상자에게

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기

에서는 건강할 때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입

원 시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7]와 일치함에 따

라 개인이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

고 자기결정권에 관한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어 법적 및 윤리

적 갈등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거나 배제하고자 제도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취지[11]와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또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최종 결정자에 대해 본인이라고 응

답한 대상자가 기타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잘 반 해 주었다. 이는 외래 환자와 가족[30], 지역사회 노인

[7]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인이 사전의료의향서의 최종 

결정자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를 볼 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본질적 의미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

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어 생애말기에 본

인의 의지대로 웰다잉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함께 가

족구성원 또한 의사결정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전

략과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

한 태도를 보면,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응급 상황 시 직접 도

움 줄 대상, 심근경색증 가족력 여부, 주변인 심근경색증 환자 

유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 인지 여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의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부

전 환자[16], 노인 만성심장질환자[28]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 종교와 배우자의 여부가 사전의료

의향서 태도에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심근경색증의 가족력이나 주변에 심근경색증 환자가 있는 경

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심근경색증 환자 중 심근경색증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대상에서 심근경색증 증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31]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 개인의 신념을 반 하며 인구사회

학적 상황과 건강, 기능적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인의 

결정에 향을 주어 가족이나 개인의 경험이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도 향을 준다[18]. 이를 볼 때, 질병 특

성 상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

증 질환 자체의 심각성을 경험했던 가족이나 주변인의 경험이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할 의지가 있는 대상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의지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32]와 일치하 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확

한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행위로서 실천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개별적 접근전략 모색이 필요

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죽음불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

식 및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성인[15], 심부전 환자[16], 

노인 만성심장질환자[28]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결국 자신의 의사가 반 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 

행동적 실천인 작성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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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태도를 내재화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

해주었다. 또한 중년기 성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 의료진으로부터의 의학 정보제공 및 

작성 권유를 요구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15] 본 연구

결과 뒷받침해 주었다. 따라서 중년기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

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의학적 문제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연관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환자와 가족들

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원활한 소통이 이루

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

구대상자의 죽음불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지식이나 태

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노년기를 앞

둔 중년기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으나 죽음이 아

직 실감나지 않고 현재 주어진 부담이나 일들이 많아 죽음의 

관점에서 과거를 반추해 보는 작업이 부족할 수 있고[26], 질

병 특성상 재발률이 높아 죽음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치료를 통한 급성기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으로의 회복

이 빨라지면서 생명위협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 준비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연구되지 않았

던 노년기를 앞두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으로 자칫 준비되

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의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 다. 

또한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제도의 활

성화 및 정착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에

서 적용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도구는 기존 도구

에서는 반 되지 않은 최근에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내의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반 하여 조사한 국내 첫 도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급성기 치료 

후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급성심근

경색증의 진단 및 치료시기에 따른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환

자의 인식에 차이를 고려하는데 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한 추

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죽음불

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의 관계를 파

악하 다. 그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나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질환과 관련된 건강관리

와 함께 질병 특성 상 예기치 못한 죽음에 대비하여 건강할 때 

자기결정권이 반 된 웰다잉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중년기 심근경색증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권고수준인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 죽음준비의 관점에서 가족이

나 의료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동시에 필요

함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중년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전

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 급성심근

경색증 환자의 특성에 맞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 의료인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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