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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의 변

화와 심리·정서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추상적인 사

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킴으로서 자

신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발달적 특징을 갖는다[1]. 이러한 

시기에 자신 및 주변,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죽음의 경험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변화, 

사회적인 역할 증대와 과중한 역할부담에서 초래되는 긴장과 

혼란에 더불어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초래한다[2].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선행연구를 볼 때, 청소년들

의 상당수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

하고 있어[3,4] 청소년들이 죽음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 탐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생명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초래된 삶과 죽음

의 변화된 상황은 죽음에 대한 논의를 윤리적 토론의 대상에서 

현실적 제도의 일편으로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2

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5]된 후 

1년 5개월 만에 약 5만 4천 명가량의 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통하여 존엄사를 선택하는 등[6] 존엄사 또는 웰-

다잉으로 불리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법제도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하는 것으로[5]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죽

음은 불길하고 슬픈 생의 종말로서 회피하여야 하는 두려운 것

으로 생각하는 등[3,4]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7]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존엄사, 웰다잉 등으

로 이해되는 안락사에 대한 수용도가 동양권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이마저도 점차 더 하락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의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이들

이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의료의 상황

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장애로 작용한다[8]. 이에 대하

여 Park [8]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선택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의

료윤리 역량을 강조하며, 의료윤리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청

소년들에게 생명과 죽음, 치료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건

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생명존중이란 생명에 대하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인식하고 인간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9].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은 삶의 의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며[10], 청소년의 자

살 등 죽음에 관련된 제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11-13].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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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14]에서도 생명존중교육의 효과크

기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은 이

들의 죽음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Jung 등[1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명존중은 죽음 인식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

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생명존중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연구들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주

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16,17]. 그러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생명윤리의식과 죽음과의 관련성은 주

로 자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국내에서 생명윤리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도덕생명윤리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연구[18]와 청소

년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내용[19],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

식과 종교교육[20] 등이 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연구 역

시 대부분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환자실 보호자[21,22]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만 있을 뿐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

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확

인한다.

•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청소년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제 변수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다. 

• 청소년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

문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인자 5의 

조건에서 최소 138명이 산출되어[24] 탈락률 30%를 고려한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생명존중의식 

생명존중의식은 Lee 등[25]이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 수준

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써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연령, 성별, 국적, 빈부, 지식, 장애 등에 따라 생명존

중의 정도가 다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의미의 일관성을 위하여 긍정문항을 역산하여 계

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존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5]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66

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5였다.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Park [26]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Byun 등[21]이 수정하고 보완

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문항 15문항, 부정문

항 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 ‘매우 그렇지 않

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청소년 대상 적절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보건교사 각 1인에게 문항의 

의미와 적절성을 검토 받아 일부 수정하였으며, 중학생 4명, 고

등학생 2명에게 사전 조사하여 의미 전달 등을 확인하여 사용

성을 검토하였다. 의미의 일관성을 위하여 긍정문항은 역산하

였고, 전체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Byun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이

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근접모집단은 수도권 및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수도권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대전광역시의 1개 고등학교를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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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및 공동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본 연

구의 목적과 의의,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이에 자료수집에 동의

한 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보건/담임교사의 입회하에 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자가 학생

들에게 연구의 목적, 의의, 참여과정 및 절차, 동의철회의 가능, 

연구 참여의 이익과 불편, 연구 참여 거절 시에도 어떤 불이익

이 없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시행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는 즉

시 회수하였다. 학급단위로 자료 수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

체 192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192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설문 7부 제외한 185부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변수는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연구변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사후 

분석하였다.

• 주요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 청소년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대학의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IRB No: 2019-01-03- 

051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

지는 부호화하여 분석되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

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암호화되어 연구자만

이 접근가능한 곳에 저장·보관·관리되며, 3년 뒤 복원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예정이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6.2%(104명)이었으며, 여학생이 

43.8%(81명)이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65.4%(121

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68.1%(126명)로 가

장 많았으며, 개신교 및 가톨릭 신자가 22.7%(4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대상자는 58.4%(108

명)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많았으며,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

서는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63.8%(118명)로 더 많았다. 본인이 

병원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54.1%(100명)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다소 많았다.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경

험이 있는 대상자가 63.2%(117명)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으나, 생명존중에 대하여 교육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도 

36.8%(68명)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는 대상자가 53.5%(99명)로 인식

하고 있는 대상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91.4%(169명)의 대상자

들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있는 대상자에게 알고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34.1%(63명)가 인공호흡기 치료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중환자실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27.6%(51명), 심폐소생

술은 22.7%(42명), 혈액투석은 11.4%(2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1).

  

대상자의 생명존중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생명존중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으로 나타

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인종 간 동등한 생명존중에 대한 문

항이 평균 4.44점, 태아 존중문항이 평균 4.31점으로 높은 점수

를 보였다. 반면, 범죄자의 생명존중에 대한 문항이 평균 2.43

점, 다른 생명체보다 인간이 더 귀중한가에 대한 문항이 평균 

3.04점으로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다(Table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5

점이었다(Table 2).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해야 한다’가 평균 3.51점이었으며, 다음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

켜야 한다’가 평균 3.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무런 치

료나 처치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의료인의 도

리가 아니다’는 평균 2.6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회

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심정지가 예상될 때 심폐소생술 금지 

승낙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가 평균 2.81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학년, 가족 혹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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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경험, 생명존중 교육 경험 여부와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 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이었으며(F=12.21, p<.001),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자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자보다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t=2.35, p=.020). 또한 생

명존중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교육 경험이 있는 대

상자보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t=2.97, 

p=.004),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는 대상자가 인식이 있는 

대상자보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t=-4.42, p<.001) (Table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생명존중의식(r=-.19, 

p=.01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여부(r=-.31, p<.001), 생명존중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r=-.22, p=.003),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r=-.17, p=.020)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r=.13, p=.075) (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Differences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WL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5)

Variables Categories n (%)
Attitudes toward WLST

Mean±SD t or F (p)

Gender
Male 104 (56.2) 3.08±0.41 1.01 (.316)
Female  81 (43.8) 3.02±0.36

Grade

Middle school Third  18 (9.7) 2.67±0.24a 12.21 (<.001)
a<b,c‡

High school
First  46 (24.9) 3.00±0.43b

Second 121 (65.4) 3.12±0.36c

Religion

Christianity (including catholics)  42 (22.7) 2.97±0.38 1.68 (.189)
Buddhism  17 (9.2) 2.99±0.34

No religion 126 (68.1) 3.09±0.40

Experience death 
(family or acquaintance)  

No  77 (41.6) 3.13±0.40 2.35 (.020)
Yes 108 (58.4) 2.99±0.38

Experience pet death
No 118 (63.8) 3.05±0.40 0.17 (.864)
Yes  67 (36.2) 3.04±0.39

Experience of hospital admission 
or operation

No  85 (45.9) 3.00±0.35 -1.66 (.099)
Yes 100 (54.1) 3.09±0.42

Experience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No  68 (36.8) 3.16±0.39  2.97 (.004)
Yes 117 (63.2) 2.99±0.38

Experience of WLST education
No 169 (91.4) 3.03±0.39 -1.79 (.075)
Yes  16 (8.6) 3.22±0.35

Knowing about WLST
No idea  99 (53.5) 3.16±0.35  4.42 (<.001)
Yes†  86 (46.5) 2.92±0.40

if) Yes CPR  42 (22.7)

Ventilator  63 (34.1)

HD  21 (11.4)

ICU admission  51 (27.6)

WLST=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D=hemodialysis; ICU=intensive care unit.
†Multiple response; ‡Scheffé test.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LST 
and Variables (N=185)

Variables

Attitudes 
toward WLST

r (p)

Respect for life -.19 (.010)

Experience death (family or acquaintance) -.17 (.020)

Experience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22 (.003)

Experience of WLST education .13 (.075)

Knowing about life sustaining treatment -.31 (<.001)

WLST=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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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ect for Life and Attitudes toward WLST         (N=185) 

Variables
Mean±SD

(Sum)
Mean±SD 
(5 Points)

Min-Max

Respect for life (Overall) 44.87±5.90 3.74±0.49 28.00-58.00

1. Adults should be more respected than youth. 3.43±1.08 1-5

2. Disable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inferior to normal people. 3.81±1.05 1-5

3. Babies who have not yet been born cannot be called creatures. 4.31±0.92 1-5

4. Wealthy people should be treated more than poor people. 4.24±0.91 1-5

5. People who have learned a lot should be treated more than people who have not 
learned.

4.01±1.05 1-5

6. Men are more competent than women. 4.21±0.92 1-5

7. Whites are superior to blacks. 4.44±0.77 2-5

8. Those who commit a vicious crime are not worth protecting. 2.43±1.25 1-5

9. For me, it's okay to sacrifice a little to others. 3.61±1.07 1-5

10. I think that there is nothing as precious as life.† 3.58±1.23 1-5

11. Humans are more valuable than any other living thing.† 3.04±1.30 1-5

12. Humans have the right to freely change the natural environment as needed. 3.78±1.06 1-5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verall) 57.95±7.46 3.05±0.39 41.00-77.00

1. Even non-recoverable patients should use all possible treatment methods to prolong life. 3.45±1.07 1-5

2. If non-recoverabl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k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medical staff should allow this.

3.00±1.05 1-5

3. If an unrecoverable patient want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rather than the 
suffering, this is better way for the patient.

3.03±1.14 1-5

4. For an old and unrecoverable patient,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way to 
end of their life. 

2.88±1.00 1-5

5. Requests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s from the religious beliefs of an 
unrecoverable patient or patient's family should be respected.

2.97±1.07 1-5

6. If an unrecoverable patient or family member refuses to insert an endotracheal tube for 
ventilator therapy, this should not be done, even if it is a necessary treatment†

3.10±0.96 1-5

7. If the patient or family refuses, the medical staff should stop administering a blood 
pressure booster (vasopressor drugs) even if the blood pressure of the unrecoverable 
patient drops.†

3.16±0.99 1-5

8.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should be performed if a heart attack occurs even if the 
patient is irreversible.

3.51±1.25 1-5

9. Objective and ethical guidelines are necessary when deciding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3.12±1.10 1-5

10. Families have the right to decide on the patient's death. 3.00±1.16 1-5

11. Patients have the right to decide their own death. 3.07±0.95 1-5

12. For organ transplantation, end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on-recoverable patients 
should be permitted.

3.08±0.93 1-5

13. If the patient's family desires, the ventilator should be stopped from the unrecoverable 
patient.†

2.94±1.01 1-5

14. If the patient's family desires, gradual weaning from the unrecoverable unconscious 
patient is caring for the patient.

2.98±0.99 1-5

15. If a patient without a family is irreparable, it is natural for the medical staff to make 
a decision to end life-sustaining treatment. 

3.03±1.08 1-5

16. If an unrecoverable patient wishes to be voluntarily discharged, the medical staff must 
obtain a signature from the immediate family and discharge patient. 

2.81±1.00 1-5

17. For non-recoverable patients, it is advisable to receive DNR permission in advance, 
when cardiac arrest is expected. 

3.23±1.18 1-5

18. Even if the patient is not recoverable, if he is in the hospital, essential medications 
should be given.

3.77±0.86 1-5

19. It is not the medical personnel's duty to observe the patient dying without any 
treatment or action.†

2.61±1.24 1-5

WLST=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DNR=Do Not Resuscitate.
†Revers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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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명치료중단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

기 위하여 잔차의 자기상관(Durbin-Watson의 통계량=1.290), 잔

차의 정규성과 선형성,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의 상관계수는 0.8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0.31∼0.13), 예측 

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모형의 오차의 다중공선

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94∼.98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2∼1.07로 기

준 값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 연구변수인 생명존중의식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존중의식과 일

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유의했던 네 가지 변수와 함께 최종 회

귀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

중회귀분석 결과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여부,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교육받은 경험 여부, 생명존중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및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 여부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16.7% 설

명하였다(F=8.39, p<.001). 자세히 살펴보면,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β=-.30,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β=.21, p=.003),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β=-.16, p=.021),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

는 경우(β=-.13, p=.0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에서 

생명존중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 p=.347)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들은 스스로 병원에 입원 또

는 수술을 한 경험이 전체의 과반수(54.1%)를 넘었으며, 가족이

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 역시 과반수이상(58.4%)에서 경험한 적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질

병 또는 죽음이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경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연명치료에 대해 인식이 없

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는 점(53.5%)은 이들이 경험해온 질병이

나 죽음에 있어서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거

나 TV, 영화, 소설과 같은 다중매체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는데[3], 특히 다중매체의 죽음은 폭력과 살인, 

자살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되

살아나기도 하는 등 현실적 죽음과 괴리가 크다는 점[4]을 주목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죽음이

나 애완동물의 죽음이 이후 심각한 사회부적응으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점[3]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죽음의 특성을 면밀히 살

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경우 죽음에 대한 거

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 자체에 대하여 낯설고 불길한 감정

을 가지고 있다[4]. 특히 죽음을 삶과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해

하고 일종의 금기로 파악하며, 상실과 슬픔으로 인식하는 등 죽

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하기 쉬우므로[3,4] 청소년의 죽음경

험의 특성, 죽음인식에 대한 특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05점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

켰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대한 문항과 가능한 모든 치

료방법을 동원하여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연장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한 문항이었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동의

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

료인의 태도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이를 방관하는 것은 의료인

의 도리가 아니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연명의료중단을 거부할 수 있는 의료인들의 권한

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Kim 등 [17]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회복 불가능한 환

자의 경우 심정지가 예상될 때 심폐소생술 금지 승낙을 받는 

<Table 4> The Influencing Factors of Attitudes toward WLST  (N=185) 

Variables β t (p) Adjusted R² F (p)

Respect for life -.07 -0.94 (.347) .167 8.39 (<.001)
Knowing about life sustaining treatment† -.30 -4.19 (<.001)

Experience of WLST education† .21 2.97 (.003)

Experience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16 -2.32 (.021)

Experience death†(family or acquaintance) -.13 -1.97 (.039)

WLST=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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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람직하다’, ‘회복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일수록 연명치료 

중단은 그들의 여생을 마감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종교적 신념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존중해주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환

자의 경우 회복 불가능하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문항들이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상자는 연명치료중

단에 대한 정의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여

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교육 여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경

험 여부,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여부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약 16.7% 설명하였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련요인으로 

제시되어 온 생명윤리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Kim 등 [16], Kim 등 [17]의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것과 상반된다. 이는 선행 연구와 대상자의 차

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연구의 대상은 성인일 뿐 

아니라 간호 대학생[16,17]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과 생명윤리적 개념이 청소년보다 정교하게 발달하였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정확한 결과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생명

존중과 관련된 총론을 중심으로 일방적 지식 위주의 이론을 표

면적으로 교육받고 있어[27,28]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인간 존

엄성의 위기생황이나 이에 대한 깊은 생각을 유도하기에 부족

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63.2%로 과반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

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대상자가 53.5%였으며,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91.4%)를 차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부조화가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여 영

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여부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로 확인되

었는데,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생명존중교육을 받

지 않은 경우, 지인이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적 없는 경우 연

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

운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면 지인의 죽음이나 관련 교육을 경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 이

는 연명치료중단을 인위적 죽음으로 인식하여 생명존중과 대조

되는 부정적 죽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연명

치료중단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적절한 교육의 병행이 

인간의 존엄성과 웰다잉의 측면을 강조하는 연명치료중단의 본

질적 의미 전달에 매우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청소

년 대상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탐색함으로서 이와 관

련된 간호학적 지식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

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회

귀모형은 종속변수의 변량을 약 16.7%로 낮은 수준에서 설명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한 외생변수가 존재할 가

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

로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들의 죽음에 대한 개별적 경험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죽음 인식과 관련된 주관적 요소 등을 연구에 포함

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25]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연

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사회․심리

적 개념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

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

으로 측정오차가 크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갖는다. 이를 사전

에 예상하여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들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자료수집 시 구두로 설명한 

후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의미전달과 사용성에 대하

여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측정에 임하였다. 그럼에도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이 도구에 포함된 의학용어를 잘 이해하

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에 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생명

을 인위적으로 종결하는 조치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왜곡된 인

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오차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연명치료중단 자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 도시에서 편의 

추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외적 타당도가 낮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연구표본을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연명

치료에 대한 인식 여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 여

부 등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생명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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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생명윤리의식은 연

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직까지 생

명윤리의식이 공고히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보다 개인

적인 죽음의 경험과 이에 관련된 교육의 경험이 연명치료중단

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

육을 받지 않거나 죽음의 간접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서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

소년들이 연명치료중단을 죽음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같이 왜

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생명 뿐 아니라 죽음자체에 대한 사회․심리

적 변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보다 대표성 있는 연구

표본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제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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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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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LST) 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5 adolescents.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 20.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LST and respect for life (r=-.188, p=.010). Knowing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β=-0.30, p<.001), experience of WLST education (β=0.21, p=.003), experience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β=-0.16, p=.021), and experience of death (family or acquaintance) (β=-0.13, p=.039) 
explained 16.7% (F=8.39, p<.001)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WLST. The respect for life did not affect 
attitudes toward WLST (β=-0.07, p=.347).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WLST in adolescents is 
different from that of adul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strategies for sound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WLST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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