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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해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을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 말기 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도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장시간 연장시

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도 1970년 62.3세에서 2019년 

83.3세로 지난 반세기 동안에 20살이나 증가했다[1].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향상된 의료기술이 과거에는 심각했던 일부 중증질환에 대해 완

전히 치료는 못하지만 병의 악화를 막거나 진행을 더디게 하고 또 상

당히 오랜 치유기간을 필요로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

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말기 상황에서 만성적인 고통이

나 무의식 상태로 단지 생명연장 장치에 의해 수명만 연장하는 환자들

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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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

료비는 크게 증가했고 또한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생명이 무의미하

게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연장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신체적으로 건

강하고 또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

추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2]. 이 같은 관점에서 치유나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상황에서 장기적인 고통을 동반하거나 무의식의 상태

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기계적으로만 연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과 삶의 질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도 내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회생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death with digni-

ty)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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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미의 일부 주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존엄사를 법적으

로 수용하고 있다[4]. 한국에서는 2016년 2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학적 

판단으로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 또

는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

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

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5]. 존엄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연명

의료결정법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길은 열었

지만 여전히 적용에 있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의사조력의 죽음까지 포

함하는 적극적인 존엄사의 도입을 주장한다[3]. 이에 반해 존엄사를 반

대하는 입장에서는 존엄사를 통해 생명유지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오

히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며 또한 존엄사가 악용될 소지

가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

존엄사에 대한 찬반 입장이 서로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엄사의 

태도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7]. 그나마 

있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존엄사의 의료과정에 직접 연관된 의학 

분야에서 의료인 및 임종 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8-12]. 하지만 존엄사는 일반인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정책적이고 법적인 제도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의견에 

바탕을 두어야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존엄사에 대한 

일반인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 존엄사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떤 태

도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존엄사는 건강이 악화되어 치유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장기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

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을 상실한 채 거의 전적

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는 질병에서 오는 통증으로 인해 매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13,14]. 이로 인해 당사자인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삶의 연장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히려 고통을 가져온다고 느

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건강

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장기간 병을 앓거나 불치의 병에 걸린 

가족과 친지가 있는 사람이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

이 있음을 보여준다[7,14-16]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내포된 만

큼 존엄사에 대한 태도는 개인과 집단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중

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의 생각과 태

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체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과 태

도를 취하도록 이끄는 기준이다[17]. 이 같은 맥락에서 존엄사에 대한 

태도도 하나의 개인적 태도로서 관련된 가치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

다. 이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태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

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인적 가치관에는 개인주의, 위계주의, 운

명주의, 평등주의가 있다[18,19]. 개인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과 규제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데 반하여 위계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과 규제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다. 운명주의는 집단에 대한 통합에 대

해 부정적이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평등주의는 집단에 대

한 통합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치관이다.

존엄사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성, 연령, 

종교,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도 어느 

정도 존엄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존엄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20,21], 연

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존엄사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8,22].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사람이 

미혼이나 기혼자에 비해 존엄사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23],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그리고 개신교인과 천

주교인이 타 종교인보다 존엄사에 대해 보다 부정정적인 태도를 보이

는 측면이 있다[9,21,23]. 경제적으로는 계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을수록 존엄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22,24,25]. 하지만 존엄사의 태도에 대한 또다른 연구들은 이들 사

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일부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7,9,22,26].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존엄사에 대한 태도 및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존엄사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알아본다. 

(2)  주요 변수별로 존엄사에 대한 일반인이 가지는 태도의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3)  주요 변수들이 존엄사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3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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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S)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국의 모든 가구에 거주

하는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 지역확률표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선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

적 주제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이들 조사 가운데 본 연

구에 관련된 존엄사에 대한 태도는 2013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KGSS는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방법을 통해 KGSS는 확률표본추출방식

과 높은 응답률을 지닌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2013년의 경

우, KGSS의 응답자 수와 응답률은 각각 1,294명, 52%이다. 본 연구의 자

료는 다소 시간이 경과된 측면이 있지만 존엄사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확보된 전국

적인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엄사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데 있

어 새롭고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측정도구

2013년 KGSS의 조사내용에는 본 연구의 주제인 존엄사에 대한 태

도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건강, 개인적 가치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이 포함되어 있다. 존엄사에 대한 태도는 ‘불치병의 환자가 있을 때, 환

자 본인 혹은 환자의 가족이 원할 경우 담당 의사가 고통 없는 방법으

로 그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허용되어야 한다’(찬성)와 ‘허용되

지 말아야 한다’(반대)의 두 가지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존엄사가 불치의 심각한 질병상태에 놓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안

인 만큼 본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대

한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들 변수는 현재의 건강상태, 정신건

강 위해요소(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가 발생할 가능성,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① 매우 좋다’

에서 ‘⑤ 매우 나쁘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척도는 나중

에 역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건강 위해요소와 성인병이 자신에

게 발생할 가능성은 ‘① 전적으로 높다’에서 ‘⑦ 전혀 높지 않다’의 7점 

척도로 측정한 다음 역부호화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존엄사가 개인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

되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관을 존엄사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고려하였다. KGSS는 이러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Wildavsky and Dake 

[19]가 개발한 4가지 유형의 가치관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0.65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0.6 

이상의 수치를 다소 상회했다. 각 항목은 ‘① 매우 동의’에서 ‘⑤ 매우 

반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들 척도는 분석에서 역부호화 하

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가치관의 성향이 강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 연령, 종교,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 생활

수준을 포함하였다. 성은 남녀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실제의 만 나이

를 물어보았다. 종교는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로 나누었으며,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동거, 사별, 이혼/별거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까지의 학력으로 물어본 다음 표시

된 학력은 나중에 실제 교육년수로 재부호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득

은 월평균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생활수준은 ‘① 아주 못 산다’에

서 ‘⑤ 아주 잘 산다’의 5점 척도로 나누어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활수

준을 알아보았다.

자료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기술적인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이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에 바탕을 둔 

이원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속형 변수인 연령, 학력, 소

득, 생활수준, 건강상태, 정신건강 위해요소 발생가능성, 성인병 발생

가능성, 개인적 가치관은 범주형 변수로 전환하였다. 이어서 전체적으

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

료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특성

본 연구의 변수별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

난 바와 같다. 성별 비율은 남자 50.3%, 여자 49.7%로 비슷하며, 평균 연

령은 44.3세이다. 종교는 무교 46.6%, 불교 23.0%, 개신교 21.3%, 천주교 

9.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혼인상태는 기혼/동거 61.5%, 미혼 

26.6%, 사별 6.6%, 이혼/별거 5.3%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수준

은 초졸 9.0%, 중졸 6.2%, 고졸 28.1%, 전문대졸 14.6%, 대졸 36.2%, 대학

원졸 5.9%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를 교육년수로 환산했을 경우에 평균

은 13.6년으로 고졸의 교육년수인 12년보다 1.6년이 많은 편이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430만4천원이며,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생활

수준은 5점 척도에 2.79로 중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다. 연구대상

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3.57로 중간보다는 약간 좋은 

편이다. 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신건강 위해요소와 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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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성은 각각 4.11과 4.28로 7점 척도의 중간 정도이다. 개인적 가

치관을 5점 척도로 측정했을 경우, 개인주의 4.02, 위계주의 3.84, 운명

주의 2.95, 평등주의 3.6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찬성의 비율은 76.1%, 반대의 비율은 23.9%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변수별 존엄사에 대한 태도

Table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존엄사에 대한 태도가 변수별로 어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294)

Variables Mean or % Characteristics1

Gender (%)
   Male 50.3
   Female 49.7
Age (y) 44.25 (16.61)2

Religion (%)
   No religion 46.6
   Buddhism 23.0
   Protestantism 21.3
   Catholicism  9.2
Marital status (%)
   Never married 26.6
   Married/Cohabiting 61.5
   Widowed  6.6
   Divorced/Separated  5.3
Educational level (%)
   Elementary school  9.0
   Middle school  6.2
   High school 28.1
   Junior college 14.6
   College 36.2
   Graduate school  5.9
   Mean schooling years 13.63 (2.68)
Monthly income (1,000 won) 4,304.01 (3,304.49)
Living standard  2.79 (0.77)
Health condition  3.57 (1.08)
Risk of mental disorder  4.11 (1.39)
Risk of adult disease  4.28 (1.35)
Personal values
   Individualism  4.02 (0.67)
   Hierarchy  3.84 (0.66)
   Fatalism    2.95 (0.81)
   Egalitarianism  3.68 (0.85)
Attitudes towards death with dignity (%)
   Agree 76.1
   Disagree 23.9

1The numbers for gender,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at-
titudes towards death with dignity are proportions and the numbers for 
the other variables ar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2Number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deviations.

Table 2. Rates of favorable attitudes towards death

Variables Agreement (%) χ2

Gender 0.01
   Male 76.1
   Female 76.2
Age (y) 0.05
   18-39 75.8
   40-59 76.2
   ≥60 76.6
Religion 9.41*
   No religion 77.0
   Buddhism 80.9
   Protestantism 72.6
   Catholicism 68.2
Marital status 6.66
   Never married 74.2
   Married/Cohabiting 77.3
   Widowed 67.1
   Divorced/Separated 83.1
Educational level 2.12
   Middle school 72.1
   High school 77.5
   College 76.5
Monthly income 4.43
   Low 73.5
   Middle 75.7
   High 80.3
Living standard 0.70
   Low 77.5
   Middle 75.8
   High 74.4
Health condition 0.09
   Poor 75.8
   Moderate 76.7
   Good 75.9
Risk of mental disorder 1.29
   Low 77.8
   Middle 74.1
   High 75.8
Risk of adult disease 1.38
   Low 75.7
   Middle 73.8
   High 77.4
Individualism 23.65***
   Low 62.1
   Middle 68.4
   High 80.3
Hierarchy 1.64
   Low 77.8
   Middle 74.3
   High 77.5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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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차이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담

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종교(p< 0.05), 

개인주의(p< 0.001), 운명주의(p< 0.01)이다. 종교별로 불교(80.9%)와 무

교(77.0%)가 기독교인 개신교(72.6%)와 천주교(68.2%)에 비해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더 가지는 측면이 있다. 가치관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은 높은 사람(80.3%)이 중간(68.4%)과 낮은 사람(62.1%)에 비해 존

엄사에 대해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운명주의 또한 높은 사람

(85.1%)이 중간(75.6%)과 낮은 사람(72.3%)에 비해 존엄사의 허용에 대

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교의 천주교(p< 0.05), 교

육수준(p< 0.05), 소득(p< 0.001), 생활수준(p< 0.05), 개인주의(p< 0.001), 

운명주의(p< 0.01)로 나타났다. 천주교(OR= 0.58)와 생활수준(OR= 0.81)

은 존엄사를 찬성할 확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즉 천주교 신자는 종

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보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존엄사를 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수준

(OR=1.07), 소득(OR=1.01), 개인주의(OR=1.57), 운명주의(OR=1.32)는 

존엄사를 찬성할 확률은 높여준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

을수록 그리고 개인주의와 운명주의의 성향이 높을수록 존엄사를 지

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찰

본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파악하고 또 이러한 태

도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2013년 KGSS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인들에 

있어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76,1%, 반대하는 비율은 23.9%로 

나타나 찬성이 반대보다 3배 이상 월등히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

만 이 같은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비슷한 시기에 간호사와 특

정 지역을 조사해서 나온 존엄사에 대한 80%대 이상의 찬성 비율보다

는 다소 낮은 편이다[27,28].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교, 교육수

준, 소득, 생활수준, 개인주의, 운명주의로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 천주

교 신자는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해 존엄사를 

덜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천주교가 생명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29,30].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국내의 연구에서는 일부[28]만 제외하

고 종교가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0,11,29-31].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존엄사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

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개인에게 더 많은 자기결정권과 자유주의

적인 지향을 갖게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30,32]. 교육수준과 존

엄사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 국내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

다. 일부 연구[27]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존엄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연구[11,31]는 학력과 존엄사에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n attitudes towards death with dignity

Variables b SE OR 95% CI

Gender (ref.: female) -0.01 0.15 0.99 0.74-1.34
Age 0.01 0.01 1.01 1.00-1.02
Religion (ref.: no religion)
   Buddhism 0.24 0.20 1.27 0.86-1.88
   Protestantism -0.28 0.19 0.76 0.53-1.09
   Catholicism -0.54 0.24 0.58* 0.36-0.94
Marital status (ref. never married)
   Married/cohabiting -0.15 0.23 0.87 0.56-1.34
   Widowed -0.46 0.42 0.63 0.28-1.43
   Divorced/separated 0.35 0.40 1.42 0.65-3.13
Educational level 0.06 0.03 1.07* 1.00-1.13
Monthly income 0.01 0.00 1.01*** 1.00-1.01
Living standard -0.21 0.11 0.81* 0.66-0.99
Health condition -0.05 0.08 0.95 0.82-1.10
Risk of mental disorder -0.03 0.07 0.97 0.85-1.10
Risk of adult disease 0.01 0.07 1.01 0.88-1.16
Individualism 0.45 0.11 1.57*** 1.26-1.95
Hierarchy -0.05 0.12 0.95 0.75-1.20
Fatalism 0.28 0.09 1.32** 1.10-1.58
Egalitarianism 0.02 0.09 1.02 0.85-1.21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p<0.05, **p<0.01, ***p<0.001

Variables Agreement (%) χ2

Fatalism 10.84**
   Low 72.3
   Middle 75.6
   High 85.1
Egalitarianism 2.78
   Low 71.4
   Middle 75.0
   High 78.0

*p<0.05, **p<0.01, ***p<0.00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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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지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차이는 잠정적이지만 연구대상자, 연구에 포함된 변수의 종류, 

분석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소득과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존엄사

에 대한 태도에 대해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

다고 느낄수록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결과는 국내의 

다른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24,25]. 이 같은 소득과 존엄사에 대한 태

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

한 통제권과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30,32].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객관적인 소득과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상

반되는 영향을 미친 결과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연구에 있

어 경제적인 요인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관적 생활

수준은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원적 분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원적 분석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수의 사용이 포함된 다원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인적 가치관으로 개인주의와 운명주의의 성향이 높을수록 존엄

사에 대한 지지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인 태도가 존엄사를 지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30].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입

장인 만큼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선택

되는 존엄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운명주의는 주어진 사건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의 노력이나 시간이 현재의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이다[17]. 

이러한 맥락에서 운명주의자들이 현실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말기 상태에서 죽음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자연스레 받아들일 가능성

이 높은 반면에 연명치료를 통해 삶을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존엄사가 불치의 심각한 질병상태와 관련된 만큼 본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건강상태, 정신건강 위해요소

가 발생할 가능성, 성인병이 발생할 가능성의 3가지 개인의 건강에 대

한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들 변수 모

두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에 대해 자신의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엄사가 큰 차이 없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

졌을 수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변수로서 선행연구들이 장기간 병을 앓

거나 불치의 병에 걸린 가족과 친지의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14-16,22,27]. 하지

만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과 해석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

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와 또한 이러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KGSS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했다. 분석결과 일반인은 존엄사에 대해 76.1%라고 하는 높은 지지

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존엄사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일반인들 사이

에 존엄사를 수용하는 태도가 이미 널리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주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존엄사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존엄사에 대

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존엄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종교, 교육수준, 소득, 생활수준, 개인주

의, 운명주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일부 변수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 같

은 차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에 있어 연구대상자, 연구에 포함된 

변수의 종류, 분석방법, 조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존엄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드물게 대표성 있는 일

반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또한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가 

시간적으로 다소 경과된 측면이 있고 또한 사람들의 의견과 태도가 사

회적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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