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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죽음이란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

건이며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들은 무의식중에 자기만큼은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죽음을 악의에 찬 

외부의 간섭에 의한 결과로서 기피해야할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게 한다(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2000). 또한 현대의학

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죽음과정에 의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치료에 

실패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위험, 

고통이 예견될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정상적인 불안감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상이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 자체이다(한미

정, 2002).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불안은 인간의 실존적 불안

으로서 인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삶의 필연적인 종말, 정지에 대한 불안이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측면들을 생각하거나 예상할 때 유발되는 불편감과 

염려, 불안, 공포 등의 정서적 반응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

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죽음도 인생의 일부라는 사

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죽음에 대한 숙고의 기

회를 방해한다(한미정, 2002).

호스피스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니더라

도 임상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다양

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생과 사의 문제에 접하게 되

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를 간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보다 환자가 임종할 때까

지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긴 한 관계를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긴 한 관계는 환자에 대한 감정적 개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

만 한편으로는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 대해 좌절감이나 슬픔, 두려움, 우울, 불안 등

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연희, 2001)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면 임종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될 뿐 아니라 죽음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간호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정

도는 말기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영향을 미친다(이영은, 박혜

선, 손수경, 2007). 죽음과 관련된 불안이 높은 간호사는 임종

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고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간호사가 어떤 방어기제를 이용하던 간에 환자는 간호사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위축 등을 감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치

료적 의사소통의 장애를 야기 시켜  환자에게 심리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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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실패하게 된다(김연희, 2001). 이렇듯, 만약 간호

사가 죽음을 인생의 커다란 문제로 보아 두려워하고 금기시 

한다면 결코 냉정하게 그것을 직시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도

움이 되지 않는다(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2000). 죽음에 직

면해 있는 환자가 마지막 임종순간까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

도록 죽음과 관련된 불안을 완화시키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이 죽음과 

관련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과 관련된 불안을 극복하고 죽음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문제는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영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영성은 임

종에 처해 있는 환자나 노인들이 치료과정 중 발생하는 통증

과 같은 의료적 문제와 죽음의 직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

러 심리적 문제 등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김

순성, 강영숙, 2007; Chochinov & Cann, 2005). 각 개인의 영

성은 그 사람이 말기질환으로 죽음에 노출되어 있을 때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영성은 죽음에 대해 직관

적인 통찰과 인식을 하게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원천으로 작

용하여 임종을 앞둔 혹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환자가 그들

의 상황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

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강성

례, 2006; 윤매옥, 2009).

영성은 일종의 생명력으로 내재된 능력이며, 자신을 타인과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시켜주는 우주적 에너지로써(이경렬, 김

정희, 김동원, 2003), ‘치유’ 또는 ‘온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 본성이다. 한 사람의 영성은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중요

한 신념과 믿음의 체계와 관련 되어 있으며, 이 신념 체계들

은 삶의 경험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까지 포함하여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Swinton, 2009). 이렇게 영

성측면은 신체‧심리‧사회적 측면과 함께 인간의 전체성을 이루

는 데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나이팅게일은 종교나 의술과 같이 간호가 인간 삶의 완전

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적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출생에서부

터 죽음에 이르기 가지 전 생애에 걸쳐 영적 간호의 대상이 

되지만 영적간호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은 암 선고

를 받거나, 질병이 만성적이 되어가거나 치료가 점차 어려워

질 때, 혹은 끝내 회복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 때와 같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강성례, 고문희, 최정숙, 

2008; 윤매옥, 2009). 죽음에 직면한 말기환자들은 그들의 삶

의 질에 있어 영적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을 돌보

는 사람들에게 영성에 대한 주목을 절실하게 기대한다

(Chochinov & Cann, 2005)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접한 위

치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있어 그들의 영적요구

에 부응하는 일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영적간호는 환자에게 

의료정보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행위이다. 환자에

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처지와 상황

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핵심은 특히 심각한 만성적 질병이나 회복이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 체험하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초월적 

의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데에 있다(박준

양, 2009). 그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 신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한다(윤매옥, 2009). 간호사는 영적중재자로서 환자의 초월적 

의미 체험과 통교를 돕고 지지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을 격려

하는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박준양, 2009).

그런데 영적간호의 수행은 영적 돌봄 제공자인 간호사 자

신의 삶에서 영적차원을 인식하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영향

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영적요구에 부응한 영적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 자신의 영적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Kelley(1995)에 따르면 영적 측정은 돌봄 제공자와 대상

자 모두에게 상호보완적으로 유익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에 대

한 영성측정 결과는 대상자의 세계관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대상자의 문제가 영적인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

여 영적 진단과 치료계획에 유용하며, 돌봄 제공자에게는 자

기 탐색, 자기 이해 및 의사결정과 행동 계획에 유용하다는 

것이다(이경렬 등, 2003).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영성수준을 측정하는 일은 영적간호 수행의 선행조

건으로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깊이 숙고하게 하는 기

회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불안과 영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영적간호경험, 영적안녕 및 영적간호수행 등 영성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수 있었다(강성례 등, 2008; 윤매

옥, 2009; Leeuwen, Tiessinga, Post, & Jochemsen, 2006). 그러

나 죽음과 관련된 불안의 경우는 주로 간호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 환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영은 등, 2007; 한미정, 2002; Cicirelli, 2002), 특히 죽음불

안과 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성을 같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사의 죽음불안 정도와 영성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불

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적 돌봄 자질을 높이기 위

한 영성 고취 간호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

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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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죽음불안 수준을 확인한다.

• 간호사의 영성 수준을 확인한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과 영성수준을 확인

한다.

•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수준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

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54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과정은 먼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연

구대상자의 윤리적 침해를 막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위한 설

문지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문응답이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익명과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문항작성 중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료 수집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

였다. 연구자가 해당병원 간호부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 허락을 구한 후, 연구보조원이 직접 해당병원에 방문하

여 간호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여 응답하게 한 후 즉시 설문지를 회수 하였으며 설문

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였다. 15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00% 회수되었으나,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

문지 4부를 제외한 150부를 최종분석 자료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죽음불안

죽음불안이란 죽음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극도의 염려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된 정서반응이다(Fortner & Neimeyer, 

1999).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은 Templer(1970)가 개발한 ‘죽음

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고효진, 최지욱 및 이

홍표(2006)가 번안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5문항의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죽

음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생각의 부인, 짧은 시각 지각, 그

리고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

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점수는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6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15문항의 점수

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83이었으며, 고효진 등(2006)의 타당화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80이었다.

 영성

영성은 일종의 생명력으로 내재된 능력이며, 자신을 타인과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시켜주는 우주적 에너지로써 ‘치유’ 또

는 ‘온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 본성이다(이경렬 등, 2003). 

본 연구에서 영성수준은 이경렬 등(2003)이 개발한 30문항의 

5점 척도인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한국인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영성척도로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그리고 연결성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

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 점수는 30문항 모두 긍정적 영성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30문항의 응답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로 분석하였으며, 죽음불안과 영성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

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과 영성 

수준 차이분석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죽음불안과 영성 수준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연구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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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평균연령은 31.03세

였으며 20대가 89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가 33명(22.0%)의 순이었다. 학력은 3년제 대학 졸업이 98명

(6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88명(58.7%), 

기혼 62명(41.3%)이었고, 종교는 개신교(56.4%), 무교(22.1%), 

천주교(12.8%), 불교(8.7%)순이었다. 대상자의 근무관련 특성

에서 근무 기간은 10년 이상이 48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미만이 46명(30.70%)의 순이었다. 근무부서는 

내과계가 46명(30.7%), 중환자실 32명(21.3%), 외과계 24명

(16.0%)순이었다. 가까운 가족의 죽음경험은 88명(58.7%)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말기환자 간호경험은 82명(54.7%)이 

‘있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정보나 교육경험에서 100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s)

20～29
30～39
40～49
50～59

 89(59.3)
33(22.0)
13( 8.7)
15(10.0)

Education
3-year nursing school 
Bachelor
Above master

98(65.3)
35(23.4)
17(11.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88(58.7)
62(41.3)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84(56.4)
19(12.8)
13( 8.7)
33(22.1)

Length of career(yrs)

＜3
≥3～＜6
≥6～＜10
≥10

46(30.7)
35(23.3)
21(14.0)
48(32.0)

Working part

Internal medicine
Surgical part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OB/Gyn/Pediatric
Others

46(30.7)
24(16.0)
32(21.3)
21(14.0)
13( 8.7)
14( 9.3)

Experience of family 
death

Yes 
No

88(58.7)
62(41.3)

Experience of 
terminal care

Yes 
No

82(54.7)
68(45.3)

Experience of death 
education

Yes 
No

100(66.7)
50(33.3)

Understanding of 
death

Very unknowing
Somewhat unknowing
Moderate knowing
Somewhat knowing.
Very well knowing.

21(14.0)
80(53.3)
38(25.3)
11( 7.3)

* Excluded missing data in an analysis

(66.7%)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는 

‘대체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80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명(14.0%)이었

다<Table 1>.

대상자의 죽음불안과 영성

대상자의 죽음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이었다. 

4개 하위 요인별로는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이 3.57점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3.43점, 죽음생

각의 부인 3.42점,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 2.94점

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영성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이었다. 6개 

하위 요인별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연결성 3.67점, 자각 3.58점, 자비심 3.46점, 내

적자원 3.35점, 초월성 3.28점의 순이었다<Table 2>.

<Table 2> Score of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for 

factors                                (N=150)

Variables Mean±SD
Range

(Min-Max)

Total death anxiety 3.25±0.42 1.93-4.53
  Pure death anxiety 3.43±0.58 1.80-4.60
  Denial of death thinking 3.42±0.60 1.00-5.00
  Awareness of shortness of time 3.57±0.65 1.50-5.00
  The fear of matters related to death 2.94±0.53 1.33-4.17
Total spirituality 3.51±0.36 1.97-4.27
  Transcendence 3.28±0.58 1.40-4.40
  Meaning and purpose of life 3.70±0.43 2.40-4.80
  Compassion 3.46±0.43 1.60-5.00
  Inner resources 3.35±0.51 1.20-4.40
  Awareness 3.58±0.40 2.20-4.60
  Connectedness 3.67±0.46 1.80-4.8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과 영성 수준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수준은 연령(t=2.59, p=.050)

과 교육수준(F=6.31, p=.003)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죽음불안 수준은 50대에서 2.96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

해 낮았으나 집단내 차이를 사후 검정으로 확인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

년제 대학졸업 군(3,28점)과 4년제 대학 졸업 군(3.31점)이 대

학원 이상 군(2.92점)에 비해 죽음불안 수준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수준은 연령(F=4.11, p=.008), 교

육수준(F=5.13, p=.007), 종교(F=4.28, p=.006), 근무기간(F=4.50, 

p=.005),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F=2.67, p=.050)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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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ath anxiety Spirituality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yrs)

20～29
30～39
40～49
50～59

3.28±0.40
3.28±0.38
3.29±0.42
2.96±0.54

2.59 .050

3.45±0.36
3.48±0.30
3.65±0.34
3.77±0.44

4.11 .008

Education
3-year nursing schoola

Bachelorb

Above masterc

3.28±0.40
3.31±0.41
2.92±0.43

6.31
c<a,b .003

3.45±0.35
3.52±0.34
3.75±0.43

5.13
c>a .00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25±0.40
3.24±0.44   .042 .838 3.46±0.37

3.56±0.35 2.28 .133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3.25±0.43
3.34±0.37
3.07±0.51
3.25±0.39

1.10 .353

3.46±0.36
3.70±0.34
3.72±0.29
3.43±0.38

4.28 .006

Length of career(yrs)

＜3a

≥3～＜6b

≥6～＜10c

≥10d

3.31±0.44
3.20±0.35
3.40±0.35
3.15±0.46

2.20 .091

3.43±0.40
3.47±0.33
3.37±0.27
3.65±0.36

4.50
d>a,c .005

Working part

Internal medicine
Surgical part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OB/Gyn/Pediatric
Others

3.22±0.43
3.18±0.38
3.38±0.37
3.29±0.27
3.26±0.56
3.08±0.55

1.32 .258

3.61±0.49
3.75±0.43
3.54±0.47
3.74±0.33
3.84±0.52
3.71±0.48

1.50 .194

Experience of family death Yes 
No

3.20±0.41
3.30±0.43 1.86 .175 3.51±0.39

3.49±0.33  .10 .748

Experience of terminal care Yes 
No

3.23±0.39
3.26±0.46  .21 .650 3.54±0.40

3.46±0.32 1.70 .195

Experience of death 
education

Yes 
No

3.20±0.44
3.32±0.36 2.70 .102 3.54±0.36

3.43±0.37 3.19 .076

Understanding of death

Somewhat unknowing
Moderate knowing
Somewhat knowing.
Very well knowing.

3.30±0.40
3.30±0.39
3.13±0.47
3.15±0.45

1.68 .174

3.49±0.34
3.44±0.39
3.57±0.31
3.73±0.30

2.67 .050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N=150)

Total death

anxiety 

Pure death 

anxiety

Denial of death

thinking

Awareness of

shortness of time

The fear of matters 

related to death

Total Spirituality -.127 -.039 -.021 -.103  -.167*
  Transcendence -.062 -.036 -.062 -.126 -.140
  Meaning and purpose of life -.037 -.043 -.037 -.156  -.193*
  Compassion -.096 -.136 -.096 -.066 -.130
  Inner resources -.040 -.008 -.040 -.046 -.084
  Awareness -.009 -.044 -.009 -.056 -.114
  Connectedness -.077  .073 -.077 -.024 -.125

*p<.05

있었다. 연령에 따른 영성 수준은 50대에서 3.77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나 사후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사후검정 결과 대학원 이

상 군(3.75점)이 3년제 대학졸업 군(3,45점)에 비해 영성수준

이 높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 군이 3.72점으로 다른 종교 

군에 비해 높았으나 사후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군(3.65점)이 

3년 미만 군(3.43점)과 6년에서 10년 근무한 군(3.37점)에 비

해 영성수준이 높았다.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서는 ‘매

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이 3.73점으로 다른 군에 

비해 영성수준이 높았으나 사후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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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불안과 영성수준의 상관관계

죽음불안 총점과 영성수준 총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불안의 하위요인 중 죽음과 연

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총 영성수준(r=-.167, p=.042) 및 

삶의 의미와 목적 요인(r=-.193, p=.018)과 약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Templer의 죽음불안 척도(고효진 등, 2006)

와 한국인에게 맞게 이경렬 등(2003)이 개발한 영성측정 도구

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은 연구마다 사용한 

도구가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점수와 같이 5

점 만점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사들의 죽음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대상자들의 

죽음불안과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인 일반노인의 경우 죽음

불안이 3.26점이었고(김연숙, 김지미, 2009), 가정 호스피스 대

상자 노인은 3.43점이었으며(한혜경, 김정이, 2003), 20～59세

까지의 일반 성인의 죽음불안은 3.05점이었다(한미정, 2002). 

따라서 간호사의 죽음불안은 일반노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인 노인보다는 낮

았으며, 일반 성인들 보다는 죽음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 결

과는 환자들의 죽음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는 간호사들의 근

무환경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Fortner와 Neimeyer(1999)는 죽음불안을 죽음관련 현상에 대

한 극도의 염려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된 정서반응이라고 정

의하였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개인

마다 다를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노년기에 직면하

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다(최영임, 장휘숙, 2007).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기능 저하와 함께 자신과 관계를 맺었

던 지인들의 죽음사건을 경험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

심은 다양한 형태로 죽음불안에 반영되어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연숙, 김지미, 2009). 간호사들은 근무환경 특성상 

죽음사건을 경험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노인들이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지인

들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게 될 본인의 죽음

을 생각한다면 간호사들은 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긴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환자들의 죽음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있는 노인

들이 생의 과업 중 하나인 죽음을 잘 수용하여 자아통합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인 간호 활동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간호사들의 죽음불안 수준이 노인과 비슷하

다는 것은 숙고해 볼 문제이다. 간호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

한 불안정도는 노인 및 말기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은 등, 2007). 따라서 호스피스 관련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죽음관련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죽음불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별 점수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3.57점)이었고, 가장 낮

은 요인은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2.94점)이었다.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 요인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

다는 사실과 자신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

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으로서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다(고효진 등, 2006). 여

기서 특기할 점은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요인이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이 요인은 죽음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두려움이나 공포,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효진 등, 2006). 이러한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가까이에서 간호하면서 겪게 되는 간호사의 

소진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임종 상황에 대해 직시하기보다는 그 상

황에 대해 회피하고 부정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오히려 죽음불안 수준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본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정도를 측정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상

태가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고통과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부작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들의 간호욕구가 증가하는 경우 간호사들은 업무량 과다

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등으로 소진을 경험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간호사는 반복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게 되

면 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환자의 상황에 대

해 무관심해지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연희, 2001; 

신미혜, 신성례, 2003).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의료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심리사회

적, 영적 의미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의학적인 질병과정과 검

사결과에 초점을 두게 된다고 하였다(엘리자베스 퀴블러 로

스, 2000; 윤영호, 2009). 이러한 상황은 환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임종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성숙하게 접근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이 요인에서의 낮은 점수가 소진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수준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에서 다른 연령층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2010년 6월 107

에 비해 죽음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

학원 이상 군에서 죽음불안 수준이 낮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

면 죽음불안 수준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

준, 종교성 등으로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연령이었

다. 30대 이상의 현직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미정, 

최정윤, 1999)에 의하면 30대에서 죽음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

고 50대에서 가장 낮았다. 20- 55세까지의 일반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한미정, 2002)에서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죽음불

안이 감소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호스피

스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외선, 최선남, 서월금, 

2007)와 파키스탄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uhail & 

Akram, 2002)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죽음불안이 더 높

게 나와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호스피스자원봉사자와 파키스탄의 일반 성인에서의 높

은 연령층은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이라

서 죽음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2002)은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이라는 연구에서 각 연령집단에서 죽

음불안의 수준을 결정하는 세 변인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그

의 연구에 의하면 죽음불안과 관련되어 초래되는 감정 상태

를 통제하려는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즉, 죽음의 필연성을 억

압, 부인하려는 경향의 사용은 죽음불안을 상승시킨다고 하였

다. 그런데 20대는 아직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병합성 

자아시기’로서 아동기에 습득한 잘못된 가정들, 즉, 부모는 늘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을 것이라

는 잘못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

정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거리에 두고 회피함으로써 불안수

준이 상승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50대는 심리적으로 보

다 원숙하고 평온한 시기를 맞는 시기로서 20대나 30대같은 

젊은 세대에 비해 성숙한 신앙수준과 안정된 자아존중감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

하여 죽음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 각 

연령집단에 따라 그들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타 연구에서 죽음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온 성별 및 종교성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심층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들의 영성 수준은 5점 만점에 평

균 3.5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 대상자

들의 영성수준과 비교해 보면, 말기 한센병 환자(3.20점)보다

는 약간 높았으나(김순성, 강영숙, 2007), 기타 일반노인, 대학

생, 중년여성,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의 영성수준과는 비

슷하였다(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이강오 윤현정, 2006). 

영성은 어느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주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

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관심의 주제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생의 전 단계에서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간호하는 전문가들

이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질병과 

혹은 직면된 죽음으로 인해 ‘영적 고뇌’에 빠져 있는 대상자

에 대한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영적 돌봄이란 환자에게 

의료정보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통교하는 행위이다. 간호사

는 영적 돌봄을 통해 환자의 영적감수성을 증대시키도록 도

움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의미 체험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

다(박준양, 2009). 이렇듯 대상자들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영적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훈련을 통해 간호사 자신의 영적 자질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영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별 점수에서 영성 수준이 가장 

높았던 요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3.70점)이었고, 가장 낮았던 

요인은 ‘초월성’(3.28점)이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은 개인의 

가치와 희망, 삶의 이유를 아는 일 즉, 삶에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는 인생 목표가 있으며, 주어 진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경험의 의미를 생각하며, 사는 이유와 삶의 의

미와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요인이다. 본 연

구의 대상자인 간호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의 점수는 삶의 

의미 수준에서 볼 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로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보편적인 가치실현

을 통해 참 인간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지, 2002).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결과는 ‘초월성’요인에서 점수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초월성’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차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신비감과 신앙의 요소를 의미하는 요인

(Banks, 1980)으로서 영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가장 설명

력이 높은 요인이다(이경열 등, 2003). 초월성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내적 힘 혹은 더 높은 존

재(하느님, 부처님, 참나, 존재 등)와 함께 하며 자아를 넘어 

더 큰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심리적 자원이다(이경열 등, 

2003). 따라서 초월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더 큰 

계획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우주를 묵상할 때 놀라

움과 경외감을 경험한다(박준양, 2009). 영적 돌봄의 궁극적 

목표는 만성적 질병이나 회복이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들,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놓인 이들이 거룩한 실재와의 

초월적 의미 통교 속에서 영적 손길(spiritual touch)에 의해 창

조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전인적 통합을 이루게 하

는 것이다(박준양, 2009). 따라서 간호사들은 삶과 죽음이 교

차하는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는 근원적 존재

인 위대한 힘에 대한 초월적 신념을 가질 때 고통 받는 대상

자들이 가지는 초월적 의미 체험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월적 사고와 이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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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수준은 연령, 교육수준, 종교, 근

무기간,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에서 영성수준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

는 대학원 이상 군에서,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 군이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군이 영성수준이 높

았다.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서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이 영성수준이 높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영성 수준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등으로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종교였다(윤매옥, 

2009). 종교의 종류에 따른 영성수준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종교가 있는 군이 종교가 없는 군보다 영성수준이 높

다는 결과는 모두 동일하였다. 이는 영성은 인간의 영적 측면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종교성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교

의 종류보다는 종교가 삶에 미치는 정도 혹은 개인이 지각한 

믿음정도 즉, 종교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믿음생활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죽음불안과 영성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 총 영성수준과 

삶의 의미와 목적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

한 두려움이 감소된다고 나왔으나 그 관계가 매우 미약하였

다. 간호 대학생, 환자, 일반노인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김순성, 강영숙, 

2007; 이영은 등, 2007; Cicirelli, 2002)에 의하면 영성이 죽음

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죽

음불안과 영성수준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온 이유는 대상

자 수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보다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불안

과 영성수준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들의 죽음 불안 수준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보다는 

낮았지만 일반 성인들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영성 수준 역시 환자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일반 성인들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 환자가 죽음불안에서 벗

어나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해마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제 임종간호는 암 병동이나 호스피스병

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

여야 한다. 따라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죽음불

안 완화와 영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시행함으로써, 임종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

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압도 되지 않는 성숙함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죽음불안 정도와 영성수준을 확인함으

로써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적 돌봄 자질을 높이기 위한 영성 

고취 간호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제시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5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죽음불안은 Templer(1970)가 개발한 ‘죽음불안 척

도(Death Anxiety Scale; DAS)를 고효진 등(2006)이 번안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5문항의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영성수준은 이경렬 등(2003)이 개

발한  30문항의 5점 척도인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를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죽음불안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이었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짧은 시각에 대한 지각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 2.94점으로 가

장 낮았다. 대상자의 영성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

이었다. 하위 요인별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월성이 3.28점으로 가장 낮았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수준은 연령(t=2.59, p=.050)과 

교육수준(F=6.31, p=.003)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영성수준은 연령(F=4.11, p=.008), 교육수준(F= 

5.13, p=.007), 종교(F=4.28, p=.006), 근무기간(F=4.50, p= 

.005),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F=2.67, p=.050)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죽음불안과 영성수준과의 관계는 죽음의 하위요인 중 죽음

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총 영성수준(r=-.167, p= 

.042) 및 삶의 의미와 목적 요인(r=-.193, p=.018)과 약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표집과정에서 일개 지역 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써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점을 갖는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

의 죽음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영성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인간

호의 질을 높이는 간호전략 구축에 실증적 자료로서의 의의

를 갖는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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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작위 표집방법을 통한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수

준과 관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죽음불안과 영성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사들의 죽음불안을 완화하고 영성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셋째, 간호사들의 영성과 죽음에 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

하여 간호사를 위한 실무교육과 간호교육과정에 영성과 죽음

관련 교과목을 정식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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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investigates nurses' beliefs concerning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Method: The subjects were 150 nurse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Busan cit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15 to November 30, 2008. The study used a ‘Death Anxiety Scale’ and a 
‘Korean Spirituality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WIN 17.0. Result: The level of death anxiety of the subjects 
averaged 3.25. In each sub-factor, ‘awareness of shortness of time' was the highest at 3.57 points. Spirituality level 
of the subjects averaged 3.51. In each sub-factor, meaning and purpose of life was the highest at 3.70 points. In 
differences of death anxiety follow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al level. For spirituality, follow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level, religion, working period, and understanding about death and spirituality. There 
was a weak inverse correlation among fear for accidents involved with death, total spirituality level and meaning, 
and purpose of life. Conclusion: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relations between nurses’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level through random sampling and research to check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that influence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Development of a program to lessen nurses’ death anxiety and to raise their 
spirituality level would be pr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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