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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도 이미 9.9%를 넘어 2026년에는 20.8%에 

이르는 시 가 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인간의 수명이 

차 길어지고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노인 

 죽음과 련된 상황은 노인의 심리  안녕에 매우 

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죽음은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구에게나 필연 으

로 맞이하게 되는 자연 이고 정상 인 과정이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

안을 유발하게 된다. 한 죽음은 인생의 요한 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시 에는 죽음에 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언 을 회피하거나 기시 하고 있으며

(Sim, 2001)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으로 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한 공포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특히 노년기에 어들면서 죽음을 

더 실제 으로 지각하게 되어 죽음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고 사회 인 여러가지 상황으로 드러낼 수 없어 잠

재 인 상으로서 노인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가장 두렵고 보편 인 공포(Kubler-Ross, 196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죽음불안은 다차원  개념으로 미지에 한 

두려움, 자기의 소멸, 죽어가는 과정, 타인에 한 의

존, 고통을 인내할 수 없는 무능력, 혼자되는 것에 

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한 두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일상 인 삶 가운데 경

험하는 생의 마지막 단계나 순간에 한 두려운 정서

나 생각이며 불안만이 아니라 공포, 걱정, 불편함 등까

지 포함한다(Circirelli, 2001). 일반 으로 사람들은 

노인들은 ‘죽을 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노인

에게 죽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실

제로 노인들도 다른 어떤 연령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분노하고 부정하기도 한다(Choi et al., 2007). 격

한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정서  유 감이

나 사회  심 약화로 노인에 한 지지 하, 신체기

능 하, 주 사람들의 죽음 등으로 인해 죽음에 한 

불안감은 더욱 심화된다. 이에 노인의 죽음불안에 향

을 미치는 신체 사회 심리 인 변수로 다각 인 연구

가 필요하다.

그 에 노인의 정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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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지는 사회  지지의 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지

지보다도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의 종말

이 가까워질수록 사회  지지는 부분 가족 구성원으

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가족은 가족생활 주기 에서 

변화하고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향을 미

친다(Walsh, 2006). 가족은 개인의 생리 , 신체 , 

심리 , 정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1차 집단으로서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발달에 큰 향을 미친다. 한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향이 크므로 개인의 

건강을 올바르게 리하게 해서는 가족을 객 으

로 이해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노인들의 

가족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Kim, Kim, & Park, 2005). 노인에게 있어 가족 

기능은 정서, 사회 발달이나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고 

노인의 정신 건강에 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죽

음불안과의 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사

료된다.

한 사기는 자신의 삶에 해 정 이며 주  환

경에 응하려는 태도와 자기에 해 만족감을 느끼는 

즉 개인의 총체 인 안녕에 있어서 주요한 의미를 가

지고 수용하는 개념(Yoo, 2004)으로 삶의 만족과 행

복, 자신의 과거, 재, 미래에 한 느낌을 반 하므

로 노인의 죽음불안과의 연 성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신체  질병과 죽음과는 불가분의 계로서 

그동안 노인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수동 이며 노화과

정을 거쳐 궁극 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Seo, 2008). 노인은 건강 험 상태가 다

른 연령층보다 높으므로 건강행 를 통해 질병 방과 

건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건강하게 삶을 할 수 있

는 기간을 연장시키며 독립 으로 의미 있는 일에 참

여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의 건

강행 와 죽음불안의 계를 확인하는 것 한 의미 

있을 것이다.

자신을 완 히 수용하는 자아통합은 노년기 삶의 

요한 개념으로 자기의 과거  재의 인생을 바라던 

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의미 있

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Choi, 2007) 이러한 맥락

에서 노년기 요한 발달 과업인 자아통합감과 죽음불

안의 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노인의 죽음불안에 한 연구는 연령, 성별, 

거주환경, 신체 정신  건강상태, 종교  신념, 성격  

특성(Kim & Kim, 2009), 사회  지지(Jang, 2007), 

자아통합감(Choi, 2007), 가족 건강성, 일상생활 수

행정도, 안녕감(Park, 2007), 등 인구학  특성

과 일부 사회 심리  개념들과의 계 연구가 부분

이었고 좀 더 포 인 개념과 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 본 

주제와 련된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가족 기능, 건강행

, 사기, 자아통합감 간의 계를 악하고 가족기능, 

건강행 , 사기,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정책  제도 수립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

행 , 자아통합간의 계를 악하고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2) 상자의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

아통합감의 정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

아통합감 간의 계를 악한다.

4) 상자의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죽음불안

죽음불안은 존재의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 죽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사후 결과에 한 

불안을 표 하는 심리 인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Cho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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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체계의 완 함을 유지하고 한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하여 체계를 측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이끌어 가는 가족의 행  는 역동성으로 체계

인 에서 가족의 결속력과 응력을 말한다

(Kuhn & Janosik, 1980).

3) 사기

사기는 용기, 질서, 자신, 의욕, 기꺼이 어려움을 견

디려는 마음들과 련된 정신 상태로 특히 노인의 인

지, 정서  응 역을 말한다(McDowell & Newell, 

1996).

4) 건강행

건강행 는 개인이 건강을 리하고 기능을 유지 증

진하기 한 행 를 말한다(Pender, 1990).

5)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은 개인이 노년기에 어들면서 갖게 되

는 조화된 궁극 인 심리  안녕상태를 의미한다

(Havighust, 1977).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일 도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357명을 편의 표출 방법으로 선정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1) 65세 이상의 노인 남녀로서, 2) 스스로 일

상 활동을 하고, 3)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4) 연

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동

의한 자로 하 다. 자료수집은 상자들에 한 근성

을 고려하여 노인정을 방문하여 연구보조자들의 출입

을 허락한 노인정에 한해 이루어졌다. 표본 수는 상

계 연구의 표본 수를 구하기 한 G Power 3.0 

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 상 계에서 유의수  .05, 

효과크기 .3에서 검정력 .95을 유지하기 한 표본 수

로 111명 이상이 계산되었다. 본연구에서 설문지는 총

380부 작성되었으나 응답이 미비한 23부를 제외한 

35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죽음불안

죽음불안은 Collett와 Lester(1969)가 개발한 

FODS(Fear of Death Scale)를 Suh(1987)가 번역

한 것을 사용하 으며 20문항, 4  척도로 구성되었

다. 수의 범 는 20 에서 80 이며 수가 높을수

록 죽음에 한 불안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Suh(198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0이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Choi 등(2000)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

기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총 40문항, 5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의 범 는 40 에서 200

이며, 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 .71이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사기

사기는 Lawton(1975)의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Moon(1996)이 

번역한 도구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인 문항은 “아니오”가 0 , “잘모르겠음”과 “ ”는 1 을 

부정 인 문항은 “ ”와 “잘 모르겠음”이 0 , “아니오”

에 1 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수의 범 는 0 에서 

17 이며, 수가 높을수록 사기가 높다고 평가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Moon(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이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4) 건강행

건강행 는 Choi와 Kim(1997)이 개발한 한국노인

의 건강행  사정도구로 총 33문항, 4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수의 범 는 33 에서 132 이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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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건강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1이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5)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은 Kim(1989)이 개발한 노인의 자아통

합감 측정도구로 총 31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4  척도로 평 하여 사용하 고 

수의 범 는 31 에서 124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

발 시 Cronbach's α= .93이고, 본 연구에서는 .85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상자인 노인들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노

인들에게 일 일로 연구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

서를 작성하고 자료 수집을 수행하 다. 자료 수집 과

정에서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사 에 설문 내용에 하여 

교육받은 10명의 연구 보조자들이 질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신 표기하는 방법을 용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산처리 하고 통계  검정

의 유의수  α는 .05로 양측검정을 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특성,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자아통합감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

균, 표 편차, 최소값과 최 값을 산출하 다.

․ 상자의 죽음불안과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

아통합감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하여 제시된 각 변수들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ward method로 분석하 다. 다

회귀분석의 회귀진단을 해 잔차분석, 다공선성

을 검토하여 모두 만족됨을 확인하 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  특성

상자의 연령은 최소 60세에서 최  92세로 평균 

74.03세이며 70세에서 79세가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9세 이하가 31.1%, 80세 

이상이 22.7%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여성이 79.0%, 

남성이 35.9%이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79.3%로 조

사되었다. 학력은 등학교 졸업이 33.6%로 가장 많

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9%, 무학 23.5%, 

학교 졸업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있는 

경우가 55.5%이었으며, 과거의 직업은 농업  어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 69

70 - 79

80 ≤ 

111(31.1)

165(46.2)

 81(22.7)

Gender Male

Female

128(35.9)

229(64.1)

Religion Yes

No

283(79.3)

 74(20.7)

Education Illiteracy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84(23.5)

120(33.7)

64(17.9)

89(24.9)

Spouse Yes

No

198(55.5)

159(44.5)

Job(past) Agriculture & fishing

Business

Company employee

Others

141(39.5)

 76(21.3)

 41(11.5)

 99(27.7)

Family Alone

With partner

With married sons & 

daughters 

With unmarried sons 

& daughters

 75(21.0)

122(34.2)

115(32.2)

 45(12.6)

Volunteer Yes

No

113(31.7)

244(68.3)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05(57.4)

152(42.6)

Disease Yes

No

228(63.9)

12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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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and Range for Death Anxiety, Family Function, Morale, Health Behavior 

and Ego-integrity                                                                 (N=357)

Variables M(SD) Minimum Maximun Possible range

Death anxiety 2.50(0.33) 1.50   3.65 1 -  4

Family function 3.80(0.61) 1.80  5.0 1 -  5

Morale 9.00(0.53) 0 17.0 0 - 17

Health behavior 3.12(0.40) 1.88  4.0 1 -  4

Ego-integrity 2.84(0.34) 1.81   3.94 1 -  4

Table 3. Correlation among Death Anxiety, Family Function, Morale, Health Behavior and 

Ego-Integrity                                                                      (N=357)

Variables
r(p)

a b c d e

Death anxiety(a) -

Family function(b) -.217(.000) -

Morale(c) -.324(.000) .496(.000) -

Health behavior(d) -.224(.000) .514(.000) .517(.000) -

Ego-integrity(e) -.349(.000) .524(.000) .692(.000) .601(.000) -

39.5%, 기타 27.7%, 사업 21.3%, 회사원 11.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계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

는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한 자녀와 함

께 사는 경우 32.2%, 혼자 사는 경우 21.0%,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1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원 사 경험은 없는 경우가 68.3%, 경제 상태는 만

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7.4%이었다. 질병은 있는 

경우가 63.9%로 나타났다(Table 1).

2.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

상자의 죽음불안 정도는 4  만 에 평균 2.50 

(±0.33), 가족기능은 5  만 에 평균 3.80(±0.61), 

사기는 17  만 에 평균 9.0(±0.53), 건강행 는 4

 만 에 평균 3.12(±0.40), 자아통합감은 4  만

에 평균 2.84(±0.34) 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 간의 상 계

상자의 죽음불안은 가족기능(r=-.217, p<.000), 

사기(r=-.324, p<.000), 건강행 (r=-.224, p<.000), 

자아통합감(r=-.349, p<.000)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내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

아통합감이 좋을수록 죽음불안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기능은 사기(r=.496, p<.000), 건강행

(r=.514, p<.000), 자아통합감(r=.524, p<.000)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

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는 건강행 (r= 

.517, p<.000), 자아통합감(r=.692, p<.000)과 통

계 으로 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보여 사기가 높을

수록 건강행 와 자아통합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은 건강행 (r=.601, p<.000)와 통계 으

로 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보여 자아통합감이 높을

수록 건강행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 일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selection method를 활

Table 4. The Predictors of Death Anxiety 

(N=357)

Variables B β t P

Morale  .014  .181  2.628 .009

Ego-integrity  .245  .253  3.710 .000

Economic status -.080 -.119 -2.331 .020

R=.385, R2=.148, Adjusted R2=.141, 

F=20.429 p<.000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function, Morale, 

Health behavior and Ego-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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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사기(β=.181, 

p=.009), 자아통합감(β=.253, p<.000), 상자의 

경제수 (β=-.119, p=.020)이 상자의 죽음불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

은 14.8% 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죽음불안은 죽는 과정과 

죽을 때 겪어야 할 고통에 한 두려움, 죽은 다음 미

지의 세계에 한 불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에 해 불안과 수용의 복합 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노년기의 심리  불안들은 죽음불안과 깊

은 련이 있다(Hooyman & Asuman, 2002). 본 

연구에서 상자의 죽음불안 정도는 4  만 에 평균 

2.50 으로 Jang(2007)의 연구 2.56 과 유사하고 

다른 도구이나 Choi(2007)의 연구 2.42 (4  만 ) 

보다는 높은 간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본 연구 상자의 가족기능은 5  만 에 평균 

3.80 으로 가족기능이 좋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Kim et al., 2005)에서는 

가족기능이 간정도(10  만 에 6.25 )로 조사되

었는데 이는 본 상자들이 노인임을 고려할 때 노인

을 공경하는 우리나라의 통 인 가치 과 련하여 

그 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가족은 개인의 생리

, 신체 , 심리 , 정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1차 

집단으로서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발달에 지 한 향

을 미친다. 가족이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향

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건강을 올바르게 

리하기 해서는 가족을 객 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Kim et al., 2005).

상자의 사기는 17  만 에 평균 9.0 으로 간 

이하로 Yoo(2004)의 연구 0.94 (3  만 으로 평

가)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사기는 개인의 총체 인 

안녕에서 요한 부분으로, 노인의 사기 수 은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한 한 지표가 되므로(Yoo, 

2004) 노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간호 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이 신체  기능  정신  기민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건강행 의 수행이 요하므로 직면한 환경

과의 상호작용 내에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남은 인

생을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정 인 건강행 를 실

천하도록 지지하는 로그램이 요구된다(Seo, 2008). 

본인 스스로 일상습 을 조 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신

념이 개인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 노인건강행  정도는 4  만 에 평균 3.12 으

로 Seo(2008)의 연구 1.90 보다 높게 조사되어 

수가 연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노인의 건강행 는 개인

, 가족 , 사회문화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Sohn, 2004) 이에 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자아통합감은 4  만 에 2.84 으로 Choi(2007)

의 연구 2.6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

감은 삶에 한 의욕과 미래지향 인 행동의 근본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Erikson, 1964)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재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재, 미래 간의 조화된 견해를 갖는 자아통합감의 형

성은 노년기에 매우 요한 것이다.

상자의 죽음불안은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

아통합감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

내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이 좋을수록 

죽음불안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노인의 

부양, 보호에 있어 일차 인 책임을 갖는 가장 오래되

고 요한 부양체계로 다른 체계와의 연계와 노인의 

사회  통합에 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경제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활동무 를 제공한다(Sim, 

2001).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흥미로운 취미활동을 하

는 등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이 죽음불안 감소에 도움

이 되며(Furer & Walker, 2008), 가족의 신념체계, 

응집력, 의사소통, 문제해결력 등 가족의 건강성이 노

인의 죽음문제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여

(Walsh, 2006)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인도의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Madnawat & 

Kachhawa, 2007)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죽음불

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

는데 이에 해 연구자들은 가족을 요하게 생각하는 

인도에서는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분리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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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죽음불안이 가 된다고 해석하 다. 이에 다양한 문

화권 상자에 따른 죽음불안에 한 후속 연구를 제

언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사

기는 용기, 질서, 자신, 의욕, 기꺼이 어려움을 견디려

는 마음과 련된 정신 상태이므로(Yoo, 2004), 본 

연구에서 사기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

은 삶에 한 태도가 정 이고 극 일수록 죽음불

안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hoi, 2007)를 뒷받침

하므로 노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  문제, 소외감와 외

로움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화과정에서 겪게 되는 건강

악화로 인한 자신감 결여, 외로움, 경제  고충,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 배우자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

의 죽음 등이 노인들의 성공 인 노화를 어렵게 만드

는 요인이 되고 있다(Choi, 2007). 본 연구에서 건강

행 를 잘 할수록 죽음불안이 낮게 조사된 것은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죽음불안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

(Bozo, Tunca, & Simsek, 2009; Furer & Walker, 

2008; Choi, 2007)를 지지하는 것으로 노인 개개인

이 건강한 삶의 주체가 되어 자기 건강의 요성을 인

식하고 자기 건강 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

리 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

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Choi(2007), Park(2007)의 

연구결과와 같다. 자아통합감은 자신의 과거  재의 

인생을 바라던 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

정하고 수용하며 기다리는 태도로서(Choi, 2007) 노

인기의 주요 발달과업  하나이므로 죽음을 정 으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체, 심리, 으로 다각 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으로 노인의 죽음불안이나 죽음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 , 생활수 , 건

강수 , 질병유무, 종교, 죽음교육 유무, 사회 지지 

등이 있으며(Jang, 2007), 노인기의 성공 인 응을 

나타내는 기 은 생활만족, 사기, 행복감, 심리  안녕 

등과 이를 포 하는 자아통합감이고(Choi, 2007) 이

들 요인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죽음불안과 

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기와 자아통합감, 경제수 이 

상자의 죽음불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

인의 총체 인 안녕과 삶의 질을 변하는 사기(Yoo, 

2004)와 노년기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과거, 재, 미래 간의 조화된 견해를 가지며 죽음에 

한 공포가 없는 심리 상태인 자아통합감(Choi, 

2007)이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

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여러 연구에서 경

제수 이 죽음불안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는데

(Furer & Walker, 2008; Kim & Kim, 2009; 

Choi, 2007) 이는 경제 으로 여유 있는 노인이 삶과 

죽음에 극 으로 처하며 보다 정 인 태도를 지

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 까지 죽음불안연구에서 자아통합감, 경제와의 

련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기 하여 노인 삶의 사

기를 진작시킬 여러 가지 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

해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불안, 가족기능, 사기, 건강

행 , 자아통합간의 계를 악하고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하여 시도된 서술  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은 

일 도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357명이며 자료수집 기

간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로그램(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죽음불안 정도는 평균 2.50 , 가족

기능의 평균은 3.80 , 사기의 평균은 9.0 , 건강행  

평균은 3.12 , 자아통합감은 2.84 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자의 죽음불안은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과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내 가족기능, 사기, 건강행 , 자아통합감이 좋을

수록 죽음불안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사기와 자아통합감, 경제수 이 상자의 죽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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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죽음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

기, 자아통합감, 경제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

리 사회는 핵가족화,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연장자로서 노인의 치가 흔들

리고 권 와 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노인으로 하여  

응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죽음불안은 성공 인 노화를 방해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이에 노인들이 활발한 신체활동과 능동

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정 인 삶을 할 

수 있도록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다양한 사회 심리  변수를 포함한 반복연구

를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권 상자로 죽음불안의 비교연구

를 제언한다.

셋째,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죽음불안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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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in the Aged

                  Lee, Jung In(Assistant Professor , Department of Nursing, Hyechon University)

Kim, Soon Yi(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yechon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examined influencing factors on death anxiety in the aged.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2010, from357 

older home-dwelling adults. The questionnaires solicited information on death anxiety, family 

function, morale, health behavior and ego-integrity.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verage scores 

were 2.50 for death anxiety, 3.80 for family function, 9.0 for morale, 3.12 for health 

behavior and 2.84 for ego-integrit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death anxiety, morale and death anxiety, health behavior and 

death anxiety, and ego-integrity and death anxiety Morale, ego-integrity, and economic 

status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death anxiety. Conclusion: Multilateral efforts are 

needed to assist the aged in successful aging through continuous body activ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Key words : Death anxiety, A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