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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육 로그램을 만들기 해  DACUM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
들이 장에서 실제로 용 가능한 의료  시각과 인문학  시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융합된 죽음 교육 로그램에 한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과업들을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동년 3월 10일까지 직무분석을 해 
DACUM 원 8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인문사회분야의 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의료 , 인문학  시각  사회  

시각으로 조사하 다. 연구결과,  ‘상실과 애도’ 책무에 한 과업으로 ‘죽음의 수용과 이해’와 ‘상실 스트 스 치유  자살 

방 교육’이 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죽음교육의 필요성’ 책무에 한 과업으로 ‘ 통사회의 죽음과 사회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련된 문제의 이해’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인문학  시각에 의한 죽음의 수용과 이해를 한 

힐링과 치유가 강조된 죽음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duties and tasks of a social welfare worker when developing a combined 
death education program for welfare workers using DACUM method. The program would adopt both a medical and 
humanistic perspective that can be applied to real life. The study period was between March 2 to March 10, 2015. 
The study was conducted on eight DACUM committee members who are professors in the field of healthcare 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ir medical, humanistic and social viewpoint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focus of the education needs to be on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eath’ and ‘healing the stress 
from loss and suicide prevention’as tasks under the duty of ‘loss and mourning’. The tasks for the duty ‘the need 
for death education’were identified as ‘death in traditional society and death in contemporary society’ as well as 
‘understanding of issues related to death’.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death education programs 
that emphasize healing for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eath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Keywords : Task Analysis Using DACUM Method, Importance of Death Education, The Need for Death Education, 
Practice Attitude Toward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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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으로는 노인들을 

상으로 한 사회교육 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부분 로그램들이 나이든 노인들도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4]. 하지만 정작 죽
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죽음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한 죽음

교육은 화되어 있지 않다[2]. 
 의료기술의 발 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하지만 인들은 의료기술의 발

달이 삶의 질의 연장이 아닌 길이만을 연장시키는 데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웰빙

(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에 심을 갖고 
있다[3, 5-7]
죽음에 련한 국내외 연구는 죽음의식  태도에 

한 연구방법이나 상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경
우 서양인에게 용한 설문내용이나 개념을 그 로 사용

한 것이 부분으로 죽음의 가치 에 한 보다 깊은 내

용과 이해가 미흡하다[4, 8].
죽음 비교육은 외국의 경우 오래 부터 진행되고 서

구와 일본에서는 등학생부터 학생까지 교육기 을 

통해 죽음 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평생
교육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문가를 한 교육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5, 9].
일반인  죽음교육을 받은 상자에게 죽음교육 교

수자로 합한 문가를 알아본 결과 죽음 비교육 문

가, 성직자, 의료진(간호사 포함)과 사회복지사 순으로 
나타났고 죽음교육을 받지 않은 상자에서는 죽음 비

교육 문가, 성직자, 의료진(간호사 포함)과 사회복지
사, 교수 순으로 나타나[6, 10] 죽음 비교육 문가로 

높은 순 는 아니지만 죽음교육 교수자로 사회복지 문

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죽음교육에 한 선행연구의 연도별 경향은 1990년
에는 8편에 불과하 으며, 2005-2009년에 들어와 50 
편(40.3%)으로 매우 높은 연구 성장을 보 다. 출처에서
는 석사 학 논문이 59편(47.6%)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 으며, 연구 공별 동향은 신학에서 가장 선두
으로 연구되었으며 사회복지학에서 29편(28.4%)으로 가
장 많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비교육 재

로그램의 효과변인은 죽음불안이 23편(31.5%)으로 가장 
많은 효과 검증이 되었다[7-11].

사회복지 문가는 죽음에 직면한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한 자원의 획득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이 응을 해 죽음과 죽음과정의 심리 사회  측면에 

을 두고 원조하는 휴먼 서비스 문가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죽음에 한 이론  지식과 실천교육이 미흡

할 뿐 아니라 이에 한 경험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8].
한 사회복지학을 공한 학생 상으로 재 죽

음에 한 만족도  죽음교육욕구를 악하고, 죽음태
도를 탐색한 연구는 있었으나[9, 10-13],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의료 인문학이 융합된 죽음교육 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DACUM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장에서 실제로 용 가능한 의료

 시각과 인문학  시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융합된 죽

음 교육 로그램에 한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과업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실시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에 있어 기존에 정형화 되

지 않은 죽음교육 로그램에서 좀 더 보건의료  인문

사회를 융합한 실무 심의 죽음교육 로그램 개발을 

함이며, 차후 체계 이면서 기 별 상자별 연령별 맞

춤형 융합죽음교육 로그램과정 개발을 한 기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연구의 상은 직무분석을 해 구성된 DACUM 
원 8명으로 공은 보건의료  인문사회분야의 교수진
으로 구성되어 의료 , 인문학  시각  사회  시각으

로 융합된 측면에서 죽음교육 직무분석을 실시 하고자 

각 분야 문교수진으로 구성하 다.

2.2 조사방법

조사는 DACUM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DACUM 설문지는 죽음교육 로그램 직무분석 항목으
로는 임무(Duty) 24개와 과업(Task) 77개로 구성되어 
수행빈도, 요도, 난이도를 체크하도록 구성하 다. 각
각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수행빈도, 요도,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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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Frequency Ranking Importance Ranking Difficulty Ranking Total average

Loss and   mourning 3.38±0.52 1 3.38±1.06 2 3.13±0.64 1 3.30±0.22

Issues of medical ethics related to death 3.25±0.89 2 3.25±0.71 4 3.13±0.84 1 3.21±0.22

Sharing the Experience of death and loss 3.00±0.76 5 3.38±0.52 2 3.00±0.54 3 3.13±0.22

Need for death education 3.13±0.64 3 3.50±0.54 1 2.75±0.71 7 3.13±0.24

Understanding issues related to death 2.88±0.84 8 3.13±0.35 7 3.00±0.53 3 3.00±0.21

Table 2. Top 5 duties of death education in terms of implementation frequency, importance and difficulty 
unit: M±SD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
육 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죽음을 직  맞이하는 것보

다 죽음을 겪은 사람들과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많이 

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 세부 과업

보다 임무에 을 맞추어 설문을 실시하 다.   

2.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실무 심의 죽음교육에 

한 보건의료분야  인문사회분야가 융합된 죽음교육

로그램을 개발을 한 직무분석을 해 DACUM기법을 
이용하 다.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 으며 빈도분

석  기술통계 검정을 시행하 다.

3. 분석결과

3.1 DACUM 위원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죽음교육 직무분석 

DACUM 원의 일반  특성은 남자 6명(75.0%), 여자 2
명(25.0%)이었고, 근무경력은 15년 이하가 6명(75.0%), 
16년 이상이 2명(25.0%), 공은 보건의료분야가 4명(50.0%), 
인문사회분야가 4명(50.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CUM committee 
members

N(%)
Gender

Male 6( 75.0)
Female 2( 25.0)

Job experience
15 years or less 6( 75.0)
16 years or more 2( 25.0)

Major
Health services 4( 50.0)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 50.0)

Total 8(100.0)

3.2 죽음교육의 임무별 수행빈도, 중요도, 난

이도 상위 5위

죽음교육의 임무별 수행빈도, 요도, 난이도 상  5
를 살펴본 결과 상실과 애도가 체 평균 3.30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과 련된 의료윤리  

문제가 3.21 , 사별과 상실의 경험나 기가 3.13 , 죽
음교육의 필요성 3.13 , 자신의 죽음과 련된 문제의 
이해가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육의 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상실과 애

도,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 기 등 사회복지사로서 죽음

을 겪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한 교육내용이 요성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3.3 상위 5위 임무의 세부 과업별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

상실과 애도’에서는 ‘죽음의 수용과 이해’와 ‘상실 스
트 스 치유  자살 방 교육’이 이 되어야 할 것

을 알 수 있었다. ‘죽음과 련된 의료윤리  문제’에 있
어서는 ‘장기이식’과 ‘자살’이 2.96 으로 가장 높은 평

균을 보 으나 ‘상실과 애도’의 세부항목 평균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 다.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 기’에는 ‘사
안별(죽음의 종류)’, ‘ 상별(죽음의 상)’모두 2.92
의 평균을 보 다.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 통사회의 
죽음과 사회의 죽음’이 2.54 의 평균을 나타냈지만 

이는 다른 상  5  임무의 세부항목 평균에 비하면 높

은 수치는 아니었다. ‘자신의 죽음과 련된 문제의 이
해’에 있어서는 ‘말기 환자의 심리  변화’가 3.04 으

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과업보다 높은 평균을 띄
고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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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Task Frequency Importance Difficulty Total average

loss and mouring

Healing of stress 2.50±0.76 3.38±0.74 3.25±0.71 3.04±0.20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death 2.75±0.71 3.38±0.74 3.25±0.71 3.13±0.20

Healing of stress and suicide prevention 2.75±0.71 3.38±0.74 3.25±0.71 3.13±0.20

Medical ethics 
issues related to 

death

Abortion 2.13±0.84 2.75±0.71 3.13±0.64 2.67±0.20

Euthanasia 2.00±0.93 3.13±0.64 3.38±0.74 2.84±0.20

Organ transplants 2.25±0.89 3.25±0.71 3.38±0.74 2.96±0.20

Suicide 2.38±0.92 3.25±0.71 3.25±0.71 2.96±0.20

Sharing the 
experience of 
loss and death 

Type of death 2.63±0.52 3.13±0.64 3.00±0.54 2.92±0.20

Type of deceased 2.63±0.52 3.13±0.64 3.00±0.54 2.92±0.20

Death in traditional society and contemporary society 2.38±0.52 2.50±0.54 2.75±0.46 2.54±0.21

Understanding 
issues related to 
one’s own death

What if I were terminally ill? 2.38±0.74 2.88±0.64 3.00±0.54 2.75±0.20

Psychological chang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2.75±0.71 3.25±0.89 3.13±0.84 3.04±0.20

Table 3. Implementation frequency,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tasks ranked top 5 of duties
                                                 unit: M±SD

Fig. 1. Task model for death education program concluded through the DACUM method

3.4 도출된 죽음교육 프로그램 직무모델

DACUM기법을 통해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육에 있
어서는 Fig. 1과 같은 임무가 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 기, 상실과 애도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겪거나 맞이한 사

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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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근원  두려움과 공포의 상

으로 여러 철학자와 연구자들이 죽음에 한 두려움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 으나 죽음은 여 히 인간의 근

원  고통으로 남아있다[10].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육 
로그램을 만들기 해[14-16] 이 연구에서는 DACUM 
기법을 활용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장에

서 실제로 용 가능한 의료  시각과 인문학  시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융합된 죽음 교육 로그램에 한 사

회복지사의 책무와 과업들을 규명하고자하 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육의 로그램의 구

성에 있어서 상실과 애도,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 기 등 

사회복지사로서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한 교

육내용이 요하면서 필요한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상
실과 애도’ 책무에 한 과업으로 ‘죽음의 수용과 이해’
와 ‘상실 스트 스 치유  자살 방 교육’이 이 되

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죽음과 련된 의료윤리  문

제’ 책무에 한 과업으로는 ‘장기이식’과 ‘자살’이 가장 
요하고 필요한 로그램으로 나타났으나 ‘상실과 애
도’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교육의 필요성’ 
책무에 한 과업으로 ‘ 통사회의 죽음과 사회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련된 문제의 이해’에 책무에 
한 과업으로는 ‘말기 환자의 심리  변화’에 한 교
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17-19]. 

DACUM기법을 통해 사회복지사 상 죽음교육의 임
무에서 요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별과 상실의 경험 나

기, 상실과 애도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겪거나 맞이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었다[20]. 
죽음에 한 의료·인문  시각을 동시에 포함한 본 조

사는 사회복지사 상의 특성화된 ‘죽음 교육’ 로그램
을 개발에 있어 기존에 강조 되어왔었던 보건의학  측

면 보다 인문학  시각에 의한 힐링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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