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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study is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piritual nursing for the
elderly patients, through finding out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elderly patients' spiritual
needs and spiritual well-being.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5 to September 15,

2010. The subjects

were 145 elderly inpatients, who were in hospitalized in a general hospital.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was the scale for Spiritual Well-being(20 items), which was developed by
Paloutzian & Elison(1982), translated by Choi, Sang-Soon(1990), revised by Kang, Jung-Ho
(1996), and a scale for spiritual needs(30 items), which was developed by Kim, TaeHee(1986), adapting the three areas suggested by Fish & Shelly(197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win 17.0 PC.

Results:

Of the total 150 scores, the score for the subject's spiritual needs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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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verage of 101.65(average score 3.39). Of the total 80 scores, the scores for the
subject's spiritual well-being represented an average of 49.03(average score 2.45). The
interrelation between spiritual need and spiritual well-being has indicated statistically a
significant true correlation (r=.714, p<.001). The differences of spiritual need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spects by gender, education,
religion, religious practice and influence of religion. The differences of spiritu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aspects by
education, religion, religious practice, influence of religion, satisfaction of economic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the spiritual needs and the

spiritual well-being of the elderly patients were found to be above the level of mid-line,
and showed tru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Consequently, the clinical nurses
are called on to recognize the needs for the spiritual aspects of the elderly patients, and
with physical care, provide them with spiritual care fulfilling their spiritual needs, to
promote their spiritual well-being. Especially, since the religion serves as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spiritual needs and spiritual well-being of the patients,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religious activity of the patients and to build a system to cooperate with
clinical pastoral ministers which can help the patients to maintain higher status of
spiritu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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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의 질병율은 84.9%이며,
이들 중 81.3%는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만성질환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은 육체적 기능의 쇠퇴로 쉽게 피로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 저

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회복되기 어렵고,

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최근 전체 인구 중

은퇴와 더불어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1.0%로

서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문제들로 인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향후 2018년에

하여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최영희

는 14.3%로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등, 2010). 특히 입원은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적 변화와 함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러한 노인 인구의

데 입원한 노인환자들은 누구보다 많은 영적

증가로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진료비

고통을 경험하고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영

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6%였

적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장대숙, 1998). 그러

는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에 비해 약

므로 간호사는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와 신체

3.2배이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

적, 사회심리적, 영적 측면에 걸친 전인간호를

보험공단, 2010), 의료시설 입원율은 13.3%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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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종파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신뢰할

들의 관심부족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Carson

만한 가치가 있는 신에게 의존하기를 바라고,

(1980)은 영적간호를 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죄의 문제를 해

종교를 고려한 입장에서든 종교를 떠난 입장

결 받고자 하는 영적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서든 환자의 영적요구를 인식해야 한다고

러한 영적요구는 절대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한 것과 같이 영적간호는 환자의 영적요구를

인간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 이를 충족시켜

우선시하여 간호현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

주는 것은 전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어져야 하며, 환자의 종교적 요구를 직접 도울

줄 수 있다(Carson, 1989: 송혜숙, 2002 재인

수 있는 행위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고

용). Fish와 Shelly(1988)에 의하면, 영적요구

의 전환과 간호현장의 분위기가 요구된다(임

에 대한 정확한 문제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

성숙, 2009 재인용).

있는 간호중재를 통한 전인적인 간호접근은

지금까지 영적요구를 확인한 간호 대상자는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영적

입원환자(김태희, 1986), 암환자(지기순, 1996;

간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정남과

강병금, 2004), 수술전 환자(고미혜, 1988), 호

송미옥, 2003 재인용).

스피스 환자(한영미, 200), 재가노인(최미혜

영적안녕이란 인간의 영적본성을 최대한으

외, 2001), 암환자 가족(조지희, 2008), 간호사

로 개발시키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

(양영은, 2009) 등이 있다. 영적안녕에 관련된

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변수로 입원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다루어진 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

념을 살펴보면, 우울(최순인, 2002), 우울 및

적 안녕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

수면의 질(강금미, 2007), 죽음, 불안(권영숙과

존적인 안녕상태를 말한다(Paloutzian & Ellison,

김정남, 2003; 김호경, 2007), 삶의 질, 죽음,

1982). 노인에게 있어서 영적안녕은 건강의 중

불안(김연숙 등, 2007)이 있으며, 지역사회 노

요한 요소로서 자아 존중감의 원천이 되고, 만

인을 대상으로는 삶의 질(박지선, 2005), 가족

성질환과 같은 신체적 쇠퇴로 인한경우에도

지지(이미경, 2002), 영향을 주는 요인(장인순

전체적인 안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과 김수미, 2003; 강문희, 2010)이 있으며, 암

다(최순인, 2002).

환자를 대상으로는 영적안녕 상태(강정호,

간호 실무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1996), 삶의 질(오복자, 1997), 가족지지(김은

치중되는 것은 신체적 간호이고, 정신적, 영적

영, 1999) 등으로, 영적요구 및 영적안녕에 영

인 측면의 간호는 그 중요성 인식도가 낮아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개념과 이론발

있다. 영적요구와 영적안녕을 연관시켜 시도

달이 미진한 상태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된 선행연구로는 입원환자(송혜숙, 2002), 혈

실정이다(최미혜 등, 2001). 임성숙(2009)은

액투석 환자(김희운, 2007)를 대상으로 한 연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가 있으며, 입원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영적간호 수행정도가

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영적간호를 수행하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안녕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간호보다

을 위협받고 영적위기에 놓여 있는 입원한 노

신체적 간호가 우선순위로 인정되는 현실상황

인환자를 대상으로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정도

을 반영한 결과이며, 영적간호에 대한 간호사

를 파악하고 관계를 분석하여 영적간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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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김태희(1986)
가 입원환자 대상으로 개발한 영적요구 사정
도구 30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3) 영적안녕(Spiritual Well-being)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상호

영적안녕이란 인간의 영적요구가 충족될 때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인환자의 영적간호를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신, 자신, 타인, 사회/환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경과의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신과의 관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성에 대한 종교적 안녕감과 자기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인식하고 삶에 만족하는 실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적 안녕감을 포함한다(Paloutzian & Ellison,
1982).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 & Ellison

2) 대상자의 영적요구, 영적안녕 정도를 파악
한다.

(1982)이 개발한 Spiritual Well-being Scale을
최상순(1990)이 번역한 도구를 강정호(1996)

3) 대상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과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

가 수정 보완한 20개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
를 의미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영적요구 정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를 파악한다.

1. 연구설계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1) 노인환자

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노인환

다.

자는 병원에 입원중인 65세 이상의 환자를 의
미한다(노인복지법, 2004). 본 연구에서는 S시

2. 연구대상

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

상의 환자를 의미한다.

원에 입원중인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환자
2) 영적요구(Spiritual Need)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

영적요구란 종교와 무관하게 절대자(신)와

준은 다음과 같다.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
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핍된 상태로 사랑과 관

1)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환자

심에 대한 요구,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
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로 분류된다(Fish &

2) 연구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Shelly, 1978). 본 연구에서는 Fish & Shell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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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적안녕 측정도구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
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았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읽어 주고, 노인
의 이해수준에서 설명한 후 연구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직접 작성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48부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도중 거부한 3명을 제외 한 145부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 되었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였다.

Paloutzian & Ellison(1982)이 개발한 Spiritual
Well-being Scale을 최상순(1990)이 번안하고
강정호(1996)가 수정·보완한 총 20문항의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문 12문항과
부정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수 번
호의 문항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안녕, 짝수 번호의
문항들은 절대자(신)와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안녕 상태를 측정하도록 구분되
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긍정문항에서는
‘언제나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고,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 처리

4. 연구도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정도가 높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1

음을 의미한다. 강정호(1996)의 연구에서 신뢰

문항, 질병관련 특성 8문항, 영적요구 사정도

도 Cronbach's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 30문항, 영적안녕 측정도구 20문항 총 69

.94 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실존적 안녕 .8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종교적 안녕 .97이었다.

1) 영적요구 측정도구

5. 자료분석 방법

Fish & Shelly(1978)가 제시한 세가지 영역

․

을 중심으로 김태희(1986)가 내 외과 병동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통계 프로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총 30문항의 도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

구를 사용하였다. 영역별로는 사랑과 관심에

법은 다음과 같다.

대한 요구 10문항,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12문항, 용서받고 싶은 요구 8문항이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정말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2) 대상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을 파악하기 위
해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태

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희(198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94

영적요구 및 영적안녕 정도의 차이는 t-test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고, 하위영역

와 ANOVA를 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별로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82,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87, 용서받고 싶은 요

4) 대상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과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

구 .86이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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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5)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60(41.4)
85(58.6)

Age(yrs)

65-69
70-74
>75

55(37.9)
41(28.3)
49(33.8)

Marital status

married
death separated
single
others

94(64.8)
46(31.7)
3( 2.1)
2( 1.4)

Education

unschooled
primary
middle
high & over

63(43.4)
54(36.6)
12( 8.3)
17(11.7)

Religion

none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others

60(41.4)
37(25.5)
27(18.6)
18(12.4)
3 ( 2.1)

Religious practice
(times)

weekly
2~3/month
1~2/2 months
never

51(60.0)
7( 8.2)
23(27.1)
4( 4.7)

Influence of religion important
not so much
not important

88(60.7)
18(12.4)
39(26.9)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이 58.6%로 과반수 이상 이었
고, 평균연령은 72.4세 이었으며, 65~69세 37.9%,
75세 이상 33.8%, 70~74세 28.3% 이었다. 결
혼상태는 기혼 64.8%, 사별 31.7% 이었으며,
학력은 무학 43.4%, 초등졸 36.6%, 중졸 8.3%,
고졸 이상이 11.7% 이었다. 종교는 41.4%가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가 있는 58.6%는 기독
교 25.5%, 불교 18.6%, 천주교 12.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 85명 중 종교기
관에 매주 참석하는 사람이 60.0%로 가장 많
았으며,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60.7%가 중요한 편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
는 사람이 84.1% 이었고, 경제적 상태는 보통

N (%)

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만
족한 편 45.5%, 보통 29.7%, 불만족한 편
24.8%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은 배우자가
60.0%로 가장 많았고, 자녀 9.7%, 혼자 사는
사람도 26.2%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건강상태 지각 정도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Occupation

have
have not

Satisfaction of
economic condi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28(19.3)
87(60.0)
30(20.7)

Living

with spouse
with spouse
and/or children
alone
with others

87(60.0)
14( 9.7)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66(45.5)
43(29.7)
36(24.8)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48.3%로 가
장 많았고, 좋은 편 31.7%, 보통 20.0% 순 이
었다. 현재 우울과 불안의 정도는 없다 53.8%,

23(15.9)
122(84.1)

다소 있다 33.8%, 매우 심하다 12.4%로 나타
났다. 통증이나 불편감의 정도는 없다 43.4%,
다소 있다 41.4%, 매우 심하다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병동은 외과계 52.4%, 내과계
47.6%로 구성 비율상 큰 차이가 없었고, 입원

～

～

기간은 1 7일 46.9%, 8 14일 31.7%, 15일

Life satisfaction

이상 21.4% 순이었으며, 입원경험으로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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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85.6%로 나타났다, 입원기간 중 간호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자는 배우자가 37.2%로 가장 많았고, 자녀

(N=145)

23.4%, 간병사 12.4%로 나타났다. 현재 앓고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있는 만성질환의 수는 없다 21.4%, 1개 39.3%,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46(31.7)
29(20.0)
70(48.3)

Level of anxiety/
depression

never
moderate
severe

78(53.8)
49(33.8)
18(12.4)

Level of pain

no
moderate
severe

63(43.4)
60(41.4)
22(15.2)

2개 28.3%, 3개 이상 11.0% 이었고, 만성질환
의 종류로는 고혈압 44.7%, 당뇨 24.0%, 근골격
계 18.0%, 암 14.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대상자의 영적요구
대상자의 영적요구 정도는 최소값 34에서
최대값 150까지의 범위로 평균 101.65점(평균
평점 3.39점)으로 노인환자의 영적요구 정도
는 중상 정도였다. 영적요구의 하위영역별로
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36.90점(3.69점),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39.30점(3.27점),
용서 받고 싶은 요구 25.32점(3.1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하위영역 모두 중상 정도였다

Primary care giver spouse
children
care giver
other

54(37.2)
34(23.4)
18(12.4)
39(26.9)

Admission
frequency(times)

1
2-3
>3

21(14.5)
62(42.8)
62(42.8)

Chronic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ancer
cerebral 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pulmonary disease
skeletomuscular
disease

67(44.7)
36(24.0)
21(14.0)
18(12.0)

Number of
chronic disease
diagnosis

none
1
2
>3

31(21.4)
57(39.3)
41(28.3)
16(11.0)

Department of
admission

medicine
surgery

69(47.6)
76(52.4)

Length of stay
(days)

1~7
8~14
>15

68(46.9)
46(31.7)
31(21.4)

(Table 3).

3. 대상자의 영적안녕
대상자의 영적안녕은 최소값 22에서 최대값
80까지의 범위로 평균 49.03점(평균평점 2.45
점)으로 노인환자의 영적안녕 정도는 중 정도
였다. 영적안녕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실존적
영적안녕이 26.14점(2.61점)으로 종교적 영적
안녕 22.88점(2.29점)보다 높았다(Table 4).

4. 대상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과의 관계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과의 관계
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19(12.7)
10( 6.7)
27(18.0)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r = .714, p

＜ .001). 영적요구 하위영역

인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용서 받고 싶은 요구 모두에서

* multiple response

영적안녕의 하위 영역인 종교적 영적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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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영적안녕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요구와

로 나타났다(Table 5).

영적안녕

<Table 3> Scores of Spiritual Needs of the Subjec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요구 정

(N=145)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성별

Spiritual Needs
Total

Min

Max

M±SD

34

150

101.65±25.50

(t = -2.832, p = .005), 학력(F = 4.346, p =

＜ .001), 종교기관
참석 횟수(F = 13.477, p ＜ .001), 종교가 자
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F = 39.830, p ＜ .001)
.015), 종교(F = 43.860, p

(3.39±.85)
Love and

10

50

concern

36.90± 8.37

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69±.84)

Meaning and

12

60

purpose

즉,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는 천주

39.30±11.19

교, 기독교, 기타, 불교 순으로 종교인이 비종

(3.27±.93)

Wishing

8

40

forgiveness

교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인의 종교기

25.32± 9.25

관 참여정도는 매주 참석한다가 2개월에 1~2

(3.16±1.16)

회 참석한다라고 응답한 군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

<Table 4> Scores of Spiritual Well-being of the
Subjects
Spiritual
Well-being
Total

(N=145)

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보다 영적요구가 높게
나타났다(Table 6).

Min

Max

M±SD

22

80

49.03±14.8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정
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력

＜ .001), 종교(F = 38.275 p ＜
.001), 종교기관 참석 횟수(F = 9.770, p ＜
(F = 8.516, p

(2.45±.75)
Existential

하다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 중요하

10

40

well-being

26.14± 6.04

.001),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F =

＜ .001), 경제상태(F = 3.815, p =
.024), 삶의 만족도(F = 8.627, p ＜ .001)가

(2.61±.60)

27.444, p
Religious

10

well-being

40

22.88±10.82
(2.29±1.08)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력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Needs of the Subjects (N=145)
Existential Well-being

Religious Well-being

Spiritual Well-being

r(p)

r(p)

r(p)

.341(< .001)

.794(< .001)

.714(< .001)

Love and concern

.306(< .001)

.600(< .001)

.559(< .001)

Meaning and purpose

.358(< .001)

.771(< .001)

.706(< .001)

Wishing forgiveness

.220(< .001)

.715(< .001)

.607(< .001)

Spiritu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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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piritual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94.61±25.83
106.54±24.17

-2.832

.005

Age(yrs)

65-69
70-74
>75

104.41±22.73
98.12±27.82
10139±23.04

.707

.495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death separated

117.33±16.04
109.89±26.84
101.39±23.04

.602

.549

Education

unschooled1
primary2
middle or over3

96.37±25.34
101.83±25.43
112.83±22.79

4.346

.015

1<3

Religion

protestant1
catholic2
buddhism3
none4
others5

120.95±15.82
128.44±13.10
101.15±19.08
81.15±18.29
110.67± 9.61

43.860

＜ .001

1,2>3>4

Religious practice
(times)

weekly1
2~3/month2
1~2/2 months3
never4

124.33±15.60
113.00±11.27
98.14±18.67
108.50±14.89

13.477

＜ .001

1>3

Influence of religion important1
not so much2
not important3

112.05±21.88
103.78±23.51
76.58±14.89

39.830

＜ .001

1,2>3

Occupation

have
have not

101.09±21.82
101.75±26.75

-.112

.911

Satisfaction of
economic condi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102.21±28.73
100.69±25.06
103.90±24.09

.183

.833

Living

with spouse
with spouse and/or children
alone
with others

99.97±26.72
99.36±25.10
102.49±22.81
126.33± 9.27

2.105

.102

Life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104.83±27.12
100.67±24.46
97.08±23.35

1.11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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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piritu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145)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7.23±15.50
50.31±14.41

-1.226

.222

Age (yrs)

65-69
70-74
>75

48.15±12.80
51.41±16.41
49.45±16.58

.160

.85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death separated

53.67±16.50
48.99±14.99
48.63±14.30

.163

.849

Education

unschooled1
primary2
over middle3

45.14±13.05
48.62±15.60
58.24±13.77

8.516

＜ .001

3>1,2

Religion

protestant1
catholic2
buddhism3
none4
others5

60.70±13.64
63.39±11.20
49.63± 9.13
37.72± 8.30
40.00± 9.85

38.275

＜ .001

1,2>3,4,5

Religious practice
(times)

weekly1
2~3/month2
1~2/2 months3
never4

62.71±12.06
53.14± 6.49
48.81± 9.55
45.00±15.17

9.770

＜ .001

1>3,4

Influence of religion

important1
not so much2
not important3

54.82±13.96
47.44±13.43
36.72± 8.93

27.444

＜ .001

1,2>3

Occupation

have
have not

48.52±16.07
49.13±14.73

-.179

.858

Satisfaction of
economic condition

satisfied1
moderate2
unsatisfied3

55.57±16.60
48.13±13.79
45.57±14.99

3.815

.024

Living

with spouse
with spouse and/or children
alone
with others

48.02±14.34
49.36±16.26
49.32±15.52
61.33±13.72

1.522

.211

Life satisfaction

satisfied1
moderate2
unsatisfied3

54.24±15.06
46.05±12.15
43.06±14.67

8.627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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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무학이나 초등학

최소값 34점, 최대값 150점이며, 평균평점은

교 졸업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교는 천주

3.39±.85점(척도범위 1-5)으로 중상 정도로 나

교,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의 순으로 종교인

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이 비종교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인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술전 환자를 대상으로 측

종교기관 참여정도는 매주 참석한다가 2개월

정한 고미혜(1998), 암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에 1 2회 참석한다라고 응답한 군보다 높게

한영인과 손수경(1999), 성인 입원환자를 대상

나타났으며,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으로 측정한 송혜숙(2002), 혈액투석 환자를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저 그렇게 생

대상으로 측정한 김희운(2009)의 연구에서 영

각하는 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보

적요구 정도가 중상 정도로 본 연구와 일치하

다 영적 안녕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인

였으며, 내·외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지하는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김태희(1996)의 연구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편이 보통이다와 불

다. 또한 최미혜 등(2001)이 지역사회 노인을

만족하다 편보다 영적안녕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으로 측정한 지역노인의 영적요구 정도는

(Table 7).

중상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노인은

～

입원이나 암과 같이 질병 중에 있지 않더라도
노인이라는 그 특성 자체만으로도 영적요구가

Ⅳ. 논

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의

영적요구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가 36.90±8.37점(평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균평점 3.69±.84),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

을 파악하여 영적간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구가 39.30± 11.19점(평균평점3.27±.93), 용서

자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

받고 싶은 요구가 25.32±9.25점(평균평점3.16±

의하고자 한다.

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하위 영역 모두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영적요구 정도를 파악하였다.

한영인과 손수경(1999), 송혜숙(2002), 김희운
(2007)의 연구에서 영역별 영적요구는 사랑과

영적요구란 신과의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의미

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

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순으로 나타나 본

핍된 상태이며 인간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최미혜 등(2001)

없이 그 내면에 절대자와 인간에게 사랑과 관

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의

심을 받기를 원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

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사랑과 관심에 대

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기를

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순이었다. 용서

원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

받고 싶은 요구보다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나라도 결핍될 때 영적요구가 있다(Fish &

요구가 높게 나온 것은 노인이라는 특성이 죽

Shelly, 1980; 송혜숙 2002 재인용).

음에 대해 생각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진지

본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영적요구 정도는

하게 찾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평균 101.65±25.50점(도구범위 30-150)으로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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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적에 대한 영적간호 중재방안을 모색해

사료된다.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길 원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나의 능력 안에서 의미

영적안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

있는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주길 원한다”가

는 절대자(신), 이웃, 자신 그리고 환경과의 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노인들이 자

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내적자원이

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노인 스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Musgrave

스로 생활하려는 현대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

& Mcfarlane, 2004; 강성례, 2006 재인용).

로 사료된다. 영적요구 중 사랑과 관심에 대한

본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영적안녕 정도는 평

요구가 높은 것을 볼 때 간호사가 이러한 요

균 49.03±14.89점(도구범위 20-80)으로 최소값

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해 준다면 환

22점, 최대값 80점이며, 평균평점은 2.45±.75

자의 영적요구를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으라

점(척도범위 1-4)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요구

구를 사용한 강금미(2007), 김호경(2007), 김

정도는 성별, 학력, 종교, 종교기관 참석 횟수,

연숙 등(2007)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영적안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녕 정도가 중간정도로 나왔다는 결과와 유사

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은 여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상은 아니지만

가 남자보다, 학력은 높을수록, 종교는 천주교,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경(2002),

기독교, 기타, 불교 순으로 종교인이 비종교인

장인순과 김수미(2003), 강문희(2010), 암환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인의 종교기관 참

를 대상으로 한 강정호(1997), 오복자(1997),

여정도는 매주 참석한다가 2개월에 1 2회 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희운(2007)의

석한다라고 응답한 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에서 영적안녕 정도가 중간으로 나왔다는

종교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보고와도 유사하였고, 성인 입원환자를 대상

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 중요하지 않

으로 한 송혜숙(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다고 생각하는 편보다 영적안녕이 높게 나타

영적안녕 정도가 중 이상 정도로 나왔다는 결

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와 종교가 삶에 미치는

과와 비교할 때는 본 연구결과가 낮은 것으로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영

나타났다.

～

적요구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

영적안녕을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구(김태희, 1886; 최화숙, 1987; 최미혜 등,

분류하여 각 영역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실존

2001, 송혜숙, 2002; 김희운, 2007))와 일치하

적 안녕은 평균 26.14±6.04점(평균평점 2.61±

였다.

.60), 종교적 안녕은 평균 22.88±10.82점(평균

이와 같이 입원노인환자의 영적요구에 영향

평점 2.29±1.08)으로 실존적 안녕이 종교적 안

을 미치는 요인이 종교임을 인식하여 대상자

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존적 안녕

들의 종교 관념에 따라 종교 활동을 지속시킬

이 더 높은 점수를 얻은 다수의 연구 결과(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교에 따른 영적 간호중

미경, 2002; 송혜숙, 2002; 장인순과 김수미,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2003; 김호경, 2007; 김희운, 2007,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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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합병원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2010)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적안녕

적요구 하위영역인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상태가 절대자(신)와 관련된 종교적 안녕에 비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용서 받고 싶은

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실존적 안녕에

요구 모두에서 영적안녕의 하위 영역인 종교

더 높은 안녕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적 영적안녕과 실존적 영적안녕과 순 상관관

노인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를 대상

정도는 학력, 종교, 종교 기관 참석 횟수, 종교

으로 한 송혜숙(2002),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

가 삶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태, 삶의 만족도

으로 한 김희운(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에 따라 유이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력은 높

다.

을수록, 종교는 기독교가 타종교나 비종교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인의 종교 참여 정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환자

도는 매주 참석 할수록, 종교가 자신의 삶에

의 영적요구과 영적안녕은 중 정도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할수록 영적

었고, 영적요구과 영적안녕 간에는 통계적으

안녕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인지하는 경

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상태는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삶의 만족

학력, 종교, 종교기관 참석 정도, 종교가 자신

도는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보통이다와

의 삶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하지 않다 편보다 영적안녕이 높게 나타

가 영적요구와 영적안녕에 관련이 있는 변인

났다. 종교인의 종교 기관 참여도가 적극적인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환자 간호 시 본

경우,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연구결과에 나타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영적안

생각하는 경우가 노인환자의 영적안녕과 높은

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영적간호 중재프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동일한 대상으로 한 연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최순인, 2002; 강금미, 2007; 김호경, 2007)
결과와 일치하였다. 장인순과 김수미(2003),

Ⅴ. 결론 및 제언

김호경(2007)의 연구에서 경제적 상태가 좋은
편이, 삶의 만족도가 만족한 편이 영적안녕 정
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1. 결론

이와 같이 노인환자의 영적안녕에 영향을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 종교 참석, 종교가 삶
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상태, 삶의 만족상태
임을 인식하여 대상자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
도록 격려하고, 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영적 간
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인환자의 영적간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S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으로 사료된다.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도구는 김태희(1986)
셋째, 대상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과의

가 개발한 30문항의 영적요구 측정도구와
Paloutzian & Ellison(1982)이 개발하고 최상순

관계를 파악하였다.
입원노인환자의 영적요구와 영적안녕은 순

(1990)이 번안, 강정호(1996)가 수정·보완한 20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문항의 영적안녕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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