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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find of nursing students' attitude on death and
hospice. The s니bjects of st 니dy were 84 junior students who checked q 니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sed by descriptiv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attitude on death
1) The degree of knowledge on their terminal illness was 97.5%.
2) 46.2% of the responants considered the meaning of death as the phenomenon of
nature.
3) 62.6% of the respondants wanted to die at home, 1.2% at hospice ward, 25.3%
at hospice care 니nit.
4) 54% of the respondants replied that they wanted to complete unfinished things
before death.
5) 64.6% of the respondants had a positive attitude to their death, 34.3% had
negative attitude to their death.
2.

The attitude on hospice

1) 36.9% of the respondants replied that most adequate hospice management institution
is a hospital.
2) Most of the respondants recognize that hospice care must be a role of the medical
team(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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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6.1% of the respondants replied that hospice unit must to be in the university
hospital.
4) 86.9% of the respondants want to committe in hospice service.
5) 66.2% of the respondants recogniz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beingwith

terminal illness patient.
Therefore, following suggestions are commended
1) Developmentof hospic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nursing students.

2) Development of practice program

for the nursing students as experience

of

hospice care.
key concept : Death, hospice, the nursing students

I . 서

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인자，1984)
인간은 죽음앞에 자신의 삶을 보게 된다.

1. 연구의 필요성

무조건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과 회피는 자신
의 삶에 대한 회피일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이 태어
나는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발달과정을

죽음에 대한 교육은 삶에 대한 교육이라 할

함께

수 있다. 죽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포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전

우리의 삶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김주희외, 1992). 인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Pincus, 1979)

간은 옛부터 죽는다는 것을 의식해 왔으며

Kubler Ross(1969)는 불안감이나

불편한

단적으로 ‘죽는

감정없이 임종하는 환자를 도우려면 먼저 죽

존재’，‘죽어야 할 존재’라 규정하였다. 죽는

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의료인 자신의

다는 사실과 이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죽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대

고대의

희랍인들은

인간을

있다는 것이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여겨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인들은 죽음

왔다(정달용, 1998) 오늘날 과학과 의학의 눈

의 고통에 당면하여 투쟁하고 있는 환자를

부신 발전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접할 때 의료의 한계와 환자의 고통을 피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모든 인

로 느끼게 된다. 삶과 죽음의 현장을 경험하

생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자연적이고 정상

면서 인식되는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체험함

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김명자，1984)

으로서 환자가 죽음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그러나 죽음을 대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죽

자신의 죽음을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김명자외, 1984).
호스피스요원은 임종환자가 인간적인 품위

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대면하고

용기있게

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

대처하여 중요하고 가치있는 인생의 한 부분

와주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

으로

죽음이나

미와 의식을 분명히 해야함이 강조된다. 임

타인의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인격적 성장을

종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간호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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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처

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하는 능력이다. 자기자신의 유한성을 진실로

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구

직시한

있어

체적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존철학

가장 보배로운 자격을 갖춘 것이 된다(Kubler-

이 대두하게 되면서 죽음의 문제는 이제 피

Ross, 1980)

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대

사람이야말로

노유자등(1996)은

임종환자간호에

한국호스피스의

문제점

에서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로는 의사, 환자,

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되었다(박석춘，
1992).
죽음은 심장과 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

가족, 행정가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문헌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는 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

는 홍보부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

실상태로 정의하였고(의사협회, 1990)， 이길

로 재원부족, 전문인력부족, 교과과정내 호스

홍(1980)은 무반응，무동작, 무호홉，무반사,

피스관련내용부재

일직선 뇌파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호스피스간호가 한국의 말기 임종

터나 인 간의 죽음을 생물학적 인 존재가 비생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맞게 질적 양적으

물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간호를 수행

도 생명작위는 그 스위치를 누르듯 일순간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시급하다(김분한 등’ 1999).
이에 본 연구자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확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명확하게 긋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산과 전문인력의 전단계로서 간호대학생들의

(이길홍，1980).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

죽음 및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포가 죽는 시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삶이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호스피스교육에 대

죽었다고 판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생명장기의 비가역적

연구가

손상이나 기능의 정지를 중심으로 한 임상적

간호대학생들의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성숙된 태도와 이해를 바탕으로 호스피

정의만■이 가능하다(문국진, 1989). Kubler-Ross

스간호의 중요한 인적자원이 되는 준비에 도

(1970)는 삶에서 죽음으로의

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인 현상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

변이가 순간적

지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나 의미는 집합적 경험의

2. 연구의 목적
1) 간호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

소산인 문화의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이 속한
상황적 조건，즉 죽음의 형태, 죽는 장소，시

악한다
2) 간호대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기, 가치관, 종교, 성장발달수준, 사회적 위치,
삶의 경험, 삶의 태도나 의지, 관습, 독립성의

를 파악한다

수준, 건강, 교육수순, 인간관계 등에 따라 다
르다(이대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 1990). 죽

n.

음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법은 철학과 인생

문헌 고찰

관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죽
음에 대한 규범과 윤리는 문화와 그 문화가

1. 죽음에 대한 태도

내재하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죽음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이미 삶과 따

문화적 규범과 그 문화적 환경에서 학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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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한 가치관이

죽음을 규정하는 입장과

환자를 마치 낮선 사람처럼 대할 때 생기는

시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배영기, 1992). 또한

태도이다. 즉, 의료인이 환자를 질병에 대해

생명의 소멸인 죽음은 삶과 상반되는 개념이
지만,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

서만 관심이 있을 뿐 질병을 가진 환자에 대

라 그 공동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가

현상이다. 대인관계적 죽음은 의미있는 타인

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김승혜외，1990)

해서는 무관심했던 환자의 죽음후에 생기는
의 죽음과 같은 즉，가족이 돌보던 환자가

자연본성과 위격의 합일체인 인간(김수복,

사망했을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개인

Rhaner, 1988)의 죽음은 생명현상이 멈추어

내적 죽음은 가장 흔한 것으로서 자율적이고

진 현상일 뿐만 아니라 위격을 통하여 이루

자의식이 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어떤

어진 위격적 자아의 종결이기 때문에 사회심

문제로 좌절감에 빠질 때 죽음을 시도하는

리적 과정을 거치는 사건이기도 하며，자신
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실제로

경우라든지, 노인의 경우 주위에 의미있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병으로 자신의 몸의 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것은 표준인간에게 나

능이 상실했을 때 부분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타나는 일반화할 수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의료인과 환자

오히려 한사람 한사람이 각각 경험하는 사건

와의 관계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다(Kubler-Ross, 1970).

서는 남은 삶동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의 전단계에 걸쳐 있는 대상자를 간호하

죽음의 과정 및 죽어가는 이의 다양한 문제

는 간호사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을

와 요구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죽음준비

맞이하는 대상자도 간호해야 하므로 죽음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하며, 죽음을 준비하

임종상황에

여 후회없는 죽음을 맞이할수 있도록 죽음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민순, 1989).

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정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사색, 즉 죽음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노유자외, 1994).
Bell과 Batterson(1979)은

죽음의

태도에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성, 종교

먼저 생각한다(Baker & Sorensen, 1963). 간

성, 배우자의 건강, 주거형태, 은퇴, 삶에 대한

호사들이 불안감이나 불편한 감정없이 임종

만족,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하였고，Thorson

하는 환자를 도우려면 먼저 죽음과 죽어가는

과 Powell(1990)은 종교성이 죽음에 영향을

과정에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인식해야 한다

위와 같은 죽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호

(Kubler-Ross, 1969).
태도란 심리적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스피스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은 임종을 삶의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험을 통하여 형성

한 과정으로 수용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된 정서적 경향으로(김영순, 1988) 죽음에 대

가지고, 대상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임종을

한 태도는 죽음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태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죽음에

를 말한다(김주희등，1992).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죽음의 유형

죽음에

대한 의료인， 간호사, 간호학생의

을 살펴보면 비인간적인 죽음(Inpersonal death),

태도는 임종환자간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대인관계적

죽음을 맞는 사람은 공포반응，허탈감, 비애

죽음(Interpersonal death), 개인

내적인 죽음(Intrapersonal death)으로 나누어

감, 회피감등의 심리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

볼수

으므로 임종환자를 효율적으로 간호하기 위

있겠다. 비인간적인

죽음은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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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간호사는 죽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

갖도록 하는 신체적, 심리적，영적측면의 지

로 습득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에 태한 태도

지가 필요하다(김주희, 1992).

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영숙, 1975).

지금까지의 임종간호는 주로 신체적 측면
에서 간호의 목표를 명백히 결정하고 구체적

2) 호스피스
Hospice의 어원은 라틴어의 “hospes(손님)”
또는 “hospitum”(손님접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기원되었으며 손님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원래 Hospitality(손님접대, 환대)에
서 나온 말로서 점차 그 의미가 좁아져 최근
에는 임종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안위
하는 특별한 안식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호스피스의 개념은 죽음이 출생이나 성장，
성숙과 같은 하나의 자연적인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와
가족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호스피스간호의 본질을 밝히려
는 연구에

있어 Zerwekh(1995)는 호스피스

의 간호모델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역할로
서술하였다. (1) ‘간호사 자신의 지탱’으로 마
음 아파함, 주고받음，자신의 일정에서 자유
로움，항상건강하고 열려있음, 자신을 새로이
충전시킴, (2) ‘두려움에 맞부딪혀 내밀음’으
로 죽음을 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함께 하
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⑶ ‘연결시킴’
으로 환자와 환자가 사랑하는 이들을 연결하
는 것，(4) ‘선택하도록 격려함’으로 환자 자
신이 원하는 데로 어떻게 살고 죽기를 원하
는 지 선택하도록 함，(5) 협력함, (6> 위로를
줌, (7) 모든 것에서의 이탈과 떠남을 도와
줌, (8) 영적인 도움을 줌, (9) 가족을 북돋
음, (10)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서술하였다.

인 신체적

증상을 관리해

왔다(김조자 등,

1992). 임종환자는 신체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분노，무기력, 절망, 거부감，고립감, 죽
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임종환자의 이러한 심리
적 간호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임종환자의 간호증진을 위한 훈련
된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임종환자 개
인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따라 받는 간호가
다르며，임종환자에 대한 의료요원간의 부적
절한 의사소통이나 임종의 상황 아래에서 나
타나는 간호사들의 방어작용 등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순용, 1980).
또한 환자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영적 간호란
종교적 신앙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절대자와
의미있는 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일련의 간호활동이다(권혜진, 1989). 영
적 간호는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임
에도 불구하고 간호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간호에 비해 소홀하
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정순화, 1990).
간호사들이 영적 간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영적 영역에
대하여 간호사 스스로 확신이 없고，영적 간
호에 대한 몰이해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믿음에서 오는 확신의 부족과 관련된 간호사
의 태도때문으로 보고있다(김옥란, 1981).

이와 같이 호스피스는 인생여로의 최후까
지 ‘말기환자와 함께 더불어 걷는’과정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여정에
있는 환자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하고 신체적으로 평안하고 죽음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여 죽음후의 새 삶에 대한 희망을

호스피스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무엇보다 호스피스팀을 이루는 구
성원 각자의 확실한 신념과 봉사정신，그리
고 원숙한 인간성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
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가장 심각한

경험인 죽음에 대치하고 있는 환자에게 봉사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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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공감과 동료의식을 요구하는 일이며 이는 그
들 각자의 확고한 인생관과 생사관, 그리고
신앙관을 필요로 한다(조현，1993).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무에 나가기 이전
의 간호학생들의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태
도를 파악하여 호스피스교육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모두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미혼으로 대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18명
(33.3%), 불교 6명(11.1%), 천주교 8명(14.8%),
무교 22명(40.7%)으로 무교가 가장 많고 다
음은 기독교인이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

ffl. 연구 방법

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연구대상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84)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D
대학과 C 대학의
대상으로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84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구 분

빈 도

백분율
100

성별

여

84

연령

20대

84

100

기독교

23

27.3

불교

8

9.52

종교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태도 질문지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이정숙(1984),

천주교

14

16.6

무교

32

38.0

기타

7

8.7

강은실(1998)이 사용한 도구를 대상자의 특

교육정 도

대재

84

100

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으

결혼상태

미혼

84

100

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6문항，죽
음에 대한 태도 8문항,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2.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10문항으로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
해 본적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을 때 가끔 있

3. 자료수집방법
1999년 11월 15일과 동년 12월 18일에 대
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설문지를 배부시 본 연구자가 연
구목적을

설명하고

응답과정동안

참석하여

질문시 답변을 하였으며 직접 수거하였다.

다 전혀없다 10.8%, 가끔 있다 73.4%, 종종
있다 10.84%, 자주있다 4.8% 로 답하였다. 종
교가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30.8%, 얼마간 영향
을 미쳤다 29.6% ，아주 적은 영향을 미쳤다
20.9%,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18.5%
로 나타났다.
죽음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언젠가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대상자의 죽음 및 호스피스에

맞이하는 자연현상 46.2%로 가장 높았고, 영

대한 태도에 대해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로

원한 안식처 16.4%, 내세의 시작 7%, 두려움

산출하여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7.4%, 슬픔 5.9%，고통으로부터의 해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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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싶지않다 2.2%, 생의 단절 1.4% 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
인다가 45.1% 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19.5%, 연기하고 싶다 17%, 죽
음에 대해 공포스럽다 17% 등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
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가 41.5% 로
가장 높았고, 스스로 생각과 명상을 통해서
32.4%, 종교적 교육을 통해서 10.3%, 가족의 수
명을 통해서 501?。
, 특별한 책을 통해서 3.9%,
건강이나 신체적 조건을 통해 2.6%, 장례식
을 통해와 특별한 강좌를 통해는 각각 1.3%
로 나타났다.
대해 얘기해 주길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이 44.0%

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의가 40.4%, 성직자

8.3%, 기타7.1% 로 나타났다.
자신의 말기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두 알아야 한다
가 66.6%,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면만 알린
다는 30.9%, 될 수 있으면 알리지 않는다는
2.3% 로 나타났다.
시한부기간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
에서는 못다한 일과 중요한 일의 완성이 54.0%
로 가장 높았으며, 나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친
구들에게 관심을 돌린다가 21.4%, 현재 그대
로 생활할 것이다는 8.5%, 기도나 명상을 하
면서

이다.
임종환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간호내용으로
는 환자와 함께 있어줌이 66.2% 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편안한

신체상태의

유지

26.5%, 종교적 도움을 제공한다 2.4% 순서로
나타났다.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도움을 주고 싶다가 86.9% 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을 줄 수 없어 피하고 싶다가
8.3%, 되도록 도움을 주고싶다 4.7% 로 나타
났다.
환자가 죽음을 알고 있을 때의 간호로는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가 60.7% 로 가장

누가 당신에게 죽음에
바라는가에

3.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보내겠다 7.1%, 쾌락주의로 보내겠다

높았으며， 모르겠다 25%, 해로우니

희망을

가져라고 한다 8.3%, 기타 5.9% 의 순서로 나
타났다.
임종환자를 위한 영적간호로는 인생이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가 51.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의 뜻에 맡기도록
돕는다 29.7%, 종교지도자에게 맡긴다 9.5%, 함
께 기도해준다 9.5% 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 표 3은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이다.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로 호스
피스의 적절한 운영기관은 병원 36.9%, 국가
35.7%, 그리고 종교 및 봉사단체 26.1% 순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인의 인

7.1%,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1.4% 로

식부족 71.4% 을 가장 크게 보았고, 병원이나

나타났다.
죽음의 장소로는 집이 62.6% 로 가장 높았

의료인의 인식부족 15.4%, 병원의 경제적 이

으며，다음이 호스피스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곳
25.3%, 병원 1.2%, 기타 10.8% 로 나타났다.
내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느 정도 믿는다

윤추구 13.0%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에 호스
피스병동이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렇다 76.1% 로 대학병원내의 호스피스병동의
필요성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 17.8%, 모르

가 49.4% 로 가장 높았으며, 꼭 있다고 믿는

겠다 5.9% 로 나타났다.호스피스가 의료인의

다 28.9%，있다는데 의심이 간다 18%, 확실

중요한

히 없다 3.6% 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표 2과 같다.

92.8%, 그렇지 않다 1.9% ，모르겠다 5.9% 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가는

그렇다

나타났다. 말기암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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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문

(n=84)
실수 (%)

항

1. 귀하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안식처
내세의 시작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
언젠가 맞이하는 자연현상
두려움
생의 단절
슬픔
생각하고 싶지않다

11
7
3
3
31
5
1
4
2

(16.4)
(10.4)
( 4.4)
( 4.4)
(46.2)
( 7.4)
( 1.4)
( 5.9)
( 2.9)

2.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연기하고 싶다
죽음에 대해 공포스럽다
기타

16
37
14
14
1

(19.51)
(45.1)
(17.0)
(17.0)
( 1.2)

3. 현재
대한
가장
미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특별한 책을 통해
종교적 교육을 통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명상을 통해
장례식을 통해
가족의 수명을 통해
건강이나 신체적 조건을 통해
특별한 강좌를 통해

32
3
8
25
1
4
2
1

(41.5)
( 3.9)
(10.3)
(32.4)
( 1.3)
( 5.1)
( 2.6)
( 1.3)

4. 누가 당신에게
죽음에 대해
얘기해주길
바랍니까?

전문의
가족
성직자
기타

34
37
7
6

(40.4)
(44.0)
( 8.3)
( 7.1)

5. 자신의 말기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만
될 수 있으면 알리지 않는다

56 (66.6)
26 (30.9)
2 ( 2.3)

6. 시한부
기간동안
하고 싶은
일

쾌락주의로 보내겠다
혼자서 기도하고 명상
나보다 가족이나 친구에 관심
못다한 일，중요한 일의 완성
현재 그대로 생활할 것이다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5
5
15
38
6
1

( 7.1)
( 7.1)
(21.4)
(54.0)
( 8.5)
( 1.4)

7. 죽음의 장소

집
병원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기타

52
1
21
9

(62.6)
( 1.2)
(25.3)
(10.8)

8. 내세에 대해
어느 정도
믿습니까?

꼭 있다고 믿는다
어느 정도 믿는다
있다는데 의심이 간다
확실히 없다

24
41
15
3

(28.9)
(49.4)
(18.0)
( 3.6)

죽음에
태도에
영향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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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들의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문
항
1. 임종환자의 간호에 가장 중요한 내용
환자와 함께 있어줌
편안한 신체상태의 유지
종교적 도움을 제공
기타
2.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
도움을 줄수 없어 피하고 싶다
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기타
3.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을 때의 간호는?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해로우니 희망을 가져라고 한다
모르겠다
기타
4. 임종환자를 위한 영적 간호는?
함께 기도해 준다
신의 뜻에 맡기도록 돕는다
인생，죽음의 의미에 대한 대화
종교지도자에게 맡긴다
5. 호스피스의 적절한 운영기관은?
병원
국가(시，지방공공기관)
종교 및 봉사단체
기타

(n=84)
실수( %)
55
22
2
4

(66.2)
(26.5)
( 2.4)
( 4.8)

7 ( 8.3)
73 (86.9)
4 ( 4.7)
51
7
21
5

(60.7)
( 8.3)
(25.0)
( 5.9)

8
25
43
8

( 9.5)
(29.7)
(51.1)
( 9.5)

31
30
22
1

(36.90)
(35.71)
(26.19)
( 1.19)

6.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사업이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

병원당국이나 의료인의 인식부족
병원의 경제적 이윤추구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
7. 대학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꼭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8. 호스피스는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9.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0. 말기환자의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에서의 임종은 비윤리적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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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47)
11 (13.09)
60 (71.42)
64 (76.19)
15 (17.85)
5 ( 5.95)
78 (92.85)
1 ( 1.95)
5 ( 5.95)
47 (55.95)
20 (23.80)
17 (20.23)
29 (34.52)
35 (48.80)
20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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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그렇다

어서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죽음관은 자연현

55.9%, 그렇지 않다 23.8%, 모르겠다 20.2%

상이었다. 이것은 김순자(1994)의 단민족 노

로 나타났다. 말기환자의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에서의 임종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질문에

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정위와 길숙영 (1993)
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태도 연

그렇지 않다 48.8%, 그렇다 34.5% ，모르겠다

구， 서혜경(1989)의 한. 미노인을

술은 의 미있는

일인가에

23.8% 순서로 나타났다.

대상으로

한 임종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의 결과와 같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는 다음

은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표 3과 같다.

다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에 각각 19.5% 와
45.1% 이었으며 나머지 부정적인 측면은 나타
V. 논

의

낸 대상자들은 35.2%를 차지하여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좀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죽음 및 호스피

시한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스간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호스피스교

는 못다한 일이나 중요한 일의 완성이 57.4%,

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이 16.0%，쾌락주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

의로 13.8%, 현재대로 8.0%,

기도나

명상

로 모두 여학생들이며 모두 20대에 속한 연

3.4% 순으로 나타나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를

령으로 대학재학중인 학생들이다. 종교에 있

포함한 의료인의 죽음에

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를 모두 합

타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김주희;

해 52%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대한 태도에 관한

1992, 강은실; 1998). 그러나 암환자가족의 죽

38% 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음태도유형에 관한 박창승외(1996)의 연구에

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에 관한 질문에

서 불치병의 경우 남은 삶은 가족과 함께 지

서 언젠가 맞이하는 자연현상이라고 응답한

내겠다. 가족 • 친지와의 관계개선에 모든 유

대상자가 46.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이 동의를 보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임종이

다음으로 영원한 안식처와 내세의 시작은 각

한 개인의 삶의 마무리차원을 넘는 가족구성

각 16.4%, 10.4% 로 나타났다. 이는 강은실

원 전원에게 의미있는 사건임을 나타내어 임

(1998)이 조사한 병원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종상황에서 제일 절실한 것이 가족이라고 한

는 내세 또는 평화로운 휴식이 64.9% 를 차

연구(김순자; 1994, 박동건과 조두영; 1981)결

지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점을 보여주었는

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즉, 간호대학

데 이것은 강(1998)의 연구에 있어서 대상자

생을 포함한 의료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들의 90.4% 가 기독교인인 것과 관계됨을 알

말기질환의 가족이 갖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대상자

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간호대학생을 포

들은 영원한 안식이나 내세의 시작에 21.3%

함한 의료인들은 임종환자의 가족들이 갖는

를 보인 반면 종교를 갖지 않은 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영원한 안식이나 내세의 시작에 단 1.4% 만

것이 필요하리라 사려된다.

을 보여 종교의 유무가 죽음의 의미에 영향

누가 죽음에 대해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지

을 미치는 요인임을 볼수 있다. 그러나 종교
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매우 다름을 보여주

에 관한 질문에서는 가족이 44% 로 가장 높

는 반면 종교를 떠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있

났다. 이에 대해 암환자가족의 임종상황통고

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의가 40.4% 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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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가족들은 주치의에게 직접 통고받

향이 높았다.

기를 원하면서도 환자에게 통고는 가족이 했

그러나 대상자들의 상황이 나이가 20대이

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1996).

고 아직 죽음에 있어서 간접적인 경험이 많

견해와 어느

지 않음으로 임종환자나 그 가족이 갖는 죽

정도 일치함을 보이나 좀 더 간호대학생들의

음에 대한 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임종환

경우 임종상황통고에 대해 환자가 받을 충격

자나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적다

과 우울, 불안, 치료포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

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상자들은 임종환자의

화시키고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

심리적인 욕구나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는 가족과 환자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심사숙

좀더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고함이 필요하리라 본다.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86.9%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알아야 한다가

가 도움을 주고싶다고 나타내어 임종환자의
간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66.6%, 경우에 따라 긍정적인 면만 알린다가

임종환자의 간호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30.9%, 될 수 있으면 알리지 않는다는 2.3%

는 환자와 함께 있어줌이 66.2% 로 가장 높

로 대부분이

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대상으로

조사한

다. 이것은 타 연구결과에서 사실을 알기를

경우 54.7% 를 차지한 것과 유사하였다(이정

원하는 것으로 나온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숙1984). 이는 임종간호에 있어서 심리적 영

있다(노유자，1999).

역(환자와 함께 있어줌)으로 신체적 영역(편

죽음의 장소로는 집이 62.6% 로 가장 높게

안한 신체상태의 유지)보다 더 중요하게 인

나타났으며 다음이 호스피스간호를 받을 수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종간호

있는 곳 25.3%, 병원 1.2% 의 순서로 나타나

에 있어서 영적 영역(종교적 도움의 제공)에

타 연구와 유사했다(강등, 1998; 최윤선외,

있어서는 2.4% 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1999). 그러나 암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죽

을 볼 수 있다. 이는 94% 의 간호사가 환자에

음의 장소로 ‘전문적인 의료진과 시설이 갖

게 영적 간호요구가 있다고 느꼈고 99% 의

추어진 병원에서

간호사가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것이

영적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한 동의를

있지만 그중 25% 의 간호사만이 영적 간호를

보여 임종의 장소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

수행해 보았다고 한 연구결과(권혜진，1989)

마음 편할 것 같다’는 항목에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결과를 보인

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적

것과는 달리 주변의 여건에 따라 임종장소를

인 문제를 전적으로 성직자의 역할로만 생각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고

신의

내세에 대한 믿음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의존하려는

임종환자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영적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꼭 믿는다와 어느 정도 믿는다에 속한 의견이

적절한 사람이 간호사라고 한 결과들(Taylor

78.3% 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들도 어느 정도는

& Amenta, 1974；정순화, 1990)이나 영적 간

내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영적요구에 대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인식과 간호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던 결과

결과 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해 언젠가 맞이하

(정, 1990)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상실무에서

는 자연현상으로서

영적 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학생들의 준비가

측면이 높았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못다한 일, 중요한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경

필요하다고 본다.
임종환자를 위한 영적 간호로는 인생,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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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의미에 대한 대화가 51.1%, 신의 뜻에

경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1.6

맡기도록 돕는다 29.7%, 함께 기도해 준다

% ，그렇지 않다 48.7% 로 두 연구에서 대부

9.5% 로

측면을

분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있는

다. 이것은 의료인의 윤리라는 범주에서 생

이해가 필요함을 추축해 볼 수 있다. 임종환

각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리

자의 영적 간호는 인간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라 생각되며 임종의 차원에서 다시 다루어질

간호를 초월한 절대자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타나

대상자들이

종교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수용할 수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사업이 활발히 진

있어 위엄있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

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인식

도록 돕는데 있다. 영적 간호가 기독교에 편

부족이 71.4% 로 가장 높았고，병원이나 의료

향된 느낌을 주나 간호사 자신의 종교관이나

인의 인식부족, 병원의 경제성의 순서로 타

문화적 배경을 초월한 개방적 사고가 요구된

연구와 유사하였다.

다( 이화여자대학교간호과학연구소, 1990)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은 의미있는 일인가
VI. 결

에 관한 질문에서 대상자들은 그렇다에 55.9% ，
그렇지

않다에 23.8%, 모르겠다에 20.2% 의

응답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질문의 방법은 다
르나 최윤선외(1999)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
로

론

수동적

안락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3.2% 가 찬성을 보였으며，일부 주민을 대상
으로 생명연장시술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죽음 및 호스피
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
으며 향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찬성이 15.9% 를 보인

것(노유자, 1999)과 대조적인

1.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면을 보인다.

또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

1)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환자는 자신의 말기질환에 대해 어느정도

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 노력해야 한다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이원희, 1994) 일반인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알

에 비해 호스피스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생명

아야 한다가 66.6%로, 경우에 따라 긍정

을 다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

적인 면만 알린다는 30.9%, 알리지 않는

어서 같은 맥락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

다는 모두 2.3% 로 나타났다.

스의 적절한 운영기관으로는 병원 36.9%，국가

2)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젠가 맞이하는

35.7%, 종교 및 봉사단체 26.1% 로 나타났으

자연현상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영원

나 병원직원들 대상의 조사에서 병원이 16.6%

한 안식처나 내세의 시작，두려움과 슬픔

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종교 및 봉사단체가

순으로 나타났다.
3)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

52% 로 나타났다.

들인다， 긍정적으로

호스피스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받아들인다가

각각

45.1%, 19.5%, 연기하고 싶다 등 부정적

92.8% 로 타 연구와 유사했다(강은실, 1998).

항목은 35.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말기환자의 중환자
실이나 일반병실에서의 임종은 비윤리적이라

4) 죽음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가

고 생각하는 사람이 34.5% 그렇지 않다가 48.8%

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41.5%로，스스

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해 병원직원들의

로의 생각과 명상을 통해 32.4%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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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교육이나 가족의 수명, 특별한 책

5) 적절한 운영기관으로는

을 통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병원이

36.9%,

국가가 35.7%, 종교 및 봉사단체가 26.1%,

5) 시한부 기간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기타 1.1% 로 나타났다.

일의 완성이

6)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활발히 진행되

54.0%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의 인식부족이 71.4%

나 친구에 대한 관심, 쾌락주의, 현재 그

병원당국이나 의료인의 인식부족이 15.4%，

는 못다한

일이나 중요한

대로, 혼자서 기도나 명상의 순서로 나타

병원의 경제적 이윤추구 13.0%로 나타났다.
7) 대학병원내

났다.
6) 죽음의 장소로 집이 62.6% 로 가장 높았으

꼭

있어야

한다가 76.1%, 그렇지 않다 17.8%, 모르

며，호스피스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곳 25.3%,
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병동은

겠다 5.9% 로 나타났다.
8) 호스피스는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이다에

7) 죽음에 대해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가족
이 44% 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의가 40.4%

92.8% 로 나타났다
9)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시술에 대해 의미있

로 높았으며 그 다음 성직자, 기타순서로

는 일이다에 55.9%, 그렇지 않다 23.8%,

나타났다.

모르겠다 20.2% 로 나타났다.

8) 내세에 대한 믿음은 꼭 있다고 믿는다와

10) 말기환자의

어느 정도 믿는다가 78.3% 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실에서

의 임종은 비윤리적이다에 34.5% ，그렇
지 않다에 48.8%, 모르겠다에 23.8% 를

2.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

나타냈다

대상자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는 다음
과 같다.

이러한 본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죽
음의 태도는 언젠가 맞이하는 자연현상으로

1) 임종환자의 간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측면이 많았다. 타

점으로 환자와 함께 있어줌이 66.2% 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죽음의 의미에 있어 종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편안한 신체상태

교와 크게 관련이 있음을 추축해 볼 수 있었

의 유지, 종교적 도움 제공순서로 나타

다. 남은 삶동안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이

났다.

루지 못한 일의 완성으로 개인생활이 중심이

2)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생각에서는 도움

됨을 보여주었고 아직은 죽음에 대해 추상적
인 측면이 좀더 많았다. 이러한 대상자들을

을 주고싶다가 86.9% 로 나타났다.
3)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있을 때의 간

위한 호스피스교육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죽

호는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한다가 60.7%

음에 대한 태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로 가장 높았으며 모르겠다 25.0%, 해로

수 있는 좀더 근본적인 철학적 접근을 바탕

우니 희망을 가져라고 한다 8.3% 순으로

으로 개발되어 실행하며, 이와 함께 임종환

나타났다.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반

4) 영적간호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생과 죽

드시 호스피스간호에 대한 실습을 동반함으

음의 의미에 대한 대화가 51.1% 로 가장

로써 체험하여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높았으며, 신의 뜻의 맡긴다, 종교지도자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호스피스의 중

에게 맡긴다, 기도해 준다의 순으로 나
타났다.

요인력이 되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호스피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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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혜령, 전미영(1999). 말기암환자의
스피스 교육프로그램

호

개발 II-죽음의

식에 미치는 효과검정-. 대한간호학회
VI. 제

언

지 29(3), 576-583.
노유자，한성숙, 안성회, 김춘길(1994). 호스

1) 우리나라의 간호대학생에 맞는 적합한 호
스피 스교육프로그 램개발을 제 언 한다.

피스와 죽음. 현문사.
노유자, 김남초, 이선미(1996). 호스피스논집

2)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
도개발을 위한 호스피스프로그램의

개발

1(1), 5-7.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용진선(1999). 일부

을 제언한다

지역주민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와

3) 간호대학생들이 임종환자나 그 가족에 대

태도 및 간호요구 조사. 한국호스피스

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태도의 변화를 경
험할 수 있는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완화의료학회지, 2(1),23-35.
이원희，이 영자(1994).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

을 제언한다.

의 죽음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호스피

4) 의료팀의 인식의 변화 및 확대를 위해 임
종환자의 전인적인 간호에 대한 계속적인

스완화의료학회지 , 2(2), 101-108.
이정숙(1984).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임종간호에

대한 보수교육이

간호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6(2), 175-785.
박석 춘(1991). 호스피 스자원봉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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