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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

종간호에 대한 태도 및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결과는 시설에서의 임종간호 실무의 표준을 마련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2012년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정

원이 100명 이상인 81개 시설에 근무하는 25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말부터 9월 28일까지이고 우편 설문지

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 및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이고, 종속변수로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도구로 죽음에 대한 태도는 7점 척도(‘전적으로 그렇다’ ~ ‘전혀 그

렇지 않다’)인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인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으로는 서술적 통

계, t-test 또는 one-way ANOVA, 사후검정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으로 접근적 수용, 죽음공포나 회피 및 탈

출적 수용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평균은 4.19점, 3.13점, 3.47점이었

다. 접근적 수용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50세 이상 집단이 30대 집단

보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임

상관련 특성에서는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이 1년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중에는 임종간호 교

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49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3~8시간, 9~24시간을 받은 집단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죽음공포나 회피는 일반적 특성 중 30~39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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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죽음과 임종간

호 경험 변수 중 임종간호 교육시간이 3~8시간이 집단이 49시간 이상

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죽음토의 제의를 받은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탈출적 수용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0대 집단이 30

대 집단보다, 50세 이상 집단이 30대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

다. 종교를 가진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관련 특

성 중에는 이전 병원경력이 25년 이상인 집단이 1년 미만, 1년 이

상~5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15년 미만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2.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은 4.09 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40 대 

집단이 20 대 집단보다, 50 세 이상 집단이 20 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종교를 믿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았으며, 학사 이

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전문학사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보였다. 임상관련 특성에서는 직위가 중간관리자 이상인 집단

이 실무간호사보다,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간 이 5 년 이상 근무한 간호

사가 1 년 미만인 간호사 보다 임종간호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중에 최근 1 년 이내 임종간호를 제공한 횟수가 

10 회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임종간

호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49 시간 이상의 임종간

호 교육을 받은 집단이 전혀 받지 않았거나 1~2 시간, 3~8 시간을 받

은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죽음에 대한 토의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보다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 종교, 현 시

설 근무기간, 임종간호 제공 횟수를 통제한 후에도 임종간호 교육시간

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과 임종간호태도 간 상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근적 수용은 임종간호태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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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공포나 회피는 임종간호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시설간호사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죽음에 대한 수용을 높이고, 죽음공포나 회피는 줄이며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죽음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태도,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학   번 : 201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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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 545만 명이며

(전체인구의 11%), 2030년에는 1,269만 명(24.3%), 2060년 1,762만 명

(40.1%)으로 50년 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0b). 

또한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2).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01년 이후 연 평균 0.5세씩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79.56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8.56년 차이가 난다(통계청, 2009).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사망 전

의 질병기간으로 재가와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노인의 가구형태는 1994년에서 2008년간 변화를 비교해볼 때 노인 독신

가구와 부부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절반가량 감소하였

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선호하는 거주형태는 자녀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1994년에는 과반수를 넘었으나 2008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하고 그 대신에 배우자 또는 독거, 노인요양시설 이용으로 변

화하고 있다(이윤경, 2010).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을 앞둔 개인은 친숙한 집에서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에 둘러싸여 죽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미국인의 약 72%는 가정이 아닌 병원(43%)이

나 요양원(29%)에서 사망하였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10). 우리나라는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가 집인 경우는 1990년 76.6%에

서 1998년 60.5%, 2010년 20.3%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같은 시기에 각각 13.8%, 28.5%, 6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윤현국, 윤영호, 오상우, 고희정과 허봉렬, 2001; 통계청, 2010a).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08년 7만 명에서 2011년 3월 2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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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였다(문창진, 2011). 2009~2010년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률은 

15.9%(이태화, 2011)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3

년에서 2006년 사이 요양원 입소 노인의 사망률 11.3%~13.8%보다 늘어

났다(노인요양시설 사망노인, 2007). 비록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낮지만 시설장의 84.4%가 “시설에 들어온 대상자는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응답하였다(최인덕과 이은미 

2010). 게다가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11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

양보험 이용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문

창진, 2011) 앞으로 시설에서의 사망은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과 가족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이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질적인 임종간호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근무 간호사의 절반가량이 임종간호를 필수업무

로 인식하고 있으나(박은숙, 박영주와 임지영, 2004)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시설의 42.7%는 임종

간호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제공하

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유혜숙, 2008). 이명자(2009)는 시설에서

의 전문적 서비스는 양호하였으나 임종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죽음에 대한 태도란 죽음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인지, 죽음에 대

한 개인적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지현, 2008).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는 임종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태도

를 일컫는다(조유향, 2003). 양질의 생의 말기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

족과 의미 있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간호사 자신이 죽음과 죽

어감에 대해 편안해야 한다(Frommelt 2003; Feudtner et al., 2007). 그러

나 외국의 경우도 간호사 스스로가 죽음 과정을 밟고 있는 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임종간호를 제공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였다(Barr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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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kin, & LaCoursiere, 2008; Dunn, Otten & Stephens, 2005; 

Frommelt 1991; Wessel & Rutledge 2005).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간호사

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교육과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높

음을 주장하였다 (Dunn et al., 2005; Wessel & Rutledge, 2005).

지금까지 국내외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관련연구에서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

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조영자, 2011; 지경애와 김은주, 2005; Braun, 

Gordon, & Uziely, 2010; Matsui & Braun, 2010; Rooda, Clements, & 

Jordan, 1999a; Wessel & Rutledge, 2005)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노선숙, 2010). 그러므로 선행

연구들은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말기나 죽어가는 환자에게 간호

사가 제공하는 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raun et al., 2010; Rooda et al., 1999a).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죽음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안순남, 

2004; Dunn et al., 2005). 

그리고 현재까지의 국내연구는 (종합)병원이나 암병동, 호스피스 기관의 

간호사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수행, 그리고 노인간호와 호스피스 교육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있

었다(강정화, 2011; 김성은, 2011; 김순희와 김동희, 2011; 노선숙, 2010; 

박양은, 2010; 안순남, 2004; 어단연, 2010; 유래경, 2004; 임대순, 2004; 

전미희, 2008; 조영자, 2011; 조혜진 2004; 지경애, 2004; 지경애와 김은

주, 2005; 최순희, 이은주와 박민정, 200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2)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고, 30명 이상인 경우 입소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간에 근

무하는 간호사는 20대(57.5%)와 30대(29.8%)가 대부분이었고 평균연령은 

30.5세이다. 그러나 활동간호사의 1.7%인 보건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30~39세가 35%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9.5%, 50세 이상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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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평균 연령이 38.2세로(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6) 의료기관과 시설

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

료기관의 보건인력 중 간호사는 79.5%(보건복지부, 2007)인 반면, 2011년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628명으로 전체 보건인력 중 25.8%

를 차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그러므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중심으로 연구된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결과를 시설 간호사에

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는 

노인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

종간호에 대한 태도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른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임종간호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

종간호에 대한 태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임종간호 실무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 그리고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에 따른 간

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3)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과 임종간호태도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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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

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4장 제34조 1호).

2) 죽음에 대한 태도

- 이론적 정의: 죽음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Affect)과 인지(cognition) 

죽음에 대한 개인적 신념(belief)을 말한다(김지현, 200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ong, Reker와 Gesser (1994)가 개발한 

죽음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인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한 7점 척도, 29문

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차원(접근적 수

용, 중립적 수용, 탈출적 수용, 죽음공포, 죽음회피)의 죽음태도를 더 많

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운영, 2008).   

3)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 이론적 정의: 임종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완화와 지지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태도를 의미한다(조유향, 2003).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rommelt (1991)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30문항으로 구성된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한 



- 6 -

5점 척도의 2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

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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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본 연

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헌고찰을 하였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태

도를 고찰하였고, 둘째는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였다. 셋째는 죽음

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죽음에 대한 태도

1) 죽음  

인간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미리 생

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매장 풍습을 보아도 죽음

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김선화, 2008). 중세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역사를 추적한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필립 아리에스

(1914~1986)는 죽음을 다섯 가지 종류로 기술하였다: 우리의 죽음(중세 

초기에서 중세 전성기), 나의 죽음(중세 전성기에서 르네상스), 멀고도 가까

운 죽음(르네상스에서 바로크), 너의 죽음(낭만주의 시대), 반대물로 전화한 

죽음(현대)(진중권, 2005). 

과거 대가족제도에서는 조부모나 친족들의 죽음을 다함께 자연스럽게 접

하였지만 오늘날 핵가족 제도에서는 친족의 죽음마저도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장연집, 2005). 종교는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질

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김희경, 2002; 최우영, 2009) 각 종교마다 한계상

황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최우영, 2009) 죽음에 대

한 각 종교의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김희경,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인은 영(靈)육(肉) 미분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동아

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0) 죽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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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와 영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승과 똑같은 삶을 영위한다고 믿었다

(변태섭, 1981; 김희경, 2002에 재인용됨). 그러나 외래의 사상체계인 도

교, 유교, 불교, 기독교가 수용되어 한국인의 현실적 삶뿐만 아니라 사후세

계관이나 영혼관을 변화시켰다(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소, 2000).  

동양의 종교나 사상은 발생 배경과 관심이 상이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태

도와 극복방안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죽음을 삶과 불가결한 존재로 이

해,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수용,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궁극적 존

재와의 합일 제시, 사후세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점

(최기복, 2006). 반면에 기독교는 구약성서에서 죽음을 죄악의 대가로 여긴 

반면 신약성서에서는 죽음을 단죄나 숙명이라기보다 지상의 생활 가운데서

는 얻을 수 없었던 참 쉼과 각종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초월하여 영원히 안

식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본다(최선민, 1999). 이와 같이 동서양

의 사상 또는 종교는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서양 구분없이 인간은 집에서 가족, 가까운 이들의 보살핌과 정신적 위

안 속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60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가치관의 변화, 과학 기술의 진보와 외래

문화와의 접촉으로 전통적 개념에 대해 마찰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김

희경, 2002). 또한 옛날부터 내려온 죽음과정, 임종, 장례식, 제사 등에 관

한 관습이 아직 남아있지만 간소화와 합리화가 되어가고 있다(김열규, 김석

수, 박선경와 허용호, 2001; 김희경, 2002에 재인용됨).

2) 태도

태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및 감정’이

다. 태도는 3가지 속성이 있다 ① 학습된다 ② 무엇인가에 반응하려는 선유

경향이다 ③ 평가적 차원의 속성을 갖는다(위키백과).

태도를 흔히 정의적인 영역의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나(김대행, 

2008) 평가적 차원의 속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즉 태도란 평가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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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Oskamp & Schultz, 2005) 또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서, 사람이나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까지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한정란, 2003). 

태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McGuire (1985)는 태도가 감정(Affect), 인

지(cognition), 행동(Behavior)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고(김지

현, 2008 에 재인용됨) 김대행(2008)은 태도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김지현(2008)은 태도가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신념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Lev 

(1986)은 태도를 이전의 축척된 인지와 경험을 반영하는 하나의 견해양식

이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Ali 와 

Ayou, 2010 에 재인용됨).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태도는 적어도 감정(정

서), 인지, 행동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azio와 Roskos-Ewoldsen (1994)에 따르면 태도와 행위는 관련

이 있으나 태도-행위 간 관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태도가 

행위로 나아갈 때 태도와 행위 간 조절인자가 있다. 더욱이 태도는 설득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으로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

을 이해해야 한다.  

3)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란 죽음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Affect)과 인지

(cognition) 및 죽음에 대한 개인적 신념(belief)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지

현, 2008).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갖는 태도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Neimeyer, 

Wittkowski, & Moser, 2004). 그리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를 결정

하는 요인은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신념 체계 등이다. 죽음과 죽

어감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개인적, 인지적 틀도 그러하

다(Dun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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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는 주로 죽음불안이나 공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선행연구(Collett & Lester, 1969; Nelson & Nelson, 

1975)를 통해 단일한 개념으로 생각되었던 죽음공포나 불안은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차원이 아님이 밝혀져 죽음공포나 불안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척도

가 개발되었다(Gesser, Wong, & Reker, 1987-88에 재인용됨). 예를 들어 

Hoelter (1979a)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여덟 요인을 

발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죽음 공포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을 개발하였다(김지현, 2008에 재인용됨).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 개념인 죽음

수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Kubler-Ross(1969)에 따르면 죽음 수용

은 죽어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되었다. Ray와 Najman (1974)은 

죽음 수용을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7문항으

로 이루어진 죽음수용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Klug과 Sinha(1987)는 죽

음 수용을 인지적인 요소(자신의 죽음에 대한 직면)와 정서적인 부분(긍정

적인 정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개념화하였다(Wong et al., 1994에 

재인용됨). Wong 등(1994)은 죽음 수용에 대한 three-component model

을 주장하였고,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의 죽음 수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Gesser 등(1987-88)은 논리적 분석과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죽음에 대한 측정도구인 DAP (Death Attitude 

Profile)를 개발하였다. Wong 등(1994)은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죽음공포와는 또 다른 ‘죽음회피’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하위영역으로 

‘죽음회피’를 추가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개념적으로 5개의 하위 척도로 

각각 정의하여 죽음 태도의 넓은 스펙트럼을 대표하는 죽음에 대한 다차원

적 측정도구인 DAP-R을 개발하였다. 청년, 중년 및 노년을 대상으로 수집

된 자료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논리적 분석에 일치하게 서로 독립적인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게다가 죽음 수용이 죽음 공포와 반대되는 개념

이 아니며(Ray와 Najman, 1974), 죽음 공포와 수용이 불안전한 상태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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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 있다는 주장(Feifel, 1990)(Wong et al., 1994에 재인용함)과 유사

하게 Wong 등(1994)은 한 개인에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혼합되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휘숙과 최영임(2008) 연구에서도 죽음수용

과 죽음공포는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반대의 개념이기보다는 공존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학자들은 죽음과 유한성에 대한 관심(걱정)을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종교성의 역할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종교성이 실존적이며 

죽음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제공하여 죽음의 관점으로 유발되는 불안에 압

도되지 않도록 보호할 예측성과 통제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Dezutter et 

al., 2009). 종교와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Cohen 등(2005)

은 종교를 삶의 master motive로 경험하는 내적 종교성은 죽음 불안과 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종교를 정서적 지지와 같은 어떤 목적을 얻기 위

해 이용하는 외적 종교성은 죽음 불안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

고하였다. Ardelt 와 Koenig (2006)은 내적 종교성은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외적 종교성은 죽음 불안과 정의 상관이 

있었음을 밝혔다.

더욱이 많은 선행연구는 죽음에 대한 간호사 자신의 태도와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말기나 죽어가는 환자에게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의 질에 중

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raun et al., 2010; Rooda et 

al., 1999a). 다시 말하면 태도가 행동을 형성한다고 가정할 때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임종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Braun et 

al., 2010). 간호사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부정적 주제로 고군분투하여 결

국 임종간호를 제공할 때 불편해 하였고(Mallory, 2003), 죽음 사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때 편안함이 덜 

하였다(Deffner & Bell, 2005). 또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임종간호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때문일 수 있다(Ali & Ayou, 

2010). 더욱이 죽음 인식과 임종간호태도가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었

다(노선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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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태도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호스피스 간호

사,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 

죽음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 그리고 죽음과 임종

간호 경험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별(강정화, 2011), 연령(Black, 2007; Dezutter et 

al., 2009; Dunn et al., 2005; Lange, Thom, & Kline, 2008), 인종(Dunn 

et al., 2005), 종교(노선숙, 2010; 박양은, 2011; 유래경, 2004; 윤영주, 

2009; 임대순, 2004; 최순희 등, 2002; Braun et al., 2010; Dezutter et 

al., 2009), 학력(강정화, 2011; 윤영주, 2009), 결혼상태(윤영주, 2009; 전

미희, 2008), 주관적 건강상태(어단연, 2010; Dezutter et al., 2009),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지경애와 김은주, 2005), 그리고 전문직업관(임대순, 

2004)이 있었다. 

임상관련 특성으로는 임상경력(강정화, 2011; 전미희, 2008; 조영자, 

2011; 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 근무부서(김성은, 2011; 

노선숙, 2010; 어단연, 2010; 전미희, 2008; Payne, Dean, & Kalus, 

1998), 직위(노선숙, 2010)가 확인되었다. 

말기 환자와의 접촉 수나 시간, 죽어가는 환자 간호경험(Braun et al., 

2010; Lange et al., 2008; Rooda et al., 1999a),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노선숙, 2010; 어단연, 2010), 임종관련 간호교육과 자가평가 임종간

호유형(노선숙, 2010), 죽음에 대해 들어본 경험과 죽음에 대한 토의경험

(어단연, 2010)이 말기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관련 특성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특성별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우리나라와 외국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도구로 측정하였다. 외국 연구는 모두 5개의 하위척

도(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로 구성된 

DAP-R를 사용하였으나 국내 연구는 주로 Thorson 과 Powell (1988)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인구학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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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죽음 인식을 측정한 강정화(2010)는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이 

가진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이해하는 죽음의미가 높게 나타났음을 

기술하였다.

연령이 죽음태도의 영향 변수임을 밝혀낸 선행연구를 보면 연령은 긍정

적인 죽음태도 (탈출적/중립적/접근적 수용)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을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탈출

(탈출적 수용)로 보거나 중립적인 태도로 죽음을 수용하였고(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 행복한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겼다

(Dezutter et al., 2009). 그러나 이와 상이하게 연령이 중립적 수용(Black, 

2007; Dezutter et al., 2009) 또는 탈출적 수용(Black, 2007)과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인 선행연구도 있었다. 한편 연령은 부정적인 태도로 간주되는 죽

음 회피, 죽음공포와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Black, 2007; Dezutter et al., 

2009; Lange et al., 2008). 

인종에 따라서 죽음 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비백인일수록 죽음

을 두려워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다(Dunn et al., 2005). 

외국의 경우 종교성 또는 종교적 태도가 죽음태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Dezutter et al., 2009). 종교적인 간호사가 세속적인 간호사보다 죽음을 

더 나은 사후세계로의 관문으로 수용한다고 응답하였다 (Braun et al., 

2010)). 국내 연구에서는 종교 참여도가 적극적이고 신앙비중이 크며(박양

은, 2011), 기독교를 가진 경우(박양은, 2011; 윤영주, 2009)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숙(2010)의 연구에서는 기독교

인 대상자가 죽음에 대한 관점인 죽음인식이 가장 높았고, 종교를 중요시하

는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죽음인식 점수가 더 높았다. 종교가 없

는 간호사가 종교가 있는 간호사 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이었다

(유래경, 2004; 임대순, 2004). 유래경(2004)의 연구에서는 종교에서 위안

을 많이 받는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죽음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학습 전후 죽음에 대한 성향을 

비교한 최순희 등(2002)의 연구에서는 전공학습 전 종교성(종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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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 종교모임에 참석, 종교가 삶과 죽음의 의식발달에 기여)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성향 점수가 낮아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따라

서 국내 간호사의 경우 종교가 죽음태도와 긍정적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호스피스 요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

수록 죽음태도가 긍정적이었다(윤영주, 2009). 강정화(2011)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죽음의 의미 이해 점수가 

높았음을 밝혔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상태는 미혼보다는 기혼이 죽음

불안 정도가 더 높았다(전미희, 2008). 그리고 윤영주(2009)도 미혼일수록 

긍정적인 죽음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죽음 공포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Dezutter et al., 

2009), ‘매우 건강하다’고 한 간호사가 ‘건강하다’와 ‘보통’이라고 대답한 군

보다 죽음 불안은 높았다(어단연, 2010).

지경애와 김은주(2005)는 정신건강과 영적건강이 죽음의식과 순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문직업관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정의 약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도 발표되었다(임대순, 2004).

두 번째로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임상간호경험이 

길수록 죽음을 고통스런 현실로부터의 탈출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 죽음을 긍정하였으며(전미희, 2008) 죽음

불안이 낮았다(강정화, 2011). 또한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가 2년 

미만이나 2~5년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죽음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

다(조영자, 2011). 그러나 포괄적인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Lange et al., 2008)에서는 신규자일수록 탈출적 수용의 경향을 

보였다.

근무부서에 따라 죽음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응급실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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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죽음 불안 정도가 더 높았고(전미희, 2008), 호스피스 

간호사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거나 죽음공포가 더 많았다(Payne 

et al., 1998). 김성은(2011)의 연구에서는 신경외과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다른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그 

외 내과병동 간호사가 외과병동 간호사보다 죽음불안이 더 높거나(어단연, 

2010) 암병동, 호스피스병동, 암센터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죽음인식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노선숙, 2010). 

직위로는 일반간호사 보다 책임간호사 이상이 죽음인식이 높았다(노선

숙, 2010).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으로 1년 이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

험한 경우, 임종관련 간호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 자가 평가한 임종

간호 유형이 심리적 간호인 경우 죽음 인식이 높았다(노선숙, 2010). 죽어

가는 환자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죽음공포와 회피가 많았고(Lange et al., 

2008), 죽어가는 환자의 수가 5명 이하인 간호사는 그 이상을 경험한 간호

사보다 죽음 회피 점수가 더 높았다(Braun et al., 2010). 어단연(2010)은 

죽음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나 죽음에 대한 토의 경험이 없는 군이 있는 군

보다, 그리고 과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경험한 군보

다 죽음불안이 높았다고 밝혔다.

죽음에 대한 태도는 교육에 의해서 달라짐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도 있

다.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을 실시한 후 죽음불안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조혜진, 2004). 가정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비디

오 자료, 읽기 자료 제공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거나 말기 질환 환자에게 최

근에 제공한 간호경험을 서술하도록 하는 교육중재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재군에서 죽음회피는 줄어들고 중립적 수용 점수

는 높아졌다(Wessel & Rutledge, 2005).

이러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이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수행하여 죽음태도의 다양한 영향 요인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호스피스 



- 16 -

간호사 또는 간호학과 학생이었다. 그리고 동일 변수와 죽음태도와의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있었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은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박석춘(1991)이 번안한 것으로 그는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죽음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죽음의식 (Death 

Orientation)을 측정하는 도구로 Templer (1970)와 Boyer (1964)가 개발

하고 Thorson과 Powell (1988)이 수정해서 만든 Death Orientation 도구

(Revised Death Anxiety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박석춘, 1991에 

재인용됨). 이 때 연구자는 Death Orientation을 죽음에 대한 염려

(concern),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의 의미로 구성된 다차원

적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박석춘, 1991) 죽음의 의미를 죽음 공포, 

불안 그리고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이 대부분이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부터 긍정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

다. 또한 동일한 박석춘의 도구를 대부분의 간호학 논문에서는 죽음의식, 

죽음에 대한 성향, 죽음에 대한 태도 등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여 혼돈이 있으며 점수에 대한 해석이 정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망장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양질의 전인적인 임종간호를 제공하

여 그들이 위엄 있는 죽음을 맞고, 죽음과정을 통해 마지막 성장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시설 간호사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

적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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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1) 임종간호

우리나라에서는 임종간호가 호스피스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를 “임종관리” 또는 “말기질환자 관리”라고 부른다(강은실, 송희

안과 서영애, 1998). 

임종간호(호스피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

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

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

인 돌봄(holistic care)이다”(노유자, 한성숙, 안성회와 김춘길, 1995). 

외국의 경우는 호스피스, 완화간호, 생의 말기 간호 등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National Council for Hospice and Specialist Palliative 

Care Service 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에 바탕으로 두

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완화간호란 완치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전인적 

간호이다. 통증과 다른 증상의 조절, 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호의 목적은 환자와 그 가족의 가능한 한 최적의 삶

의 질을 달성하는 것이다.

Billings (1998)는 문헌고찰을 통해 임종간호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첫 번째, 특정 임상상황(말기 질환이나 생의 마지막)

에 국한된다. 완화간호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돌봄이다. 두 번째, 포괄적

이고 다학제적(협력적) 간호를 적용한다. 세 번째, 환자와 가족에게 간호를 

제공한다. 즉 사별 기간까지 포함한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

적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임종간호(호스피스)는 생의 말기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인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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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에 대

한 간호도 중요하며 다학제 접근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임종간호는 유사 용

어(완화간호, 호스피스 간호, 안위간호 등)와 함께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생의 말기(End of lif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① 지속적이면서도 변

동이 있는 만성질환이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으며 ② 근본적인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공식적이거나 전문적, 비공식적, 자원봉사자 간호가 필요

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증상이나 장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ate of the Science, 2004). 

호스피스는 다음을 포함한다(김현숙, 유수정, 박순현, 최성은과 김상희, 

2012). 

① 다학제간 팀 케어

② 의료장비 및 물품

③ 증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들

④ 단기 입원 및 휴식간호 서비스

⑤ 상담

⑥ 영적 케어

⑦ 자원봉사 서비스

⑧ 사별간호 서비스

2)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는 “말기환자 돌봄에 대해 일반간호사들이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감정 및 의욕”(지경애 2004) 또는 “임종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완화와 지지의 서비

스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태

도”(조유향, 2003)를 의미한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을 들여다보면 신규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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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적 연구에서 ‘마음의 동요’가 중심현상으로 떠올랐다(노준희, 엄지연, 

양경순과 박효선, 2009). 또한 일반병동의 간호사보다 암병동과 중환자실 

등 임종환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심한 스트레

스나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암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향련, 이연옥, 최은영와 박영미, 2007)에서 암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

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종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대처 전

략 마련이 필요하다(노준희 등, 2009).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

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조영자, 2011; Frommelt, 2003), 연령(노선숙, 

2010; Barrere et al., 2008; Frommelt, 2003; Lange et al., 2008), 결혼

상태(노선숙, 2010), 교육수준(노선숙, 2010; Ali & Ayou, 2010), 정신건

강(지경애와 김은주, 2005)이 있었다. 

임상관련 특성은 임상경력(노선숙, 2010; 조영자, 2011; Lange et al., 

2008), 직무만족도(조영자, 2011), 직위(노선숙, 2010)가 확인되었다.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으로는 임종경험(노선숙, 2010; 지경애 & 김은주, 

2005; Ali & Ayou, 2010; Barrere et al., 2008; 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임종관련 간호교

육/자가평가 임종간호유형/임종간호 수행 시 어려운 점(노선숙, 2010), 죽

음과 죽어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노선숙, 2010; Mallory, 2003; Matsui 

& Braun, 2010), 죽음에 대한 태도(지경애와 김은주, 2005), 간호의 자율

성(Miyashita, Nakai, Sasahara, & Koyama., 2007)이 발표되었다.

먼저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임종간호 태도를 보면 응급실의 남자 간호사가 여

자 간호사보다 더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나타냈다(조영자, 2011). 

나이가 많을수록 임종간호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노선숙, 2010; 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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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 학사과정에 ELNEC (End of Lif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을 통합하여 임종간호의 태도를 연구한 Barrere 등(2008) 에

서 중재 전 연령(22~25세)이 임종간호태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였다. 

그리고 15주 간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 Frommelt (2003) 연구에

서는 교육 전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준 유의한 변수는 성별과 연령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

었다(노선숙, 2010).

임종간호태도와 교육수준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더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나타냈고(Ali & Ayou, 2010)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사가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높았다

(노선숙, 2010). 

정신건강은 임종간호태도와 정의 상관을 보였다(지경애와 김은주, 2005).

두 번째로 임상관련 특성으로 임상경력은 임종간호에 영향을 주나 연구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포괄적인 암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

상경력과 암센터 경력이 많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더 좋았고(Lange et al., 

2008) 노선숙(2010)도 현 근무지에서 5년 이상인 간호사가 3년 미만인 간

호사보다 임종간호 태도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영자, 2011)에서는 2년 미만인 경우가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가

장 높았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

답한 간호사보다(조영자, 2011), 직위로는 책임간호사 이상일 때(노선숙, 

2010)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죽음, 임종간호 경험과 임종간호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죽어가

는 환자와의 접촉이 많거나 임종경험을 자주하는 간호사가 더욱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보였다(Ali & Ayou, 2010; 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 Ali와 Ayou (2010)연구에서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FATCOD 점수는 임종환자 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

전에 죽어가는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음을 임종간호 태도 변화의 강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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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인자로 발표한 연구(Barrere et al., 2008)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임종경

험이 호스피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임이 검증되었다(지경애와 

김은주, 2005). 노선숙(2010)은 담당환자의 죽음경험 횟수, 1년 이내 가까

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경험 여부, 임종관련 간호교육 정도, 자가평가 임

종간호유형, 임종간호 수행 시 어려운 점 등이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한 차이

를 주는 변수임을 밝혀냈다. 즉 1년 이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경험

이 있고, 환자의 죽음 경험 횟수가 2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임종관련 간호

교육을 받은 경우, 자가 평가 임종간호 유형이 영적 간호형인 간호사가 임

종간호 태도가 높았으며, 임종간호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시간이 없거나 

전문기술의 부족 또는 의사소통이 서툴러서”인 경우가 “죽음자체 두려움”

을 선택한 경우보다 임종간호태도가 높았다.  

이전의 죽음교육이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죽음과 죽어

감에 관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았으나 죽음/죽어감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전혀 정보가 없는 학생보다 임종간호 태도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Mallory, 2003). 반면에 임종간호태도의 유의한 변수로 생

의말기 간호에 관한 세미나 참석(Matsui & Braun, 2010)이 보고되었다. 

지경애와 김은주(2005)는 호스피스 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독립변수로 

죽음의식, 호스피스 교육경험, 임종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때 죽음의식은 

21%의 설명력을 보였다.

교육적 중재가 임종간호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학사과정에 ELNEC를 학

사과정에 통합한 한 학기(15주)의 교육중재 프로그램 실시로 임종간호 태

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조혜진, 2004; Barrere et al., 

2008; Frommelt, 2003). Frommelt (1991, 2003)는 연구대상을 간호사에

서 간호학생으로 바꾸고 표본 수도 늘린 반복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간호 개

념에 근거하여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임종간호태도가 긍

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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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으나 상이한 연구결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

구대상이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학과 학생이었다. 따라서 임종간호 수행이

라고 하는 간호행위에 영향을 주는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시설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3.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 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 문헌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죽음태도는 죽어가는 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하

게 관련이 있었다. 

노선숙(2010)과 조영자(2011) 연구에서 죽음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AP-R 도구를 이용한 외국 문헌으로 Rooda 등(1999a)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에서 임종간

호태도는 죽음 공포, 죽음 회피와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립적 수

용, 접근적 수용의 범주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Wessel와 Rutledge (2005)는 접근적 수용, 죽음공포 및 죽음회피가 임

종간호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죽음공포와 죽음 회피는 

임종간호 태도와 음의 상관을, 접근적 수용은 임종간호 태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Matsui 와 Braun (2010)는 임종간호 태도가 죽음공포와 탈출적 수

용과 부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Brau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임종

간호태도는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접근적 수용과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회귀분석 결과 죽음회피가 죽음 공포와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 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간 유의

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간주되는 접

근적 수용은 임종간호 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정적인 죽음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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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죽음공포, 죽음 회피)는 임종간호 태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동일한 죽음의 태도가 임종간호 태도와 상관관계의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죽음 태도 중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적 

수용과 임종간호 태도는 대부분 양의 상관(Rooda et al., 1999a; Wessel 

& Rutledge, 2005)을 보였으나 Brau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고하였다. 외국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가 대부분 미국과 기독

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 후자(Braun et al., 2010)의 연구는 주

로 유태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구자는 선행연구와 서로 다

른 결과를 문화와 종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종교와 문화를 충분

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 간의 관계에서 논리적 예상과 다

른 결과가 있었다. 부정적인 죽음태도는 임종간호태도와 정의 상관을, 긍정

적인 죽음태도는 임종간호태도와 부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죽음태도의 하나인 탈출적 수용은 임종간호태도와 정의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Matsui 와 Braun (2010) 연구에서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탈출적 죽음 수용은 현재 어려운 삶에

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보기 때문에 임종간호태도와 부정적 상관관

계를 보인 결과가 이해할 만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을 기술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죽음태도와 임종간호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안순남, 2004; Dunn et al., 2005). 

이상의 문헌고찰을 요약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탐색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연구결과 간 서로 상이

한 부분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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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두 변수 간의 상

관관계, 그리고 죽음과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

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Figure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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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전국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근

접 모집단은 표적 모집단 중 2012년 4월 말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

이지에 등록된 입소정원이 100인 이상인 162개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전수이다. 162개소 중 간호사가 한 명도 없는 13개소와 자료수집을 거절한 

30개소를 제외한 119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

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시설간호사

2)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시설간호사

예비 조사와 본 조사에서 근접모집단 대상자 중 275부의 설문지를 우편

으로 받았다. 이 중 응답이 빠져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24부를 제외

하고 251부의 설문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

2012-13, 부록 1)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응답 소요시간, 자료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동의서를 읽고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시설 별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회수하였고, 

설문을 작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응답 설문지는 열쇠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고, 연구 논문을 마

친 후에 분쇄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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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도구

1) 죽음에 대한 태도 도구 번역과 수정 과정

죽음에 대한 태도는 Wong 등(1994)이 개발한 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 (DAP-R)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간호학 논

문에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연구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을 완료한 후에 이

중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간호학 교수 1인과 전문 영어/한국어 번역

자 1 인이 따로따로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원 도구와 역번역된 도구의 문항 

속 의미와 언어 비교 및 한국어 번역본의 문화적 적합성 검토는 이중 언어

가 가능한 간호학 교수 2인이 실시하였고, 우리 문화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 교수 1인이 번역본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

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원 도구는 모두 5개 하위척도(죽음공포, 죽음회피,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를 가지고 있었다. 죽음공포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

각과 감정을 말하며(Wong et al., 1994) 7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5문항의 

죽음 회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하나의 대처 기전이다(Wong et al., 1994). 죽음 

수용은 최종 사망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 죽음 수용의 첫 번째인 접근적 수용(10항목)은 Dixon과 Kinlaw (1983)

에 따르면 행복한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있으며(Wong et al, 

1994에 재인용됨), 죽음을 행복한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entry point로 여

긴다 (Dunn et al., 2005; Wong et al., 1994). 두 번째 탈출적 수용(5문항)

은 죽음을 고통스런 현실로부터 탈출의 기회로 보는 것이며(Dunn et al., 

2005; Wong et al., 1994), 마지막으로 중립적 수용(5문항)은 죽음을 삶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 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환영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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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Wong et al., 1994). 본 도구는 7점 Likert’s 척도로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전적으로 그렇다”(7점)이다. 하위척도별 

평균 점수는 하위척도에 속하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하위척도의 문

항수로 나누어 구한다. 

DAP-R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각각 100명씩의 청년, 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적 일치도 알파계수는 .65(중립수

용)~.97(관문수용)이었고, 4주 검사-재검사법으로 실시한 안정성 계수는 

.61(죽음회피)~.95(관문수용)이었다. 안면타당도는 각각 10명의 젊은이, 

중년, 노인을 대상으로 문항 범주에 대한 70% 동의를 얻었다. 또한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과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하는 Semantic Differential, 죽음관점 척도(Death Perspective Scale), 죽

음불안척도(Death Anxiety Scale: DAS), 우울 척도(Zung Depression 

Scale), 지각된 안녕감 척도(Perceived Well-Being Scale)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Wong et al., 1994). 

2)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Frommelt (1991)가 개발한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을 

위한 번역, 역번역, 그리고 검토와 확정 과정은 1)과 동일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문항의 ⅔는 말기환자와 관련

되어 있고, ⅓은 말기환자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 또한 도구는 동일한 수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전적으로 그렇다”(5점)이며, 5점 Likert’s 척도이다. 부

정문항의 점수는 나중에 역산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점~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내용타탕도는 content validity index(CVI) 1.00이었다. 신

뢰도는 검사-재검사법으로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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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r=.94, 두 번째 측정 시는 Pearson’s Correlation .90이었고, 

측정자간 일치도는 .98이었다(Frommelt, 1991).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항목-전체 상관관계가 음수인 문항 

5개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총 25문항으로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부정문항인 2번, 4~9번, 11~13번, 16번, 24번 

문항(총 12 문항)의 점수는 역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3) 일반적 특성

문헌고찰 결과에 의거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학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4) 임상관련 특성

죽음과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병원 간호사 

경력, 현 시설에서의 직위,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 설립주체도 포함하였다.

5)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최근 1년 이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과 유형, 최근 1년 이내 

임종간호 제공 경험과 횟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임종간호 교육이나 훈련 경

험, 교육이나 훈련 시간, 어떤 과정을 통해 받았는지도 함께 물었다. 임종환

자가 간호사에게 ‘죽음에 대해 말해보자’고 제의한 적이 있는 지와 임종간

호에 대한 지침서 유무, 지침서에 대한 준수 정도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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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방법은 근접모집단 전수조사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IRB의 

연구 승인(승인번호: 2012-31)을 마친 후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본격

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012년 7월 말경에 서울 소재 노인요양시설 1개소

에서 일하는 간호사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서 도구의 한국어 번역본에 포함된 문항이 이해가능한지,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문항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8일이었다. 노

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 162개소에 전화를 걸어 간호관리자(주로 간호과장이나 

팀장, 간호부장이었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부원장, 사무국장 등이었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162개소 중 13개 시설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고, 30개소는 자료수집을 거절하였다. 81여 곳은 자

료수집에 동의하였으나 38개 시설은 간호관리자와 직접 통화가 되지 않았

다. 조사시점 현재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거나 자료수집을 

거절한 총 43개 시설은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을 허락한 81개 시설에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설문지를 우편으로 1차 발송하였다. 직접 통화가 

불가능했던 38개소에는 설문지에 연구에 대한 설명, 협조를 구하려 했던 과

정 및 자료수집에 관한 허락을 받기 전 설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양해

를 구하는 내용을 적어 같은 방법으로 설문지를 2차로 보냈다. 각 시설의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었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기관별로 수거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연구자에게 발송되었으나 드물게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설문지 회

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설에 1~3차례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려하였다. 

설문지를 발송한 119여개의 시설 중 79곳에서 응답지를 우편으로 보내

왔고, 3개소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각 시설에서 보내온 응답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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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1부에서 18부이었고, 모두 27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빠

졌거나 불명확한 응답이 있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연구대상자와 접촉하

여 보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24부를 제

외하고 총 25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자에게는 추후 소

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참여를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과 서명 란을 포함하고 있었다. 작성자의 이

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적는 란은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말을 명시하였다. 사전동의서는 먹지

가 있는 용지로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참여자가 한 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2. Data Coll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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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내적 일관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2) 한국어로 번역한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DAP-R)의 구성 타당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축요인추출,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 그리고 죽음과 임종간호 경

험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표기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하였다. 

5)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에 따른 죽음과 임

종간호에 대한 태도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경우에 따라서는 Duncan, Tamhane) 방법을 사용

하였다. 

6)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과 임종간호 태도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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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DAP-R)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1) 문항분석

본 조사에 앞서 17명의 시설간호사에게 32문항으로 구성된 DAP-R 을 

적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로 하위척도별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다섯 하위척도(죽음공포, 죽음회피, 중

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및 탈출적 수용) 중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중립적 

수용’의 cronbach’s alpha가 .40미만이었고 다섯 문항 중 세 개의 문항은 

상관계수가 ±.30 미만이었다. 상관계수가 .30미만인 경우 각 척도 영역 내

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이은옥, 임난영과 박현애, 

1998) 이들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립적 수용의 cronbach’s alpha는 

.665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29개의 문항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요인분석

본 조사에서 번역과 역번역을 한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집된 251부의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 분석 전 표본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KMO (Kaise-Meyer- 

Olkin)을 측정한 결과 .888이었다. .50이상이면 표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

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이학식과 임지훈, 2013) 본 연구의 표본 자료

는 요인분석에 적절한 표본 크기로 요인추출 조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상관

계수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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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사 χ2=4219.521, p<.001로 변수 간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닌 

구형성을 나타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

다(한상숙과 이상철, 2012). 원 도구는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증거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의된 다섯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인추출 방

법은 주축요인추출 방법(principle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기 용이한 요인 회전은 베리멕스 방법을 적용

하였다.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중립적 수용

에 해당하는 15번과 22번 문항은 공통성이 .30보다 작았다. 공통성은 추출

된 요인에 의해서 각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며 .50보다 작은 

경우 그 변수를 무시하고 다른 변수를 위주로 해석을 하거나 그 변수를 제

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이학식과 임지훈, 2013). 요인 5에 

속하는 2개의 문항(15번과 24번)은 원 도구에서는 각각 중립적 수용과 죽

음회피에 속하는 문항이었고 요인적재량도 모두 .50 미만이었다(각각 

.259, -.483). 또한 요인 6로 분류된 22번 문항은 본래 하위척도인 중립적 

수용에 속하지 않으면서 요인적재량이 .30미만이었다. 따라서 ‘중립적 수

용’에 해당하는 15번 문항과 22번 문항, 그리고 ‘죽음공포’에 속하는 24번 

문항을 제외한 26개 문항으로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고유 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세 개 요인이 추출되었

고, 추출된 세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은 54.6%이었다. 요인적재량의 유의성

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4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은옥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4 이상이었다

(Table 1).

제1요인에 속한 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높은 문항은 ‘죽음은 새롭고 영광

스러운 삶을 약속한다’, ‘죽음은 신과의 결합이며 영원한 기쁨이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사후 세계(내세)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죽음이 영원하고 축복받은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이다. 이 

요인에 모두 10개의 문항이 속하였으며, 이는 32문항의 본래 도구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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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중 하나인 접근적 수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제1요인을 

‘접근적 수용(Appraoch Accceptance)’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설명변

량은 21.9%이었다. 

제2요인은 ‘나는 죽음에 대하여 강한 공포를 느낀다’, ‘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 불안이 생긴다’, ‘나는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 ‘나는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하기를 피한다’ 등의 11

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본래 도구의 죽음 공포 7문항, 죽음 회피 5문항 

중 죽음 회피에 해당하는 한 문항을 첫 번째 요인분석에서 제외하고 남은 

문항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요인을 ‘죽음공포나 회피(Fear or  

Avoidance of Death)’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총 변량의 21.6%를 설명하

였다. 

제3요인으로 다섯 문항이 추출되었다.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나는 죽음이 세속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한

다’가 요인 적재량이 높은 문항이었다. 다섯 문항은 본래 도구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인 탈출적 수용의 문항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제3요인을 ‘탈출

적 수용(Escape Acceptance)’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의 설명변량은 

11.1%이었다.

한국어로 번역한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1, 2 및 3의 누적 설명

력은 54.6%이었다. 설명력이 50%가 넘으면 도구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번안한 도구의 구성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출된 세 개 요인인 접근적 수용, 죽음공포나 회피, 그리고 탈출적 

수용의 신뢰도로 각각의 내적일관도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접근적 수용 .92, 죽음공포나 회피 .92, 그리고 탈출적 수용 .83이

었다. 추출된 세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이상이므로 신뢰할 

만한 도구라 할 수 있다(이은옥 등, 2009)(Table 1).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N=251)

No Items contents

Rotated Factor loading

Factor 1 Factor 2 Factor 3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14 죽음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한다 .907 -.081 .088

13 죽음은 신과의 결합이며 영원한 기쁨이다 .864 -.044 .125

26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사후세계(내세)에 대한 믿음이다

.838 -.083 .004

23 나는 죽음이 영원하고 축복받은 곳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817 -.138 .123

28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한다 .781 -.115 .170

12 나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라고 

믿는다

.735 -.037 .166

20 나는 죽은 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

.604 -.021 .097

4 나는 죽은 후 천국(내세)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602 .033 .069

25 죽음은 영혼의 탈출구이다 .503 -.053 .485

7 죽음은 궁극적인 만족의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다 .492 -.153 .308

-
 3

5

 

-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Continued)

No Items contents

Rotated Factor loading

Factor 1 Factor 2 Factor 3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16 나는 죽음에 대하여 강한 공포를 느낀다 .008 .801 .077

2 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 불안이 생긴다 -.086 .765 -.010

19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101 .729 .126

11 나는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30 .723 .047

1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끔찍한 경험이다 -.143 .719 -.008

17 나는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하기를 

피한다 

-.030 .717 .006

6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028 .713 .015

9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

.003 .673 .127

3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한다 -.055 .663 -.092

18 죽음 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몹시 괴롭힌다 -.071 .626 .068

29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불확실하여 걱정이 

된다

-.037 .622 .169

-
 3

6

 

-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Continued)

No Items contents

Rotated Factor loading

Factor 1 Factor 2 Factor 3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10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112 .067 .804

21 나는 죽음이 세속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315 .083 .723

8 죽음은 이 괴로운 세상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한다

.170 .082 .722

27 나는 죽음을 이 생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48 .037 .677

5 죽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 줄 것이다. -.024 .131 .468

Initial Eigen values 7.220 5.968 2.283

Variance proportion (%) 21.9 21.6 11.1

Cumulative proportion (%) 21.9 43.5 54.6

Cronbach’s alpha .92 .92 .83

   

-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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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평균 44.51(±8.82)세이며, 연령

군으로 나누어보면 40~49세가 114명(45.4%)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50

세 이상 76명(30.3%), 30~39세 47명(18.7%), 20~29세 14명(5.6%) 순이

었다. 

종교는 기독교인 간호사가 103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49명

(19.5%), 천주교 44명(17.5%), 종교가 없는 경우가 54명(21.5%),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간호사 1명(0.4%)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크게 종교 없음

과 종교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면 종교가 없는 간호사는 54명(21.6%)이었

고, 종교를 가진 간호사는 196명(78.4%)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7명(82.5%)이었고 미혼 33명(13.1%), 이혼 5명

(2.0%), 사별 5명(2.0%),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간호사 1명(0.4%) 순이었

다. 결혼상태를 미혼과 기혼으로 재분류하면 미혼 33명(13.1%), 기혼 217

명(86.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120명(47.8%)으

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91명(36.3%), ‘매우 건강하다’ 32명(12.7%) 순

이었다. ‘건강하지 않다’와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각각 5

명(2.8%)과 1명이었다(0.4%). 

교육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는 168명(66.9%)이었

고, 4년제 대학 졸업자 64명(25.5%),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는 

19명(7.6%)이었다. 이를 다시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이상으로 

나누면 각각 168명(66.9%)과 83명(33.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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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1)

Variable Categories n (%) M±SD

Gender Female 251 (100.0)

Age (year)

20대(20~29) 14 ( 5.6)

44.51±8.82
30대(30~39)  47 (18.7)

40대(40~49) 114 (45.4)

≥50세  76 (30.3)

Religion*

Christian 103 (41.0)

Buddhism  49 (19.5)

Catholic  44 (17.5)

None  54 (21.5)

Marital status*

Single  33 (13.1)

Married 207 (82.5)

Divorced or separated  5 ( 2.0)

Widowed  5 ( 2.0)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y  32 (12.7)

Healthy 120 (47.8)

Moderate  91 (36.3)

Unhealthy  7 ( 2.8)

Very unhealthy  1 ( 0.4)

Education

Associate degree 168 (66.9)

Bachelor’s degree  64 (25.5)

Master’s degree 19 ( 7.6)

Note. *Numbers of no response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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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관련 특성

연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을 위치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

도가 89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명(22.3%), 경기 38명(15.1%), 

충청도 22명(8.8%), 강원도 21명(8.4%), 전라도 20명(8.0%), 제주 특별자

치도 5명(2.0%) 순이었다. 

시설의 설립주체는 법인이 184명(73.3%)이었고 지방자치단체 56명

(22.3%), 개인인 경우는 11명(4.4%)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직위는 일반간호사 143명(57.0%), 책임

간호사 20명(8.0%), 수간호사 5명(2.0%), 간호과장이나 팀장 66명(26.3%), 

간호부장 7명(2.8%), 기타 10명(4.0%)이었다. 이를 다시 실무간호사(일반, 

책임, 수간호사)와 중간관리자 이상(간호과장~기타)으로 나누면 실무간호

사는 168명(66.9%)이었고, 중간관리자 이상은 83명(33.1%)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225명(89.6%), 비정규직 26명(10.4%)이었다. 비

정규직은 다시 계약직 25명과 기타 1명으로 조사되었다.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51.02개월(±47.81)이었다. 이를 범주화

하여 1년 미만(55명, 21.9%), 1년이상~5년 미만(113명, 45.0%), 그리고 5

년 이상(83명, 33.1%)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설에 오기 전 병원에서의 경력은 종합병원, 일반 병의원, 노인전문병원

에서의 임상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134.38개월(±87.27)이었다. 이

는 추가 분석을 위해 1년 미만(8명, 3.2%), 1년 이상~5년 미만(39명, 

15.5%), 5년 이상~10년 미만(67명, 26.7%), 10년 이상~15년 미만(68명, 

27.1%), 15년 이상~20년 미만(30명, 12.0%), 20년 이상~25년미만(24명, 

9.6%), 25년 이상(15명, 6.0%)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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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Work Experiences           (N=251)

Variable Categories n (%) M±SD

Location

Seoul  56 (22.3)

Gyeonggi  38 (15.1)

Gyeongsang  89 (35.5)

Jeolla 20 ( 8.0)

ChungChong 22 ( 8.8)

Gangwon 21 ( 8.4)

Jeju  5 ( 2.0)

Ownership

Local government  56 (22.3)

Corporate 184 (73.3)

Private 11 ( 4.4)

Nurse role 

Staff nurse 143 (57.0)

Chief nurse 20 ( 8.0)

Head nurse  5 ( 2.0)

Manager  66 (26.3)

Director  7 ( 2.8)

Other 10 ( 4.0)

Employment
Full-time 225 (89.6)

Part-time  26 (10.4)

Nursing career in 
the current institute
(months)

51.02±47.81

Previous nursing 
career (months)

134.38±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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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최근 1년 이내 임종간호를 제공한 경험에 대하여 81명(32.3%)은 ‘없다’, 

170명(67.7%)은 ‘한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한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간호사의 임종간호 제공 횟수는 평균 3.23회(±6.28)이었다. 임종간호 제공 

횟수를 다시 1~2회(87명), 3~9회(57명), 그리고 10회 이상(26명)으로 나

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임종(호스피스)간호 교육이나 훈련(이후 임종간호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하여 ‘없다’라고 응답한 간호사는 93명(37.1%)이었고, ‘있다’라고 대답한 

간호사는 158명(62.9%)이었다.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임종간

호 교육시간은 평균 20.87시간(±77.22)으로 나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복수응답으로 학부과정 16명(7.3%), 대학원과정 

4명(1.8%), 보수교육 39명(17.8%),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직무교육 88명

(40.2%), 호스피스 실시기관 59명(26.9%), 기타 13명(5.9%)으로 조사되었

다. 교육시간은 1~2시간(36명), 3~8시간(50명), 9~24시간(33명), 25~48

시간(22명), 그리고 49시간 이상(17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죽음과정에 있는 환자에게서 받은 죽음에 대한 토의 제

의 경험을 물었을 때는 220명(87.6%)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31명

(12.4%)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현 시설에 임종간호에 대한 표준 지침서가 문서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는 ‘아니오’가 147명(58.6%)이었고, ‘예’는 104명(41.4%)으로 조사되었다. 

지침서가 있는 경우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지킨다’고 응답한 

경우는 57명(54.8%), ‘가끔씩 지킨다’ 45명(43.3%), ‘거의 지키지 않는다’

가 2명(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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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ence of Death or EOL Care                           (N=251)

Variable Categories n (%) M±SD

Have lost significant others 

to death within the 

previous year

No 151 (60.2)

Yes 100 (39.8)

Type of significant others to 

death*

(n=114)

Grandparents  9 ( 7.9)

Parents  21 (18.4)

Siblings  4 ( 3.5)

Spouse  1 ( 0.9)

Near relatives  23 (20.2)

Friends  30 (26.3)

Other  26 (22.8)

Previous experience of 

providing EOL care within 

the previous year

No  81 (32.3)

Yes 170 (67.7)

Number of providing EOL 

care within the previous 

year

3.23±6.28

Previous experience of 

receiving EOL care 

education

No  93 (37.1)

Yes 158 (62.9)

Hours of EOL care education 20.87±77.22

Mode of EOL care education*

(n=219)

Undergraduate 16 ( 7.3)

Graduate  4 ( 1.8)

Refresher training  39 (17.8)

On-the job training  88 (40.2)

at hospice institution  59 (26.9)

Others 13 ( 5.9)

Have been asked by the 

client to discuss about death

No 220 (87.6)

Yes  31 (12.4)

Standardized protocols about 

EOL care

No 147 (58.6)

Yes 104 (41.4)

Degree to following the 

standardized protocol 

(n=104)

Certainly 57 (54.8)

Episodic 45 (43.3)

Nearly  2 ( 1.9)

Note. EOL=End-of-life, * Multiple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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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51명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점수

를 살펴보면 죽음공포나 회피는 7점 척도에서 3.13점(±1.21), 탈출적 수용 

3.47점(±1.42), 접근적 수용 4.19점(±1.48)으로 측정되었다.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4.09점(±0.43)으로 임종

환자 간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Table 5. Descriptive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Death and EOL 

care                        (N=251)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Attitudes 
toward 
Death 

Approach 
Acceptance

4.19±1.48 1.0 7.0 .046 -.817

Fear or Avoidance 
of Death 

3.13±1.21 1.0 6.7 .249 -.247

Escape 
Acceptance

3.47±1.42 1.0 7.0 .352 -.421

Attitude toward EOL care 4.09±0.43 3.0 5.0 -.104 -.698

Note. MIN=Minimum, MAX=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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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

특성에 따른 영역별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 검정은 죽음에 대한 다차원

적 측정도구(DAP-R)의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접근적 수용, 죽음공포나 회

피, 탈출적 수용의 각각에 속하는 문항의 점수의 합을 해당 문항 수로 나누

어 7점 척도로 환산한 후 통계 처리하였다. 

1) 접근적 수용

일반적 특성 중 연령(F=6.641, p=.004)과 종교(F=48.602, p<.001)에 따

라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접근적 수용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접근적 수용의 평균은 50세 이상인 시설간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0대>40대>30대 순이었다. Scheffe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30~39세(3.68±1.25점)와 50세 이상(4.62±1.48점) 간 접근적 

수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

교를 가진 간호사의 평균이 5.09점(±1.30)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간호사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3.04±1.03).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종교 없음, 불교와 천주교, 천주교와 종교 없

음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종교를 가지고 있

는 군과 종교가 없는 군으로 다시 분류하면, 종교를 가진 간호사의 접근적 

수용 평균 (4.52±1.43점)이 종교가 없는 간호사(3.04±1.03점)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8.504, p<.001)(Table 6).

임상관련 특성에서는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486, p=.012).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접근적 수용

의 평균 점수도 높아졌다.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접근적 수용 평균은 

4.43점(±1.53)이었고, 1년 미만은 3.69점(±1.47)이었다. Scheffe 사후검

정 결과 1년 미만인 집단과 5년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

다. 그 외 임상관련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따른 접근적 수용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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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임종간호 

교육 유무(t=-2.595, p=.010)와 임종간호 교육시간(F=3.848, p=.002)이었

다.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는 접근적 수용 평균이 3.88점

(±1.43)이었던 반면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은 간호사의 점수는 4.38점

(±1.49)으로 죽음을 보다 행복한 사후세계로의 통로로 보았다. 임종간호 교

육시간에 따른 접근적 수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후검정으

로 Scheffe 방법을 적용하였더니 49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5.51±1.25점)는 임종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3.88±1.43점), 3~8시

간을 받은 간호사(4.18±1.45점) 및 9~14시간을 받은 간호사(4.14±1.48

점)보다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8). 

2) 죽음공포나 회피

일반적 특성 중 연령(F=2.651, p=.049)과 종교(F=2.856, p=.038)에 따

라서 죽음공포나 회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39세 간호사의 죽음공

포나 회피 평균이 가장 높았고(3.38±1.04점), 50세 이상 군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2.83±1.18점). 그러나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교가 없는 간호사의 죽음공포나 회피 평균은 

3.50점(±1.20)으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를 믿는 간호사의 평균이 가장 낮

았다(2.94±1.15점). Scheffe 방법으로 실시한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간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Duncan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으로 분류되며, 기독교를 믿는 간호사와 종교가 없는 간호사 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군과 종교

가 없는 군으로 나누면, 죽음공포나 회피 점수는 종교를 가진 간호사

(3.04±1.20점)보다 종교가 없는 간호사(3.50±1.20점)의 평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t=2.521, p=.014)(Table 6). 

연령과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 특성과 임상관련 특성 변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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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공포나 회피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에 속하는 변수 중 임종간호 교육시간(F=2.444, 

p=.035)과 죽음토의 제의 유무(t=2.230, p=.03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죽음공포나 회피 평균은 임종간호 교육을 3~8시간 받은 

간호사군이 3.47점(±1.26)으로 가장 높았고, 49시간 이상을 받은 집단은 

2.35점(±1.46)으로 가장 낮았다. Sceffe 사후검정 결과 3~8시간의 임종간

호 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을 49시간 이상 받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

의하였다. 죽음과정에 있는 환자로부터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제

의를 받은 간호사(2.62±1.39점)는 죽음 토의 제의를 받지 않은 간호사

(3.20±1.1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죽음공포나 회피 평균이 낮았다

(t=2.230, p=.032)(Table 8).

  

3) 탈출적 수용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종교(F=3.497, p=.016)에 따라 탈출적 수용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탈출적 수용은 20대에서 평균이 4.09(±1.30)점

이었다가 30대에 3점 미만으로 떨어지고(2.91±1.08) 이후 다시 평균이 상

승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연령대 별 평균 차이검정을 실시할 때 F 

검정 통계량의 Leven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Welch, 

Brown-Forsythe 검정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모두 p<.05 이므로 연령에 따

른 탈출적 수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 사후검정 방법의 하나인 Tamhane’s 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간, 30대와 50세 이상 간 탈출적 수용의 평균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교에 따라서 죽음을 괴로운 현실로부터의 

탈출로 보는 태도는 기독교를 믿는 간호사의 평균(3.76±1.45점)이 가장 높

은 반면, 종교가 없음 간호사의 평균은 가장 낮았고(3.09 ±1.29점) 종교에 

따른 탈출적 수용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heffe 사후검

정 결과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Duncan 방법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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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기독교와 종교 없음 간,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 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연구대상자를 다시 종교를 가진 간호사와 종교

가 없는 간호사로 분류하면, 종교를 가진 간호사의 탈출적 수용 평균

(3.58±1.44점)은 종교가 없는 간호사의 평균(3.09±1.29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87, p=.023)(Table 6). 

탈출적 수용은 임상관련 특성 중 병원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F=3.207, p=.005). 탈출적 수용은 시설에서 근무하기 이전 임상경력이 

25년 이상인 군에서 4.84점(±1.64)으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은 2.88 점

(±0.84)으로 가장 낮았다.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병원 경력이 

25년 이상인 간호사는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3.28±1.31점), 그리

고 10년 이상~15년 미만(3.29±1.49)인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그리고 현 시설에서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3.73±1.57점)의 간호사가 

실무간호사(3.34±1.32점)보다 탈출적 수용의 평균이 유의수준 .052 수준

에서 높았다(Table 7).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모두 탈출적 수용 평균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다시 살펴보면, 20 대와 50 세 이

상의 간호사는 비슷한 양상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4.5 점 이상의 접근적 수용과 4 점 근처의 탈출적 수용을 보인 반면 

죽음공포나 회피는 3 점 이내였다. 그중 20~29 세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F=4.258, p=.021).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접근적 수용과 죽음공포나 회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 세 

이상 간호사는 죽음공포나 회피는 가장 낮으면서 접근적 수용은 가장 높았

고 탈출적 수용은 20 대 다음으로 높았다. 50 세 이상 간호사는 죽음에 대

한 태도 차이 검정에서 Welch 와 Brown-Frosyth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모두 .005 미만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

였다. Tamhane 사후 검정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세 영역 간 차이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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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하였다. 30~39 세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의 평균 점수가 가

장 낮은 반면, 죽음공포나 회피 평균은 가장 높았다. 30~39 세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나타내었다(F=5.521, p=.005).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

였다. 표본의 45.4%를 차지하는 40~49 세 간호사는 4.08 점의 접근적 수용

을 보인 반면에 죽음공포나 회피(3.24 점), 탈출적 수용(3.33 점)은 모두 3

점대이었다. 40 대 간호사의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점수는 20 대나 50

세 이상보다 더 낮았고, 죽음공포나 회피는 20 대나 50 세 이상의 간호사 보

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0~49 세는 Welch 와 Brown- Frosythe 통계

량의 유의확률이 모두 .001 미만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역 간 평균차이

가 유의하였으며, Tamhane 사후 검정 결과 접근적 수용과 죽음공포나 회

피 간,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Figure 3). 특

히 20 대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경우가 많았다(9 명, 64.3%). 불교나 

종교가 없는 20 대 간호사가 임종간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에 반해 기

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20 대 간호사 9 명 중 6 명은 임종간호 교육을 받았

다. 20 대 시설 간호사는 종교에 따라 임종간호 교육시간이 유의수준 .05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1)(Table 9). 

종교를 가진 간호사는 종교가 없는 군에 비해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의 점수는 높은 반면, 죽음공포나 회피 점수는 더 낮았다. 종교를 갖고 있는 

시설간호사만을 따로 살펴보면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Welch 와 

Brown-Frosyth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모두 .001 미만으로 하위영역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였고, Tamhane 사후 검정 결과 관문수용과 죽음공포나 

회피 간, 관문수용과 탈출적 수용간, 그리고 죽음공포나 회피와 탈출적 수

용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종교가 없는 시설간호

사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 영역간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4).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접근적 수용의 점

수는 유의하게 높았다(t=3.848, p=.010). 또한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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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 간 평균차이는 유의하였고

(F=29,759, p<.001),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더니 접근적 수용과 죽

음공포나 회피간,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사도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간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고(Welch 와 Brown-Frosyth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모두 .001

미만), Tamhane 사후 검정결과 접근적 수용과 죽음공포나 회피간,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Figure 5). 특히 연령과 현 

시설 근무기간을 공변수로 통제한 후에도 임종간호 교육시간에 따라 접근

적 수용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61, p=.009). 

임종간호 교육시간을 세 군(없음, 1~48 시간, 49 시간 이상)으로 다시 분

류하면, 49 시간 이상인 간호사의 접근적 수용 점수(5.51 점)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3.88 점) 1~48 시간인 간호사(4.24 점)보다 높았다. 임종간호 

교육시간이 49 시간 이상인 간호사의 죽음공포나 회피 점수(2.35 점)는 다

른 군(교육은 받지 않은 군 3.04 점, 1~48 시간 군 3.28 점)에 비해 낮았다. 

접근적 수용(F=9.394, p<.001)과 죽음공포나 회피(F=4.946, p=.008)는 

교육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1~48 시간의 교육을 받은 간

호사는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F=18.158, 

p<.001), 사후검정 시 접근적 수용과 죽음공포나 회피 간,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9 시간 이상의 교육

을 받은 간호사도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F=19.514, p<.001), 사후검정 결과 접근적 수용과 죽음공포나 회피 간, 접

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ure 6). 



Table 6. Differences in Attitudes to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1)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to Death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Age (year)

20대(20-29) 14 4.56±1.45b*

4.641 .004

3.04±1.47

2.651 .049

4.09±1.30

6.965†

7.059‡
<.001

<.001

30대(30-39) 47 3.68±1.25a* 3.38±1.04 2.91±1.08

40대(40-49) 114 4.08±1.51a,b* 3.24±1.24 3.33±1.30

≥50 76 4.62±1.48b* 2.83±1.18 3.92±1.63

Religion

(n=250)

Christian 103 5.09±1.30b*

48.602 <.001

2.94±1.15a§

2.856 .038

3.76±1.45b§

3.497 .016
Buddhism 49 3.27±0.94a* 3.25±1.32a,b§ 3.21±1.28a§

Catholic 44 4.58±1.30b* 3.03±1.17a,b§ 3.59±1.53a,b§

None 54 3.04±1.03a* 3.50±1.20b§ 3.09±1.29a§

Marital   

status 

(n=250)

Single 33 4.03±1.31
-0.720 .472

3.13±1.31
-0.019 .985

3.25±1.32
-0.965 .335

Married 217 4.23±1.51 3.14±1.20 3.51±1.43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52 4.32±1.47
1.737 .084

3.06±1.17
-1.126 .261

3.50±1.43
0.373 .710

≤Moderate 99 3.99±1.49 3.24±1.28 3.43±1.41

Education
Associate 168 4.09±1.53

-1.637 .103
3.19±1.23

1.114 .266
3.44±1.38

-0.514 .607
≥Bachelor’s 83 4.41±1.37 3.01±1.17 3.54±1.50

Note. * Scheffe 사후검정; †Welch; ‡Brown-Forsythe; § Duncan 사후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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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Attitudes to Death by Work Experiences                            (N=251)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to Death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Location

Seoul 56 4.35±1.18

8.129 .149

2.96±1.14

1.134 .343

3.42±1.52

2.055 .072

Gyeonggi 38 4.10±1.48 3.45±1.48 3.81±1.38

Gyeongsang 89 3.94±1.58 3.01±1.16 3.21±1.38

Jeolla & Jeju 25 4.35±1.70 3.23±1.16 3.67±1.19

ChungChong 22 4.13±1.37 3.33±0.96 3.25±1.43

Gangwon 21 4.91±1.52 3.20±1.37 4.09±1.45

Ownership

Local 

government
56 4.33±1.40

0.782 .435
3.00±1.13

-0.895 .372
3.51±1.49

.212 .833

Private 195 4.15±1.51 3.17±1.24 3.46±1.40

Nurse role
Acting 168 4.16±1.44

-0.527 .599
3.20±1.20

1.256 .210
3.34±1.32

-1.963 .052
≥Manager 83 4.26±1.57 2.99±1.24 3.73±1.57

Employment
Full-time 225 4.19±1.44

-0.178 .860
3.12±1.20

-0.349 .728
3.43±1.40

-1.218 .224
Part-time 26 4.25±1.86 3.21±1.32 3.79±1.59

Previous 

nursing career 

(months)

0~11 8 3.86±1.66

.479 .824

2.58±0.93

.991 .432

2.88±0.84a*

3.207 .005

12~59 39 4.21±1.50 3.07±1.32 3.28±1.31a*

60~119 67 4.32±1.48 3.28±1.13 3.45±1.30a,b*

120~179 68 4.03±1.49 3.10±1.17 3.29±1.49a*

180~239 30 4.34±1.10 3.28±1.22 3.73±1.46a,b*

240~299 24 4.03±1.72 2.76±1.31 3.37±1.26a,b*

≥ 300 15 4.50±1.73 3.34±1.41 4.84±1.64b*

Nursing career 

in the current 

institute

(months) 

0~11 55 3.69±1.47a*

4.486 .012

3.08±1.27

2.470 .087

3.44±1.55

.019 .98112~59 113 4.27±1.41a,b* 3.31±1.21 3.49±1.38

≥ 60 83 4.43±1.53b* 2.92±1.16 3.47±1.40

Note. * Scheffe 사후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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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Attitudes to Death by Experience of Death or EOL Care                        (N=251)

Variables Categories n

Attitudes to Death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Escape Acceptance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Have lost 

significang others 

to death within the 

previous year

No 151 4.08±1.44

-1.511 .132

3.23±1.23

1.651 .100

3.45±1.39

-0.275 .784
Yes 100 4.37±1.54 2.98±1.18 3.50±1.47

Number of 
providing EOL care 
within the previous 
year

None 81 4.21±1.43

.846 .470

3.28±1.26

1.175 .320

3.51±1.43

.793 .499
1~2 87 4.10±1.56 3.13±1.19 3.35±1.32

3~9 57 4.12±1.47 3.07±1.18 3.68±1.45

≥ 10 26 4.61±1.42 2.78±1.21 3.28±1.64

Prevous 
experience of 
receiving EOL care 
education

No 93 3.88±1.43

-2.595 .010

3.04±1.12

-0.892 .373

3.31±1.34

-1.372 .171
Yes 158 4.38±1.49 3.18±1.27 3.57±1.46

Hours of EOL care 
education

None 93 3.88±1.43a*

3.848 .002

3.04±1.12a,b*

2.444 .035

3.31±1.34

.948 .451

1~2 36 4.33±1.45a,b* 3.26±1.13a,b* 3.73±1.34

3~8 50 4.18±1.45a* 3.47±1.26b* 3.70±1.62

9~24 33 4.14±1.48a* 3.12±1.24a,b* 3.23±1.33

25~48 22 4.40±1.53a,b* 3.13±1.20a,b* 3.58±1.23

≥ 49 17 5.51±1.25b* 2.35±1.46a* 3.46±1.73

Have been asked 
by the clients to  
discuss about 
death 

No 220 4.19±1.45
.000 1.000

3.20±1.17
2.230 .032

3.49±1.42
.597 .551

Yes 31 4.19±1.70 2.62±1.39 3.33±1.46

Standardized 
protocols about 
EOL care

No 147 4.22±1.42
0.383 .702

3.16±1.21
0.518 .605

3.40±1.45
-0.897 .370

Yes 104 4.15±1.57 3.08±1.22 3.57±1.38

Note. * Scheffe 사후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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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EOL Care Education by Religion of the Nurses in their 20s                     (N=14)  

Variable
The hours of EOL Care Education

p
None 1-48hrs Total

Religion

Group 1
(Christian or Catholic)

3 6 9

.031*

Group 2
(Buddhism or None)

5 0 5

Note. 
* 
 Fisher’s exact test 

-
 5

4

 

-



- 55 -

Figure 3. Attitudes to death and age

Figure 4. Attitudes to death an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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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ttitudes to death and EOL care education

Figure 6. Attitudes to death and the hours of EOL c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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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

임종간호태도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F=3.754, p=.012), 종교(F=3.011, 

p=.031) 및 교육수준(t=-1.956, p=.052)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20대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대해 태도 평균이 5점 척도에

서 3.78점이었으나, 30대 이후에는 모두 4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령이 20대(3.78±0.31점)에서 40대(4.15±0.41

점)로 올라 갈수록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커지다가 50세 이상에서 조금 감

소하였다. Sheffe 사후 검정 결과 연령군은 두 집단으로 분류되어 20대와 

40대간, 20대와 50세 이상 간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종교에 따른 임

종간호태도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간호사에 비해 불교이거나 

종교가 없는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평균 점수가 낮았다. Scheffe 방법으

로는 종교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천주교와 불교, 천주교와 종

교 없음 간 임종간호태도는 통계적으로 평균차이가 유의하였다. 연구대상

자를 종교를 가진 간호사와 종교가 없는 간호사로 다시 분류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4.13±0.42점)는 종교가 없는 간호사(3.99점±0.42점)

에 비해 임종간호태도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t=-2.238, p=.023). 교육수

준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자(4.06 ±0.42)보다 4년제 졸업자 이상(4.17 

±0.43) 간호사가 더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보였다(Table 10). 

임상관련 특성의 여러 변수들이 임종간호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직위는 실무간호사(4.04±0.43)보다 중간관리자 이상(4.21±0.38)이 유

의하게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t=-3.101, p=.002). 현 시설에서의 근무기

간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커졌다. 현 시설에서

의 근무기간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할 때 Leven 등분산 조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으나 Welch와 Brown-Forsythe 검정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므로 현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Tamhane’s 방법으로 근무기간별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를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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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한 결과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4.20±0.37점)는 근무기간이 1년 미

만인 간호사(3.98±0.38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임종간

호태도를 보여주었다(Table 11).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중에서는 최근 1년 이내 임종간호를 제공한 횟수

(F=5.665, p=.001), 임종간호 교육 유무(t=-3.485, p=.001)와 교육시간

(F=5.918, p<.001) 그리고 죽음과정에 있는 환자의 죽음토의 제의 유무

(t=-2.174, p=.031)에 따라 임종간호태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최근 1년 이

내 임종간호 제공 횟수가 증가할수록 임종간호태도의 평균도 커졌다. 

Scheffe 사후 검정에서 10회 이상의 임종간호를 제공한 간호사

(4.40±0.34점)는 제공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4.04±0.40점), 1~2회를 제

공한 간호사(4.04±0.44점), 그리고 3~9회를 제공한 간호사(4.11±0.42점)

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차이가 났다.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경우(4.16±0.41점)가 그렇지 않은 군(3.98±0.43점)보다 임종간호

태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임종간호 교육시간에 따른 임종

간호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 검정에서 49시간 이상

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4.48±0.40점)는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3.98±0.43

점), 1~2시간을 받은 간호사(4.02±0.43점), 그리고 3~8시간을 받은 간호

사(4.10±0.38점)와 임종간호태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죽음과정에 있

는 환자로부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제의를 받은 간호사의 임종간

호태도 평균(4.25±0.40점)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의 평균(4.07±0.43점) 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2). 시설간호사를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군

(집단 1)과 불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군(집단 2)으로 재분류할 경우 집단 

1이 집단 2보다 임종간호 교육시간 3~8시간, 25~48시간 및 49시간 이상 

받은 간호사 수가 훨씬 많았으며, 카이검정 결과 종교 집단에 따른 교육시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1.039, p=.051) (Table 13). 

집단 1만을 따로 살펴보면 교육시간에 따라 임종간호의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5.277, p<.001), 사후검정 결과 교육시간이 49

시간 이상인 간호사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1~2시간의 임종간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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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간호사와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집단 2에서는 교육시간

에 따른 임종간호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4). 

임종간호 교육시간과 공변량(연령, 종교, 현시설 근무기간, 임종간호 제

공 횟수)간 상호작용이 없으므로(Table 15) 공변량을 통제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교육시간에 따라 임종간호태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705 p=.0030)(Table 16). 

Table 10.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EOL Ca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1)

Variable Categories n
Attitude toward EOL Care

Mean±SD t or F p

Age (year)

20대(20-29) 14 3.78±0.31a*

3.754 .012
30대(30-39) 47 4.02±0.42a,b*

40대(40-49) 114 4.15±0.41b*

≥50 76 4.11±0.45b*

Religion
(n=250)

Christian 103 4.14±0.44a,b†

3.011 .031
Buddhism 49 4.03±0.40a†

Catholic 44 4.20±0.40b†

None 54 3.98±0.42a†

Marital status
(n=250)

Single 33 4.05±0.46
-0.705 .482

Married 217 4.11±0.42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52 4.12±0.43
1.323 .187

≤Moderate 99 4.05±0.42

Education
Associate degree 168 4.06±0.42

-1.976 .049
≥Bachelor’s degree 83 4.17±0.43

Note. * Scheffe 사후검정; †Duncan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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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EOL Care by Work 

Experiences                                                       (N=251)

Variable Categories n
Attitude toward EOL Care

Mean± SD t or F p

Location

Seoul 56 4.06±0.41

1.140 .340

Gyeonggi 38 4.01±0.50

Gyeongsang 89 4.09±0.43

Jeolla & Jeju 25 4.15±0.43

ChungChong 22 4.11±0.37

Gangwon 21 4.27±0.34

Ownership

Local 

government

56 4.02±0.37

-1.618 .109

Private 195 4.12±0.44

Nurse role
Acting 168 4.04±0.43

-3.101 .002
≥Manager 83 4.21±0.38

Employment
Full-time 225 4.11±0.43

1.886 .060
Part-time 26 3.95±0.37

Previous nursing 

career (months)

0~11 8 3.99±0.48

1.231 .291

12~59 39 3.95±0.38

60~119 67 4.12±0.38

120~179 68 4.11±0.45

180~239 30 4.18±0.44

240~299 24 4.16±0.49

≥ 300 15 4.05±0.45

Nurisng career in 

the current institute  

(months)

0~11 55 3.98±0.38
5.907

5.294

.003†

.006‡12~59 113 4.07±0.46

≥ 60 83 4.20±0.37

Note. †Welch; ‡Brown-Forsy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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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EOL Care by Experience of 

Death or EOL Care                                              (N=251)

Variable Categories n
Attitude toward EOL Care

Mean± SD t or F p

Have lost significant 

others to death within 

the previous year

No 151 4.07±0.41

-1.002 .317

Yes 100 4.13±0.44

Number of providing 

EOL care

None 81 4.04±0.40a*

5.665 .001
1~2 87 4.04±0.44a*

3~9 57 4.11±0.42a*

≥ 10 26 4.40±0.34b*

Previous experience of 

receiving EOL care 

education

No 93 3.98±0.43
-3.485 .001

Yes 158 4.16±0.41

Hours of EOL care 

education

None 93 3.98±0.43a*

5.918 <.001

1~2 36 4.02±0.43a*

3~8 50 4.10±0.38a*

9~24 33 4.22±0.39a,b*

25~48 22 4.20±0.35a,b*

≥ 49 17 4.48±0.40b*

Have been asked by 

the clients to discuss 

about death

No 220 4.07±0.43
-2.174 .031

Yes 31 4.25±0.40

Standardized protocols 

about EOL care

No 147 4.10±0.42
0.093 .926

Yes 104 4.09±0.44

Note. * Scheffe 사후검정



Table 13. Differences in  EOL Care Education by Nurses Religion                                        (N=250*)  

 

Variable
The hours of EOL care education Chi-squares

(p)None 1~2 3~8 9~24 25~48 ≥49 Total

Religion

Group 1

(Christian or Catholic)
47 23 29 17 17 14 147

11.039

(.051)
Group 2

(Buddhism or None)
46 12 21 16 5 3 103

Note. * Numbers of no response were excluded

-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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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EOL Care by the Hours of 

EOL Care Education within Group                        (N=250)

Variable Categories n
Attitude toward EOL Care

Mean± SD t or F p

Group 1

(Christian or Catholic)

None 47 4.01±0.41a*

5.277 <.001

1~2 23 4.01±0.48a*

3~8 29 4.21±0.35a,b*

9~24 17 4.32±0.39a,b*

25~48 17 4.18±0.37a,b*

≥ 49 14 4.55±0.34b*

Group 2

(Buddhism or None)

None 46 3.94±0.45

1.124 .353

1~2 12 4.05±0.35

3~8 21 3.95±0.37

9~24 16 4.12±0.36

25~48  5 4.28±0.27

≥ 49  3 4.16±0.59

Note. * Scheffe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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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Interaction between Fixed Factor and Covariates

Type III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Corrected Model 8.138a 24 .339 2.052 .004

Intercept 99.884 1 99.884 604.489 .000

1 * 2 .678 6 .113 .684 .663

1 * 3 .685 6 .114 .691 .657

1 * 4 .719 6 .120 .725 .630

1 * 5 .964 6 .161 .973 .444

Error 37.178 225 .165

Total 4237.326 250

Corrected Total 45.316 249

Note. Fixed Factor = Hours of EOL care education (1)

Covariates = Age (2); Religion (3); Nursing career in the current institution  

(4); Number of providing EOL care (5)

Table 16. ANCOVA for Attitude toward EOL care by the Hours of 

EOL care education

Type III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

Corrected Model 6.435 9 .715 4.414 .000

Intercept 112.358 1 112.358 693.559 .000

Age .020 1 .020 .122 .727

Religion .148 1 .148 .912 .341

Nurisng career in the 
current institution 

.337 1 .337 2.083 .150

Number of providing 
EOL care

.653 1 .653 4.032 .046

Hours of EOL care 
education

3.001 5 .600 3.705 .003

Error 38.880 240 .162

Total 4237.326 250

Corrected Total 45.316 249

Note. Analysis of Co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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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간 상관분석

죽음에 대한 태도 각 영역과 임종간호태도간 상관관계는 변수의 평균이 

모두 정규성을 띠므로 모수통계로 분석하였다. 접근적 수용은 임종간호태

도와 약한 정의 상관(r=.248, p<.001)을 보였다. 죽음공포나 회피는임종간

호태도와, 그리고 탈출적 수용은 임종간호태도와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그러나 탈출적 수용은 임종간호태도와 0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나타

낸 반면에, 죽음공포나 회피와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r=-.314, p<.001)를 

보여주었다(Table 17).

Table 17. Correla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 Death and EOL care

(N=251)

Attitudes to Death 

Approach   

acceptance

Fear of death / 

death avoidance

Escape   

acceptance

Attitudes Toward 

EOL care

.248

(p<.001)

-.314

(p<.001)

-.087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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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됨에 따

라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기관에서의 노인의 죽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양질의 임종간호는 중요한 간호의 한 측

면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대학(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과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6).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인과 가족에 대한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간

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분석을 통하여 시설간호

사의 임종간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학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

였다.  

1.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DAP-R)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요인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 의해 추출된 세 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접근적 수용은 죽음을 

더 행복한 사후로 안내하는 관문으로 여기는 것이다. 죽음 공포나 회피는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거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탈출적 수용은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모두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된 점, 그리고 추출된 

세 요인 중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은 본래 도구와 일치하지만, 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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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서로 독립적이었던 죽음공포와 죽음회피 영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점은 다섯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원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

한 상이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도구개발 연구(Wong et al., 1994)는 조사 대

상의 연령층(청년~노년)과 그 수가 다르고, 본 연구의 예비조사와 1차 요인

분석 과정에서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이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 모두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간주되지만 ‘죽

음공포’는 죽음에 직면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 반면, ‘죽음회피’는 죽음

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도구 개발시 서로 독립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Wong et al., 1994). 또한 60~70대 노인을 대상으

로 한 DAP-R 도구 타당화 연구(이운영, 2008)에서도 죽음 공포와 죽음 회

피 간 상호독립성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이는 죽음태도 유형 연

구(조계화, 이현지, 이윤주, 2005)에서 젊은 대학생이 죽음의 사실은 거부

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한 유형으로 산출된 것과 관련을 지을 수 있겠

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로 DAP-R을 적용한 국내 간호학 연

구는 드물어 직접 비교할 수가 없고, 다른 도구를 적용한 경우에도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때 죽음 공포와 죽음회피를 따라 분리해서 조사한 경우

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서 죽음 공포와 죽음회피를 서로 

구별되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보는지에 대한 심도 깊

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1) 임종간호 교육시간

임종간호 교육시간이 길수록 죽음공포나 회피 평균은 낮아지고 접근적 

수용의 평균은 높아졌다. 49시간 이상의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노인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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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간호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1시간~48시간의 교육을 받은 간호

사에 비해 사후세계로의 이동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접근적 수용의 점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높고, 죽음공포나 회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 본 연구결과는 김분한, 김홍규와 탁영란 (1997a)이 개발하고 김미애

(2006)가 수정 보완한 죽음인식 측정도구를 임종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적용한 선행연구(노선숙, 2010)에서 임종관련 간

호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죽음 인식이 높

았다는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이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에 상관없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때 임종간호 교육유무와 교육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육중재를 실시한 후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과 학생의 죽음불안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고(조혜진, 

2004) home care와 hospice 간호사의 죽음회피는 감소하고 중립적 수용

은 높아졌다(Wessel과 Rutledge, 2005). 간호사가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질 높은 임종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때부터 적절한 준비가 필

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의 향상과 죽음불

안을 줄일 수 있음은 간호학과 학생 때부터 죽음준비 교육중재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 위해 호스

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강정화, 2011; 김은희와 이은주, 2009). 그러나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령별,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을 개발, 

적용해야 함이 제언되었다(김은희와 이은주, 2009).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이나 임종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교육 커리

큘럼, 적절한 교육시간과 교육기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 죽음 수용의 태도는 향상시키고, 죽음공포나 회피는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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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시설 간호사는 30~39세 간호사보다 접근적 수

용과 탈출적 수용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병원간호사가 나이가 증

가할수록 탈출적 수용이나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을 보였던 선행 연구결

과(Dezutter et  al., 2009; 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와 유사

하다. 그러나 죽음공포는 곡선 분포를 보여 일반 청년에서 높고, 중년에 절

정에 이르다가 노년에 감소되며 노년이 될수록 중립적 수용, 접근적 수용 

및 탈출적 수용이 늘어난다는 선행연구(Wong et al., 1994)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개발할 당시 Wong 등(1994)

은 동일한 수의 일반 청년, 중년, 노년을 대상을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노년층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청년과 중년층의 간호사였던 점이 영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대 시설간호사는 50세 이상과 유사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였는

데 그 중 20대가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의 평균이 높은 반면, 죽음공포

나 회피가 낮았던 결과는 종교와 임종간호 교육의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20대 시설간호사가 불교나 무교인 20대 보다 임종

간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대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으

므로 시설 간호사의 연령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

하기 위하여 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3) 종교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종교가 없는 시설 간호사는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인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기독교, 천주교를 가진 간호사에 비해 낮았다. 이러

한 결과는 선행연구(유래경, 2004; 임대순, 2004)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

기 대학생과 중․장년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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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명숙, 2010)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

다고 한 사람들보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결과와도 유

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기독교를 갖는 간호사가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죽음 공포나 회피는 가장 낮았다. 천주교를 

믿는 간호사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간호사에 비해 접근적 수용과 탈출

적 수용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죽음 공포나 회피는 더 낮았다. 그러나 불교

를 가진 간호사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의 평균이 기독교, 천주교에 

비해 낮았고, 죽음공포나 회피는 더 높았다. 또한 종교가 불교인 간호사는 

죽음에 대한 태도 하위영역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불사와 영생은 

불가능하며, 죽음은 모든 유정의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는(김용표, 2004) 

불교와 초월적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정하는 기독교와 천주교(최우

영, 2009) 등 각 종교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불교를 믿는 경

우 죽음을 삶의 통합된 한 부분으로 보는 중립적 수용의 태도를 보일 가능

성이 많고,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인 간호사는 중립적 수용보다는 사후세

계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접근적 수용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과정에 중립적 수용의 문항이 모두 제외되어 전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후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의

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명숙, 2010). 따라서 간호사는 임

종간호를 제공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종교의 독특한 관점에서 죽

음에 대해 성찰하고 극복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부위훈, 2001; 김명숙, 

2010에 재인용함). 또한 임종 노인과 그 가족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

스로의 종교적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종교 유무나 종교에 유형 

뿐 아니라 내, 외적 종교성 (religiosity)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음이 진술되었으므로(김분한, 전미영과 강화정, 1997; Cohen et al., 

2005) 간호 실무에서 죽음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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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경력

본 연구 대상자인 시설 간호사는 병원경력이 많을수록 죽음을 고통스런 

삶으로부터의 탈출로 보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죽음을 사후세계로의 관문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임상간호경험이 길수록 병원 간호사가 죽음을 고통스런 현실로부터의 

탈출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Dunn et al., 2005)와 유사

하다. 그러므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모두 임상에서 경력이 많을

수록 아픈 대상자와 그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죽음을 고통스러운 현

실로부터의 탈출로 보는 태도를 갖게 되고, 임상에서의 죽음과 임종간호 경

험, 임종간호 관련 교육, 죽음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

용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3. 임종간호태도

시설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점수는 4.09점(5점척도, 125점 만점에 102.36

점)이었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조영자(2011)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는 2.90점(4점 척도)이었고, 어단연(2010) 연구의 종합병원 

간호사는 평균 2.94점(4점 척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인 시설간호

사는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더 긍정적인 임종간호태

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응급실, 종합병원은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종양 간호사나 내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서구 간호사들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임종간호 태도 점수를 보여주었다

(Braun et al., 2010; Dunn et al., 2005; Lange et al., 2008). 그러나 일본 

요양병원과 요양원 및 그룹홈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care worker를 대상

으로 연구한 Matsui와 Braun (2010)는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107.5점(150점 만점)으로 서구 병원의 간호사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동양권이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시설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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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1) 임종간호 교육

임종간호 교육 유무와 교육시간에 따라 임종간호태도 평균은 유의하게 

평균 차이가 있었다. 49시간 이상의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1시간~48시간의 교육을 받은 시설간호사보다 

임종간호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달랐다. 또한 연령, 종교, 현 시설 근무기간 

및 임종간호 횟수를 통제한 후에도 임종간호 교육시간에 따라 임종간호 태

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현장에서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점

검할 때 이전에 받은 임종간호 교육의 영향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병원 근무 간호사의 호스피스 간호

에 대한 교육요구(노인간호과정 영역)가 높았고,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병

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보다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간호사의 교육요구가 더 높

았다(표은영, 2008). 또한 선행연구들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수업이나 죽

음교육프로그램이 간호학과 학생의 임종간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

고(조혜진, 2004; Mallory, 2003),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호사의 EOL care

에 관한 세미나 참석이 임종간호태도의 유의한 변수였으며(Matsui 와 

Braun, 2010), 학사과정에 ELNEC 과정을 통합한 교육으로 임종간호태도

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Barrere et al., 2008)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요구와 교육을 통한 임종간호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이들이 

임종환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임종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생애 말

기환자 간호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호사를 교육할 목적으로 2000년 

ELNEC가 개발되었다. 현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다학제간 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63개국 인터내셔

널 교육과정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현숙 등, 2012). 그러므로 임종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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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실무자들의 임종간호 제공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자를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박가실(2007)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병원 간호사의 호스피스 간호교육 이

수와 임종간호 수행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원내교육을 받은 간호사

가 임종간호수행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이나 임종간호 교육 

중재는 시설 간호사가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주어, 결국 

양질의 임종간호를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임종간호 교육을 40.2%는 직무교육으로, 17.8%는 보수교육으로 받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속 교육으로서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에 시설간호사

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죽음 준비나 임종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설

계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수준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결과는 

종양센터와 내외과 병동 간호사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는 선행연구(Ali & Ayou, 2010)와 일치한다. 또한 임종환

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태도를 조사한 결

과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사가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 보다 임종

간호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노선숙(2010)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따

라서 근무하는 곳이 병원이건 시설이건 간에 학력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졸업 이상자 간에 임종간호 태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난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4년제 간호대학이 3년제 간호전문대보다 수업연한이 더 

길기 때문에 임종간호 관련 교육을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4년제 간호학과 교과과정에서 영적/임종간호 과목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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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더라도 실습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김미원, 박정모와 한애경, 

2011), 본 연구에서 임종간호 태도에 임종간호 제공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임종간호 교육에 실제적인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실

습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연령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는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 시설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포괄적 암센터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ange et al., 2008)와도 일치한다. 40세 이상의 

시설간호사는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75%이상)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50대로 갈수록 49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

상자 수와 최근 1년 이내 10회 이상의 임종간호를 제공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임상경험이 쌓이고 죽음, 임종간호 경험이 늘

어나며 관련 교육을 통해서 죽음이나 죽음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임종간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종교

종교가 있는 시설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종교가 없는 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특히 천주교를 믿는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가 가장 긍정적

이었다. 따라서 종교가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임종간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기독

교나 천주교를 믿는 시설간호사가 불교나 종교가 없는 간호사보다 2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종교별로 호스피스 교육기

관의 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배은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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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경력, 임종경험

본 연구에서 현 시설에서의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종간호태도 평균이 높

은 결과는 임상경력이나 암센터 경력이 많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더 긍정

적이었다고 진술한 선행연구(Lange et al., 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임상에서 죽음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많이 경험할

수록 임종간호의 필요성과 의의를 체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임종경험이 임종간호 태도 변화의 강력한 예측인자

였던 선행연구(Barrere et al., 2008)와 유사하게 최근 1년 이내 임종간호 

제공 횟수가 10회를 넘는 간호사는 다른 군과 임종간호태도 점수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자의 죽음 경험 횟수가 21회 이상일 때 임종간호 

태도 점수가 높았고(노선숙, 2010), 임종간호태도가 임종환자 수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Ali & Ayou, 2010)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종간호경험이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교육중재프로그램은 교육

받은 임종간호를 임종환자와 그 가족에게 실제로 제공해보는 실습경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간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 간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접근적 수용은 임종간호태도와 약한 정의 상관

(r=.248, p<0.001)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Rooda et al., 1999; 

Wessel & Rutledge, 2005)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나, Braun 등(2010)의 연

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과 임종간호 

태도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것은 연구대상의 종

교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는 선

행연구(Braun et al., 2010)는 문화와 종교가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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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죽음공포나 회피는 임종간호태도와 부의 

상관관계(r=-.314, p<.001)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Braun et al., 2010; 

Matsui & Braun, 2010; Wessel & Rutledge, 2005)와 일치한다. 

시설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공포나 회피이고, 그 다음은 접근적 수용이었다. 그러므로 죽음

에 대한 공포나 회피가 적고, 사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간호사일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종간호태도가 임종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Braun et al., 2010)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관련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죽음공포나 회피

를 줄이고 접근적 수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중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대상자가 전국 4,000 여개 노

인요양시설 중 입소규모가 100 인 이상인 곳(약 3.7%)에 근무하는 간호사

들로 모두 여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중소규모의 시설 모든 간호사

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

(DAP-R)의 문항 중 ‘중립적 수용’에 속하는 문항은 분석에서 모두 제외되

었고 원 도구와 상이하게 죽음공포와 죽음회피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

었으므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 죽

음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연구 측면: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DAP-R)로 자료 수집

을 한 결과 요인분석에서 독립적인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다차원이라는 근거를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밝혀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간 인과

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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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결과는 임종노인과 가족이 시설에서 존엄한 죽음

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종간호를 제공하기에 앞서, 간호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종교

적 관점에 근거하여 죽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DAP-R)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확

인하였으므로 간호 실무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할 때 간호학 연구에

서 사용이 드물었던 본 도구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결과는 연령, 종교, 임종간호 경험 등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수용 태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는 낮추며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

중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교육과정은 임종간호 관련 실습

교육을 포함하되, 신규 시설간호사를 위한 과정과 계속교육 등으로 세분화

하여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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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및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조사는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노인의 입소정원이 10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인분석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으로 ‘접근적 수용’, ‘죽음

공포나 회피’, ‘탈출적 수용’이 확인되었다. 

2) 대상자의 접근적 수용의 평균평점은 4.19점, 탈출적 수용은 3.47점, 

죽음공포나 회피는 3.13점이었다.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4.09점이었다. 

3)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 군

에 따라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종교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세 하위영역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

관련 특성 중 병원 경력에 따라서는 탈출적 수용이, 그리고 현 시설 근

무기간에 따라서는 접근적 수용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접근적 수

용은 죽음과 임종간호 경험 변수 중 임종간호 제공 유무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 임종간호 교육시간에 따라서는 접근적 수용, 죽음공포나 

회피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대상자로부터 죽음에 대한 토의 제의

를 받은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죽음공포나 회피 평균이 유

의하게 낮았다. 

4) 연령이 50세 이상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현 기관에서의 근

무기간이 5년 이상일수록, 임종간호 제공 횟수가 10회 이상일수록, 임

종간호 교육을 받을수록, 교육시간이 49시간 이상일수록, 그리고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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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제의를 받은 시설간호사일수록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이 높았다. 

5) 접근적 수용과 임종간호태도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죽음공포나 회피는 임종간호태도와 부의 상관을 가진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노인요양시설간호사는 죽음을 행복한 사후로의 관문

으로 보는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나타냈으며, 연령과 종교가 죽음에 대

한 태도와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또한 임종간호 교육 유무와 교육시간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

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시설간호사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태도를 높이고, 죽음공포나 

회피는 줄이며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설에서 노인과 그 가족의 생의 말기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있

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죽

음(준비)교육프로그램이나 임종간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교육과정은 임종간호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포

함하도록 하고, 교육 시간은 태도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도이

어야 한다.   

2) 본 연구는 전국 시설 중 노인 입소 정원이 100인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만 연구하였으므로 10인 미만, 10인 이상~30인 미만 30인 이상~100

인 미만인 곳의 간호사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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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소규모에 따른 시설 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각 입

소규모의 비율에 따라 입소정원 별 시설을  포함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

다. 

3) 임종 노인과 그 가족에게 양질의 임종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

이 임종간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를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하고, 임종

간호에 대한 신규 또는 계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4) 시설간호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는 차

이가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사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요양보

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들도 임종간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설 내 타 직종을 모두 포함하여 직종간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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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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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알

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임종간호의 질

을 높이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임종간호란 죽음을 앞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간호를 말하며, 제공 시점은 죽기 전 6개월

에서부터 임종과 사후 1개월까지의 사별가족간호를 포함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여러분이 주신 응답은 모두 숫

자로 바뀌어 컴퓨터로 처리되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빠짐없이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연 구 자: 김 향 (연락처:            ) 

지도교수: 윤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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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대상자 확인번호

연구의 제목: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죽음

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자료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입소정원이 

100인 이상인 162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

정하신 분에 한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며 이외 다른 불편감이나 위

험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된 문의는          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하셔도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일체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데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           날짜: 2012년  ___월  ___일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자: 김 향

소   속: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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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O표 해주십시오. 

1.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끔찍한 

경험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 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 불안이 

생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3.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4. 나는 죽은 후 천국(내세)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5. 죽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6.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7. 죽음은 궁극적인 만족의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8. 죽음은 이 괴로운 세상으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9.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0.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1. 나는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2. 나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라고 믿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3. 죽음은 신과의 결합이며 영원한 

기쁨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4. 죽음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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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6. 나는 죽음에 대하여 강한 공포를 

느낀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7. 나는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하기를 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8. 죽음 후의 삶이라는 주제는 나를 

몹시 괴롭힌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19.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0. 나는 죽은 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1. 나는 죽음이 세속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2.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3. 나는 죽음이 영원하고 축복받은 

곳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4. 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와 

무관하려고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5. 죽음은 영혼의 탈출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6.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사후세계(내세)에 대한 

믿음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7. 나는 죽음을 이 생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8.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29.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불확실하여 걱정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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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임종간호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어떻게 느끼

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O표 해주십시오 (*문항에서 죽어가는 사람(환자)

란 말기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인 노인을 말한다)

1. 죽음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 죽어가는 환자와 임박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편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3. 환자의 가족을 위한 간호는 애도기간에도 

쭉 이어져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4. 나는 죽어가는 환자를 간호하도록 

배정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5. 간호사는 죽어가는 환자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6. 죽어가는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시간들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7. 내가 돌보고 있는 죽어가는 환자가 

희망을 포기한다면 화가 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8. 죽어가는 환자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9. “간호사님, 내가 죽어가고 있나요?”라고 

환자가 물을 때, 다른 밝은 주제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0. 죽어가는 환자의 신체적 간호에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1. 돌보던 환자가 내가 없을 때 사망하기를 

바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2. 나는 죽어가는 환자와 친해지는 것이 

두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3. 환자가 사망하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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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죽어가는 환자의 행동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5. 가족들은 환자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최고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6. 죽어가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신체적 간호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7. 가족들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가능한 

한 정상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8. 죽어가는 환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19. 죽어가는 환자를 위한 간호에는 

가족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0. 간호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면회시간을 융통성 있게 허락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1. 죽어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책임있는 

의사결정자가 되어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2. 죽어가는 환자에게 진통제에 대한 

중독은 별 문제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3. 죽어가는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4. 죽음과 죽음 과정에 대해 가족을 

교육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25. 간호사는 환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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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 및 죽음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

다. 각 질문에 답하거나 √ 표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가 일하고 있는 현 시설의 설립주체는 누구입니까?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법인   ④ 개인   ⑤ 기타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5.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6. 귀하의 현재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다    ⑤ 전혀 건강하지 않다

7.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떠하십니까?

① 전문대 졸업    ② 4년제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8. 귀하의 병원 간호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년       개월

(병원간호사 경력이란 종합병원, 일반 병의원, 노인전문병원에서의 임상

경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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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총      년      개월

1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④ 간호과장 또는 팀장  ⑤ 간호부장 ⑥기타            

1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실제 입소정원은 몇 명입니까?            명

1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간호사 수는 몇 명입니까?             명

13. 귀하의 현재의 고용상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1) 시간제    (2) 계약직  3) 기타           

14. 귀하는 최근 1년 이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로 응답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부모  2) 부모  3) 형제  4) 배우자  5) 자녀  6) 친척  

7) 친구/지인  8) 기타_______ 

15. 귀하는 최근 1년 이내 임종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① 없다   ② 한번 이상(‘한번 이상’으로 응답하신 경우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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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는 임종(호스피스)간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16-1과 16-2로 가주세요)   ② 없다

     ☟
16-1. 교육 또는 훈련 시간은 얼마입니까? 총         시간

16-2. 다음 중 어떤 과정을 통해 받으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부수업 ② 대학원 수업 ③ 보수교육 

④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직무교육 

⑤ 호스피스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⑥ 기타                              

17. 임종 환자가 귀하에게 죽음에 대해 말해보자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8. 귀 기관에는 임종간호에 대한 표준 지침서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지침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십니까?

① 반드시 지킨다 ② 가끔씩 지킨다 ③ 거의 지키지 않는다 

④ 전혀 안 지킨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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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titudes toward Death and End-of-life Care among 

Nurses in Nursing Homes

Hyang Kim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n-Nyung Yun, PhD, R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investigating the attitudes 

toward death and end-of-life care among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1 nurses who 

were working in 81 nursing homes with a capacity of at least 100 

bed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work experiences, and experiences of death and 

end-of-life care. Attitudes toward death and end-of-life care 

were measured as dependent variables. Two instruments were 

used. The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 with each item 

on a 7-point scale, was used to examine the attitude to death.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was measured by the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 

with items on a 5-point scal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Based on a factor analysis, three factors were extrac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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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scales of the DAP-R. “Approach acceptance,” “fear or 

avoidance of death,” and “escape acceptance” had average scores 

of 4.19, 3.13, and 3.47, respectively. “Fear or avoidance of death” 

was a factor based on the subscales “fear of death” and “death 

avoidance.”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cores for “approach 

acceptanc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aged 50 and 

over than in the group of those in their 30s, and in the group 

with a religion than in the group without a religion. Among the 

work experiences, the score for “approach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working experience of at 

least 5 years in the current facility than the group with working 

experience of less than a year. “Approach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end-of-life care education 

than in the group without such education. Furthermore, it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over 49 hours or more of education than 

the groups without education, with 3-8 hours of education, and 

from 9-24 hours of education.  

“Fear or avoidance of deat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out a religion than in the group with a religion. It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3–8 hours of EOL care 

education than in the group with over 49 hours or more. In 

addition, “fear or avoidance of dea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who had been asked by a client 

to discuss death than the group that had not experienced this 

requesst.

The average “escape acceptanc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in their 20s and those aged 50 and over than 

in the group in their 30s. The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a religion than the group without a religion.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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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previous nursing careers of at least 25 years than the groups 

with less than a year, the groups with a year to less than 5 

years and from 10 years to less than 15 years. 

The average score of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was 

4.09. Scores of attitude towards end-of-life ca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in their 40s and in those aged 50 

and above than those in their 20s, in the group with a religion 

than the group without a religion, and in the group with education 

above a bachelor's degree than the group with associate degree. 

It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ho were middle 

managers and above than the acting nurse group and in the group 

with 5 years or more of nurse careers in the current facility than 

in the group with less than a year of experience. The scores for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at least 10 cases of EOL care in 

the previous year than the other groups, and in the group with 

EOL care education than the group without such education. In 

addition, it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49 hours or more of 

education than the group without education, with 1–2 hours of the 

education, and 3-8 hours of education. The score for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who had been asked by a client to discuss death than the group 

that had not been asked to do so. Even after controlling for age, 

religion, nursing careers in the current facility, and the number of 

cases for which the nurse had provided EOL care,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score of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 hours of the EOL care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 death and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subscale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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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In addition, “fear or avoidance of 

death”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To summarize these results, nurses in nursing facilitie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and they believed that 

death is a passage to a blissful afterlife. In addition, relig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death and end-of-life care. Furthermore, end-of-life care 

education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such education 

significantly affected attitudes towards death and end-of-life care.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death and attitudes towards end-of-life care.

Therefore, a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 for institutional 

nurs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approach 

acceptance” level, decrease the “fear or avoidance of death” 

level, and promote positive attitudes toward care for dying 

patients. 

  

Keywords : Attitudes to death, Attitude toward end-of-life care, 

Nursing homes’ nurses

Student Number : 201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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