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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인조력 전공자들을 위한 죽음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먼저 죽음 교육의 현황, 죽
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죽음교육의 내용들을 추출하여 
둘째,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3인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유사한 것들끼리 정리하고 분류하였
다. 셋째,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의 3개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 128명이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한 '죽
음 교육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근거이론적 접근의 개방 코딩 절차에 의해 정리하였다. 
넷째, 이렇게 정리된 내용과 두 번째 과정에서 정리된 교육과정 영역들과 합하여 통합․정리하였다. 다섯째, 정
리된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하여 대인조력 전공 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모형을 정립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죽음 
교육은 '인지', '정서', '실천 및 행동'을 주요소로 하며 교육의 각 측면은 전문적 실천‘으로 귀결되어진다. 마
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함께 죽음교육 및 죽음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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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해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세

상에 존재하는 큰 종교들은 그들의 교리에서 하나같이 생명의 소 함에 해 강조하고 있으

며 철학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인간의 삶에 해 탐구하고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삶과 생명의 의미란 특히나 말로 표 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할 것이다. 그러나 삶의 마지

막에 치해 있어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특별히 자신의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기가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이다. 

매일 매스컴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달되는 다양한 죽음을 우리는 한다. 한 지인들과 

친척들의 죽음 소식을 드물지 않게 우리는 한다. 이 게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지만,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혹은 나 자신의 죽음 

등 이 게 우리 자신과 가까이 있는 죽음에 해서는 몹시 낯설어한다. 부분의 사람들에

게 죽음이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피해지는 주제이다. 그러다보니 막상 자신과 직 으로 

연결된 상의 죽음에 직면했을 경우 매우 큰 심리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심각한 부 응의 시기를 오래 갖게 되기도 한다. 

죽음에 한 성찰의 부족은 각 개인이 겪게 되는 죽음에 따른 혼란이나 상처, 슬픔을 효과

으로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Lagorio, 1993). 인간의 과거의 삶에서 가능하

던, 죽음이 주는 의식(funeral rites)이 주는 교육  메시지를 의 우리들은 갖지 못한다. 죽음

을 삶의 마지막 과정이자 완성의 과정으로 여기고 그에 걸맞게 치러지던 장례 의식 기간과 그

동안의 함께 함을 통해 이루어지던 자연스러운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이 우리 곁에서 사라

진 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죽음교육을 오늘에 되살려 사람들로 하여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

와 고통, 부 응을 보다 효율 으로 겪어나가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러한 조력에 심리 인 돌 이 포함되어야 하는 교사, 상

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조력 직종의 사람들은 그들의 일 안에서 죽음의 문제, 

상실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인조력 직종의 종사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만나 고통과 어려

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효율 인 조력과 돌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이윤주, 

조계화, 이 지, 2005). 이들에 한 죽음 교육이 죽음과 련된 심리  조력과 돌 에 한 

이들의 문성을 갖추고 제고하는 것이 되려면, 이들을 한 죽음 교육과정이 이러한 목

에 부합하는 체계와 내용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해 체계 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정범

모, 1968)으로서 다른 유기체와는 달리 세 를 넘어가면서 더 발 되고 진보되는 존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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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가능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삶을 더욱 나은 것

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 죽음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  죽음

에 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죽음에 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의 인식과 태

도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요한 세 측면은 무엇을 달성하기 해(교육목 ) 무엇을(교육내용) 

어떤 방법으로(교육방법) 행하는가와 련된다고 할 때(이성진,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교

육의 세 측면  교육 목 과 교육 내용, 즉 죽음 교육 과정에 을 둔다. 본고에서는 먼

, 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죽음교육의 목 과 내용에 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

음으로는 인조력 공 학생들과 학원생들이 응답한, 직업 장에서 문가로서 효율

으로 기능하기 해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상기 두 차를 통해 정

리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죽음 교육 모형을 정립해 보고자 하 다. 이러한 검토와 정리는 

이후 본격 으로 죽음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 요한 지침이자 참고

자료로서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탐색은 잠정 으로 모형을 세워

보는 시안 인 성격의 작업으로, 이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

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 교육의 모형은 죽음과 련된 장에서 사람들을 깊이 

만나고 도와야 하는 인 조력 직업의 종사자들을 한 죽음 교육 로그램의 개발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어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의 황과 목 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와 인조력 공자들의 

요구를 심으로 죽음교육의 모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죽음교육의 황과 목 으로 무엇을 제시

하고 있는가? 둘째,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죽음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인조력 공 

학생과 학원생들은 문 인 직무수행을 해 필요한 죽음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인식

하는가? 넷째, 선행연구와 교육수혜자들의 요구를 종합한 죽음교육모형의 주요 역과 내용

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의 질  연구를 기본 인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죽음교육내용에 

한 인조력 공 학생들과 학원생들의 요구를 반 하기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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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D시 소재 4년제 종합 학에서 인조력 공으로 단되는 사범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학부의 3-4학년 학생 97명과 상담 공 학원생, 사회복지 공 

학원생 31명(총 128명)의 응답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이를 해 먼  공 수업을 담당하

는 교수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14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

며 이  13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요청 사항에 한 응답으로 부 하다고 단되는 2

부를 제외한 128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반부는 죽음 교육에 련된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살펴 죽음교육의 황, 목

과 내용을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가 심을 이룬다. 후반부는 인조력 공 학생들이 

자유기술한 죽음교육설문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한 교육내용과 통합하

여 교육 모형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심을 이룬다. 연구 과정에 따라 부분별로 상이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 으나 체 으로 질  연구방법에 해당된다.

죽음교육내용의 추출에 사용된 문헌자료는 총 22개로 구성되었다(Becker, 2004; Deeken, 

1999, 1992; Dickinson, Sumner, & Frederick, 1992; Durlak, 1994; Grollman, 1990; Kim, 

2002; Knott, 1979; Lagorio, 1993; Lester, 1991; Leviton, 1977; Morgan, 1988; Schaefld, D. & 

Kappleman, 1992, 1992; Wass, 2003; Wass & Neimeyer, 1992; 히구치 가츠히코, 1995; 김

동, 2005; 김옥라, 1994; 안황란, 1999; 이이정, 2004; 정경숙. 1998). 검토한 자료  교육 과

정과 로그램 개발의 차나 로그램의 이론  근거, 출처가 밝 져 있지 않은 것들은 제

외되었다. 교육 내용 추출 작업은 먼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것들끼리의 

통합작업은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각기 독립 으로 한 다음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방ㅅ힉으

로 진행되었다.

인조력 공 학생들이 개방형으로 기술한 설문 자료의 분석 차는 질 분석방법에서 가

장 리 사용되는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 근의 첫 단계 작업인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차를 따라 진행하 다. 첫째, 학생  학원생들에게 졸업 후 직업 장에서 죽

음과 련하여 문 인 인 조력을 하기 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교육 내용에 해 자

유롭게 기술해 주도록 부탁하 다. 둘째, 근거이론  근의 개방 코딩의 첫 작업인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 다. 이 작업은 본 연구자와 상담 공 박사과정 학생 1명이 설문지 내용을 읽

고 각자 독립 으로, 교육 내용을 몇 개의 낱말로 구성된 구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 바꾸어 수

정할 부분을 찾아내어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개방코딩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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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 ‘범주화’는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네 단계는 ‘합의에 의한 통합’, ‘선행연구와 문헌자

료에서 추출한 교육 내용들과 합하여 합의에 의한 재통합’, ‘의미상 련 있는 교육 내용들을 

묶어 범주화하여 명명’, ‘의미상 유사한 범주들끼리 묶어 더 상 의 범주로 명명’으로 구성된

다. 각 범주의 이름은 본 연구자에 의해 명명된 다음 간호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죽음 교육

을 연구하고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2인을 상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Ⅲ. 죽음 교육의 현황과 목적

죽음교육이란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과 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죽음과 련된 주제에 한 지식, 태도, 기술이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Warren, 1989). 죽

음교육은 죽음학을 이론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를 다룬다는 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Durlak, 199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죽음교육을, ‘죽음과 죽어감, 사별과 련된 모든 측면의 계획 이고 유목 인 

교육으로서 죽음과 련된 지식, 태도, 기술 등의  역에서의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것으

로  발달단계의 학습자를 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격 인 죽음 교육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 이 소크라테스나 

라톤 등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에 한 사유를 계속해 왔으나 이후 철학  탐구의 상

에서 형이상학을 배제하는 방향의 발 이 이루어지면서 죽음은 철학  사유의 심 상에서 

제외되었다. 죽음 교육에 한 선구  논의는 실존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19세기 실존철학

과 실존주의의 등장과 2차 세계 을 후한 암울했던 시  상황은 삶의 의미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를 부각시켜 놓았다(김 동, 2005; 이이정, 2004).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을 올

바로 이해하고 죽음이 우리의 삶에 해 갖는 의미를 내면화하라고 구하 는데(강선보, 

2003) 실존주의 철학의 죽음과 삶의 연결은 “삶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죽음 교

육의 목 을 선구 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0세기 반, Feifel, Kubler-Ross와 같은 선구자들이 죽음에 한 왕성한 활동을 해 오게 

된 이후, 행동과학자, 의사, 인본주의자들의 연구들은 의 죽음인식운동(death awareness 

movement)으로 발 되었다(Pine, 1977). 이러한 발 들이 축 되면서 50년 부터 1960년  

반에, 죽음교육 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듬기 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창기 죽음학

과 비교해 보면, 죽음에 한 교육은 학생들, 보건 공무원, 등  등학교 학생들, 건강 

분야의 문가들, 사별  애도 상담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삼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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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하 다.  학기 과정, 공립학교 학생들을 한 교육 학 , 문가를 한 단기 워크  

등과 같이 범 한 로그램이 개설되었다(Wass, 2004). 

다음으로 죽음과 하게 련된 주요 인조력 분야별로 죽음교육의 황을 살펴보겠다. 

상담 역의 죽음 교육은 사별  애도 상담이 하나의 문 인 역으로 발 함에 따라 상

담 공 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문 학회, 병원 혹은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다양한 

워크 , 단기교육 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졌다. 부분의 기 과 단체에서는 상담사들을 상

으로 한 죽음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거나 교육이수증명서를 발 하고 

있다(Wolfe, 2003)는 이 상담 역의 죽음 교육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학  간호학 분야의 경우, 미국의 거의 모든 의학, 간호학, 약학 그리로 사회

복지 학에서 죽음과 죽어감에 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  부분은 기본 인 교육과정 속

에 포함되었다(Dickinson, Sumner, & Frederick, 1992; Dickinson & Mermann, 1996). 그러나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죽음학 교과목이 기본이수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아직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계획에 한 질문에 해 50%의 의학학교와 간호학교의 경우 죽음교

육을 시행하거나 확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 다(Dickinson & Mermann, 1996). 캐나다와 

국의 간호 학과 의 교수들에 한 조사(Downe, W & Tamlyn,, 1997) 역시 미국에서의 

실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다. 

죽음 교육이 가장 속하게 발 하는 분야는 호스피스 역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미국 

호스피스와 완화간호학회(American Academ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는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의 훈련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은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의 진단과 

치료, 정신분석학  근의  통증의 완화, 윤리  법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술, 

HIV/AIDS 환자와 소아과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완화  근방법 등을 포함하는 8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1998년 미국의학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20개의 모듈로 구

성된 “임종환자에 한 의사들의 교육” 로그램(EPEC)을 개발하 는데 이 로그램의 모듈

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구체 으로 용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  후반에 덕성여 에서 정규교과로 개설하여 운 되다가 폐지된 이

후 1979년 서강 학교와 1990년  덕성여  평생교육원 등을 심으로 죽음 교육 강좌가 개

설되어 운 되었으나 재까지 지속 으로 운 되는 강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1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발족되어 지 까지 공개강좌 운 , 세미나  워크샵 

개최, 회지 발간, 강연집 등 자료 출 , 소집단 비탄  애도 상담, 호스피스 교육과 사 등

의 활동을 지속 으로 해 오며 죽음 교육 기 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불교 기 의 조직인 ‘수선회’는 임종교육이라는 특수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

에게 죽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 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죽음 교육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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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발  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죽음 교육이 노인 교육의 일환으로 혹은 호스

피스 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죽음과 련하여 다수의 일반인들을 조력하게 될 

인조력 공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육에 해서는 거의 언  자체가 없다시피 한 

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죽음교육의 목 에 해서 살펴보면 먼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주로 제공되는 

죽음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목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문화교육’으로서, ‘죽

음은 실이고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화 교육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Feifel, 1977)’는 것이 기본 제가 된다. 둘째, ‘자살  폭력 방’은 아동  청소년의 자살

과 자살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에서 강조되는 목 이다(Wenckstern & Leenaars, 1993). 

셋째 ‘해독제’로서의 목 은 ‘죽음교육이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하여  오락 매체의 폭력 

죽음의 실을 극복하기 해 처하도록 도와  수도 있다(King & Hayslip, 2001; Wass, 

2003)’는 에 주목한다.  매체를 통한 교육, 실제 범죄 통계 자료를 이용한 교육, ‘자연

으로 죽어가는 것’에 한 토론 등을 통해 죽음에 한 지나친 미화나 지나친 평범화와 

같은 죽음에 한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할 수도 있다. 국에서 죽음교육은 첫째, 죽음의 필

연성에 한 인식, 둘째, 자신의 죽음과 유의미 타자의 죽음에 한 감정 다루기, 셋째, 의학, 

장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필요한 정보 습득, 넷째, 사회 , 윤리  이슈들에 한 자신의 

가치  명료화 등을 목 으로 한다(Valerie, 1998). Schonfeld와 Kappleman(1990)은 죽음 교

육의 성과로 첫째,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공포의 극복, 둘째, 상황이 발생할 때 죽음에 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의 제공, 셋째, 죽음에 한 사실  논의와 사후세계에 한 이야기에 

앞서 사별에 얽힌 감정을 다룸, 넷째, 궁극 인 물음들에 한 논의를 통해 아동들로 하여  

인 발달과 문화 인 이해의 기회  정신 인 자극과 도 의 제공 등을 제시하 다. 

죽음교육의 기 단계에는 그 목 이 죽어가는 환자를 보다 인간 으로 돌보고자 하는 데 

있었으나 재에 와서는 그 목 이 삶의 이해를 확장하여 삶과 죽음이 서로 련되어 있음

을 인식하도록 하고 삶과 죽음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이슈들을 이

해하도록 하는 것으로까지 넓어졌다(Warren, 1989).  다른 연구(Knott, 1979)에서는 죽음교

육의 목 을 첫째, 정보제공(죽음  죽음교육에 한 연구 결과와 임상  찰을 통한 지식 

포함), 둘째, 개인  가치에 한 이해 증진(사후 세계에 한 믿음 혹은 죽음 자체의 의미와 

같은 이슈 포함), 셋째, 죽음 련 처 행동 증진(스트 스 상황, 죽음과 임종, 비탄, 돌 의 

계를 둘러싼 요구 등과 함께 효율 으로 기능하는 능력 포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

다. 이와 유사하게 Corr의 연구(1978, 1984, 1992)에서도 세 가지의 죽음교육의 목 을 제시

하고 있는데, 첫째, 학습자의 개인  삶을 풍요롭게 함, 둘째, 정보 제공, 셋째, 시민, 문가, 

개인으로서 죽음 련 역할을 비시킴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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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육 내용 해당연구
편수

합계
(평균)

인
지

죽음의 이해: 생물학, 사회문화, 종교, 철학, 의학, 법률적 이해 22

108
(12.0)

죽음의 정의와 판정 13
세계 각국의 장의 풍습 5
죽음 관련 산업/시스템의 이해와 평가 5
죽음 관련 이슈들(법률/의학/윤리적 이슈들: 유언 작성과 유족, 신체 
기증과 장기이식, 인공적 생명 연장 장치, 소극적․적극적 안락사 등) 14
비탄 반응 과정과 극복 과정(비탄의 역동성, 사별 가족의 심리 및 극
복과정 이해, 발달단계별 이해) 15
개인적인 죽음 개념 및 철학 정립(삶과 죽음의 관계, 죽음과 임종에 
대한 태도 정립) 20
죽어가는 사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이해 7
사후의 삶 7

정
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정과 수용 11
56

(11.2)
죽음 불안. 공포 다루기 20
삶에 대한 능동적, 긍정적 태도 형성(죽음준비로서의 삶) 9
전쟁과 대량학살의 심리학 5
개인적 상실 및 사별 경험 정리 11

실
천
 
및
행
동

임종자에 대한 돌봄과 조력(의사소통 기술 포함) 11

70
(7.8)

말기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 결정권 8
사별과 비탄에 대한 조력과 돌봄 10
개인적 상실 및 사별에의 대처 9
자살 사고의 이해와 조력 및 상담(자살예방 방법 포함) 10
전문인 혹은 인간으로서의 의사와 의료 활동에 대한 이해 5
장례의식의 역할과 자신의 장례절차 준비 8
보험, 유언 등 사후의 법적, 실제적 대처 4
죽음 관련 시장 소비자 교육 5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죽음 교육 내용

Ⅳ. 선행연구에 제시된 죽음교육 내용

선행연구들에서 죽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로 제시한 것을 추출하여 구체성의 정도

를 비슷하게 조정하고 유사한 내용들은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 정리하 다. 각 선행

연구에서 최소 5개에서 최다 40개의 교육 내용이 추출되어 평균 약 25개 정도 다. 내용들

은 통합되어 최종 으로 23개의 교육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정리된 

죽음교육 내용을 인지, 정의, 실천  행동 측면으로 구분하여 <표 1>로 제시하 다. 두 

역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은 순서상 더 아래의 역으로 포함시켰다. 

<표 1>에 따르면 인지  역에 9, 정의  역 5, 실천  행동 역에 9개의 교육 내용

이 포함되었다. 인지  역의 9개의 교육 내용  ‘죽음의 이해’에 해서는 분석 상이 된 

모든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인 인 죽음 개념  철학 정립’ 역시 22개  20개의 연

구에서 추출되어 부분의 연구에서 교육내용으로 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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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육 내용 반응수 합계(평균)

인
지

죽음의 정의 13

163
(16.3)

죽음의 과정, 영향 이해 24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 20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18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11
죽음에 대한 종교적, 영적 이해 18
임종자 심리 이해 20
사별자 심리 이해 20
삶과 죽음의 관계속에서 삶의 중요성 조명하는 철학 17
사후세계 2

정
의

죽음 공포, 불안 3
53

(8.8)
죽음의 미학 10
죽음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적극적 삶) 12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 7
죽음의 긍정적 수용 14
영성 7

실
천
 
및
행
동

자신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 준비 9

222
(18.5)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15
임종자 상담 및 조력 원리와 방법 51
사별자 상담 및 조력 원리와 방법 47
임종자, 사별자들을 위한 현명한 대처 방법 24
임종자, 가족의 권리 4
의료 및 간호, 호스피스 15
죽은 이에 대한 예의 2
장례시 임종자 주위 사람들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 7
죽음 형태별 상장예식과 절차(시신처리와 장례절차) 29
사후 대처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 10
보험, 유언 등 법적 대처 방법 9

<표 2> 인조력 공 학생들이 제시한 죽음 교육 내용

서는 ‘죽음불안  공포 다루기’가 역시 20편에서 나타났다. 실천  행동 역에서는 가장 

많은 편수를 기록한 교육내용이 11개로 나타난 ‘임종자에 한 돌 과 조력’으로서 9개의 교

육내용이 분석 상 연구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V. 대인조력 전공자들의 죽음교육 요구분석

다음으로 인조력 공 학생  학원생들에 의해 보고된 죽음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을 <표 2>로 제시하 다. 응답자마다 1개에서 5개 정도의 교육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으

며 최종 정리 결과 인지  역에 10, 정의  역 6, 실천  행동 역에 12개의 교육 내

용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과 비교할 때 인지, 정의, 실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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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에서 더 많은 개수의 교육내용으로 정리되었다. 

교육내용별로 나타난 응답 수를 역별로 평균을 산출해 보았을 때, 인 조력 공자들

의 죽음 교육 요구는 인지  역과 실천  행동 역에 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  역에 해서는 교육내용당 평균 16명 가량의 응답수가 나타났으며 실천  행동 

역에서는 평균 19명 가량의 응답수가 나타난 것에 비해 정의  역에서는 평균 9명 정도

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학생들의 기술에서 추출한 교육내용은 인지  역 10개의 교육 내용  ‘죽음의 과

정과 향 이해’에 해서 가장 많은 반응(N=24)이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교육내용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임종자와 사별자의 심리 이해’에 해서도 비교

 많은 학생들이 교육 요구를 밝혔다(각각 N=20). 정의  역에서는 ‘죽음의 정  수용’

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명). 실천  행동 

역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수를 기록한 교육내용은 51명으로 나타난 ‘임종자 상담  조력 원

리와 방법’이었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사별자 상담  조력 원

리와 방법’ 역시 47명에 의해 지 되어 비교  높은 교육 요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Ⅵ. 죽음 교육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죽음교육내용과 인조력 공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

한 죽음 교육내용에 토 를 두어 죽음 교육 모형을 수립하 다. 먼  선행연구에 따른 교육 

내용과 인 조력 공 학생들에 따른 교육 내용을 합하여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차에 따

라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3>으로 제시되었다. 

축은 교육 내용  목표를 분류함에 있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인지, 정의, 행동의 세 측

면을 채택하 다. 각 축 안에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인지  측면’에는 

죽음 자체에 한 이해와 련된 ‘죽음 이해’와 죽음을 둘러싼 인 , 물  환경에 한 이해

를 의미하는 ‘환경 이해’의 두 범주가 생성되었다. ‘정의  측면’에는 죽음을 둘러싼 정서  

문제를 다루는 ‘정서 작업’과 죽음에 한 태도 부분을 검하고 바람직하게 바로잡아가는 

‘태도 정립’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천  행동 측면’에서는 ‘임종자 조력’, 

‘사별자 조력’, ‘자살 방’의 세 범주로 교육 내용을 분류하 다. 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축 안에서 보다 다음 축과 가까이 있는 범주는 멀리 있는 범주보다 다음 축과 더 많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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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범주 죽음교육 내용

인지적 
측면

죽음의 이해
1. 죽음의 정의와 판정
2. 죽음의 생물학, 의학, 사회문화, 철학, 심리학, 종교적 이해
3. 다양한 상장 문화 

환경 이해

4. 관련 이슈들: 유언 작성과 유족, 신체 기증과 장기 이식, 인공적 생명 
연장 장치, 소극적․적극적 안락사 등

5. 비탄 반응 과정과 극복 과정: 비탄의 역동성, 사별 가족의 심리 및 극
복과정 이해, 발달단계별 이해

6. 죽어가는 사람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이해
7. 전쟁과 대량학살의 심리학
8. 개인적인 죽음 개념 및 철학 정립

정의적 
측면

태도 정립 9. 자신의 죽음에 대한 수용
10. 죽음과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 정립

정서 작업 11. 죽음 불안. 공포 다루기, 극복하기
12. 개인적 상실, 사별 경험 정리

실천 
및 

행동 
측면

임종자 조력 13. 임종자에 대한 돌봄과 조력
14. 말기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 결정권

사별자 조력
15. 사별과 비탄에 대한 돌봄과 조력
16. 개인적 상실 및 사별에의 대처
17. 장례의식의 역할과 장례절차 설계 
18. 보험, 유언 등 사후 법적, 실제적 대처

자살 예방 19. 자살 이해와 예방

<표 3> 통합된 죽음교육 내용

되어 있다. 를 들어 ‘정서 작업’에 속하는 두 내용  두 번째 것인 ‘개인  상실 경험 정

리’는 ‘실천  측면’과 보다 더 가까운 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를 토 로 인조력 공자들을 한 죽음 교육 모형을 정립하여 [그림 1]

로 제시하 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죽음교육 모형은 기본 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축을 기본 요소로 한다. 인조력 공 학생 혹은 학원생들을 상으로 하는 죽음 교육 

과정이므로 인지 인 측면이 양 인 측면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교육의 목표는 인조력 공자들이 문직을 효율 으로 실천하는 데 맞춰지게 되므

로 ‘인지’, ‘정서’ 측면은 모두 ‘행동’을 목표 으로 한다. 

죽음교육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죽음교육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인 ‘인지’  측면에 속하는 교육내용들  죽음 이해에 해당되는 ‘죽음의 정의와 

정’, ‘죽음의 생물학, 의학, 사회문화, 철학, 심리학, 종교  이해’, ‘다양한 상장 문화’는 죽

음교육의 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의 반부에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이

해’ 부분은 ‘인지’  측면에 속하기는 하나 ‘정서’  측면의 ‘태도’ 교육과 보다 연결되는 부

분으로서 정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한 서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정의’  측면의 ‘정서 

작업’ 범주는 죽음 경험과 련된 상자들에게 심리  조력을 제공하는 표  직업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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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조력 공자를 한 죽음교육 모형

상담자들의 경우 보 상담자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  하나인 죽음에 한 개인  두려움

이 큰 경우 한 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Kirchberg, Neimeyer, & James, 

1998)는 에서 볼 때 인 조력 공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서 요한 의의를 지닌다. ‘태도 

정립’ 범주에 속하는 ‘자신의 죽음에 한 수용’, ‘죽음과 삶의 계 속에서 삶의 태도 정립’ 

교육은 인지  측면의 죽음 교육과 연결되면서 정의  측면과 통합되는 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니면서 한 인조력 공자로서 문  서비스를 해 나갈 때 심을 잡아주는 개인  

원칙, 철학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조력 공 학생들을 한 죽음교육에서 가장 

요한 축에 해당되는 ‘실천  행동’ 측면의 교육은 죽어가는 사람에 한 한 돌 과 

다각 인 조력 방법을 배우고 말기 환자의 자신의 상태에 한 알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의

료  돌 의 형태와 차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실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는 

‘임종자 조력’ 범주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할/한 사람들을 의학 , 심리 , 실제 으로 

히 돕고 돌보는 다각 인 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포함하여 각 개인이 겪는 다양한 상실에 

해 처할 수 있도록 자조 기술을 배우는 ‘사별자 조력’ 범주, 자살  자살 재발을 방지하

기 한 ‘자살 방’ 범주를 포함하는 데 ‘실천  행동’ 측면의 교육은 곧바로 졸업 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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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측면의 교육

은 모두 졸업 후의 문  실천에 향을 주게 된다( 선 화살표로 표시). 

Ⅶ.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의 모형의 탐색  정립을 목 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인조력 공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조사한 다음 이를 토 로 하여 죽음교육에 포함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교육 내용들을 근거이론  근에 따라 정리하여 죽음교육모

형이란 이름으로 제시하 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에의 제언을 제시해 보겠다. 먼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

겠다. 

먼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 한하여 볼 때 죽음 교육을 모형화한 보기 드문 연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동 혹은 노인을 상으로 한 죽음 비교육 로

그램을 제안 혹은 소개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상의 죽음 비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죽음 

태도, 죽음 불안 등 죽음과 련된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교육 모형을 정립하고 모형에 따라 교육 로그램을 설계

하는 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체계 이고 효율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 

교육 모형을 수립하는 차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의의가 작

지 않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모형 정립을 해서, 이론  근거가 미흡하면서 직 이고 개

인  수 에서 죽음 교육 내용을 제시한 연구들을 제외하고서는 죽음 교육과 련된 국내․

외의 선행연구 부분이 조사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을 두고 있는 죽음 교육의 상

이자 주체가 될 인조력 공 학생들과 장에서 련 직무를 수행 인 학원생들의 요

구가 반 되었다. 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교육내용과 인조력 공 학생들에 의해 응답

된 교육 내용의 정리와 통합 차가 근거이론  근방식에 따라 합한 과정을 거쳐 이루

어졌다. 이러한 들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로 정립된 교육 모형의 타당성이 상당부분 담

보된다 하겠다. 이러한  역시 본 연구의 의미로 지 될 수 있겠다. 

셋째, 죽음교육은 죽음 자체의 특성상, 한 교육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다학제 인 성격

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검토한 선행연구물의 상 역과 인 

조력 공 역에서 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성을 도모하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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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교육 본래 인 특성을 잘 반 한 교육 모형을 정립할 수 있는 기 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역시 본 연구 결과로서 정립된 교육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추후 연구에의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죽음 교육의 다학제 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복

지학 등 다양한 인조력 공 역을 포 한 에서 가치가 남다르다고 평가함직하다. 그

러나 죽음과 련된 인 조력 직종이라 할 수 있는 공 역  신학  종교학 역이 

포함되지 못한 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문 

역을 다학제 으로 연결하여 죽음교육의 본래 인 성격을 더욱 잘 실 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 모형의 정립에 있어서 국내에서 재 이루어지고 있는 죽

음교육 로그램의 내용들을 모두 반 하지 못하 다. 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로그램

이 검색 과정에서 입수되기 어려웠으며 입수된 로그램의 경우에도 과학 인 차에 의해 

확립된 지식  토 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 반 하기 어려웠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인 

조력 공 학생들과 장 실무자들의 교육 요구를 반 하여 교육 모형을 정립하는 것과 같

은 우리 문화가 반 된 죽음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기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죽음교육 모형 정립을 목 으로 한 연구로서 이 모형에 기반하여 인조

력 공의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교수 요목과 수업지도안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죽음 

교육이 실행되고 실행한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 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본 교육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 한다. 이를 해서는 

교육 상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듈식 교육과정 개발

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죽음에 한 연구들과 그 결과 축 될 수 있는 이론

과 지식이 무나 부족하다는 에 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죽음교

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죽음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해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죽음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에 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죽음교육이 다양한 인조력 공 역의 학

생들과 실무자 등 보다 다양한 상들에게 리 제공되려면, 공식 인 교육과정으로 포함되

어 공 혹은 교양 과정으로 개설되거나 재교육 혹은 단기워크 으로 많은 실무자들에게 제

공되는 학  외 교육과정, 기존의 교육과정 안에 하나의 단원이나 몇 차시 수업 정도로 편

입되어 교육되는 것 등 보다 다양한 형식과 수 으로 범 한 장면에서 제공되려면 모듈화 

된 교수학습 로그램과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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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육과정과 로그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역의 풍부

한 자료가 축 되어야 한다. 특별히 사별  애도 상담을 통해 많은 자료들이 얻어지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와 연구 분야에서 답이 풍성하게 얻어지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되는 질문들로는 어떤 상황들에 어떤 조력 방법과 기술들이 당한가? 개인들을 

심리 으로 조력하기 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가? 사별과 비탄을 경험하는 사람

들에게 있어 성공 인 극복과 응에 있어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사별  애

도 상담 역에서 지 까지 어떤 연구 결과와 진단  평가 도구가 있는가? 등이 될 수 있

다. 이외에도 죽음, 사별과 비탄 등과 련되는 다양한 역에서의 실제와 연구를 통한 지식

들이 축 되고 히 통합되어 이러한 자료들이 죽음교육 로그램 개발의 자료가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련된 여정은 아직도 멀고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죽음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측정도구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죽음불안검사(death 

anxiety scale)인데(Gullinan, 1990; Robbins, 1994; Wong, Reker, & Gessel, 1994) 죽음교육의 

내용에서 죽음불안과 련되는 부분은 체 교육내용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에서 죽

음교육의 체 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다양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용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먼  죽음교육의 효과에 한 질

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질 인 분석을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  연구를 한 

새로운 분석방법들이 등장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으므로(Neimeyer, 1998) 죽음교육의 발 을 

해 질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 질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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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on of death education model for 

high-touch major students 

2)Lee, Yoon Joo*․Jo, Ge-Hwa․Lee, Hyu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ploration and identification of elements for death 

education. For this goal,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s of death education were reviewed, and 

contents of death education from previous studies and 128 high touch major student's reports 

were coded. Axes found out of previous studies and students' reports were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practice', each axis was consist of 2 to 3 categories, 4 to 8 contents. 

death education model for high-touch major students was these established on comprehensive 

education contents, the core of model was 'behavior/practi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program and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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