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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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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ccepting death i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study of death.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acceptance of death in elderly peopl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56 elderly people conveniently selected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the month of September, 2013.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Elders showed moderate levels in their acceptance of death, ego-integrity, family function, readiness for death.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cceptance of death and readiness for death.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f death were readiness for death (β=.33, p<.001), having received education on death (β=-.27, p<.001) and living
with their spouse (β=.19, p=.009). These variables explained 22.8% of acceptance of death.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for elders, readiness for death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acceptance of death.
Therefore, assessment of readiness for death could be used as an evidence base for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programs on death preparedness including psychological, physical and post-death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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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들에게 노년기의 죽음의 의미는 지금까지 지나온 다른 어떤
시기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력을 지니며, 자신의 죽음
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의
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2]. 그러므로 생의 마지막

인간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

단계에 머무르는 노인에게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

하면서 노인 및 죽음과 관련된 상황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죽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1] 부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다각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죽음이 더 가까운 노

죽음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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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미·이정섭

음수용이다. 죽음수용이란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적 인

미하게 보내기 보다는 죽음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노인이

식과 그 인식의 긍정적인 정서적 순응’[3]으로, 죽음에 수용적

죽음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환경과의 상호작

인 사람은 죽음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삶의 자

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정신적 ․ 물질

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4].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큰

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노인

죽음수용을 보이며[5],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끝이나 종결

의 삶의 질이나 노후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4]이 될

로 지각할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더 성숙한 조망을 지니고

것이다.

있다[6]. 또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수용하고 그 의미를 직시하

죽음수용은 죽음에 대한 태도의 다차원적인 개념에 포함된

도록 해준다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

다[14]. 죽음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배경에서 죽음 태도를 주

라, 닥쳐올 여러 가지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대처

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1,15,16]

할 수 있을 것이다[7]. 그러므로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수용은

와 의미 있는 죽음, 품위 있는 죽음[12,17-20] 등 죽음을 수용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죽음을 보다 인간답고 품위 있게 맞

하는 연구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죽음수용

이하겠다는 의지의 표출[8]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20대 대학생과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은 자아통합감이다[9]. 자

60대 남녀 대상의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의 관계[6], 20대 이상

아통합감은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바라던 대로 살았

의 한국인의 죽음수용과 종교[21], 대학생 청년 집단의 죽음공

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앞으

포와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18] 등이

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기다리는 태도[10]이다.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수용에 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룬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보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수용에 영

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인지적 측면의 죽음수용, 사회

죽음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수용하므로 죽음불안이 낮다[11].

심리학적 요인의 자아통합감,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나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과의 관

가족기능, 심리적 영적 요인으로 죽음준비도를 통해 다양한

계를 확인한 연구[1]는 있으나, 죽음수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노인에
게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의미의 죽음수용[3]과의 관계를

2. 연구목적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은 개인의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집단으로서 개인의 발달과 사회
의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에게 있어 가족기능은
정서 및 사회 발달이나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건강
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노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1]으로 영향력이 매
우 크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가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대가족체제로 가족의 의미가 매우 강한 민족이다. 죽음을 맞
이하는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지지는 품위 있는 죽음태도를 결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죽음수용과 자아통합감, 가족기능, 죽음준비도
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검
정한다.
 대상자의 죽음수용과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12]이다. 특히 노인이 죽음을 이해하
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고 필요한

연구방법

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죽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죽음준비도이다.

1. 연구설계

죽음준비란 죽음의 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점검이며, 의미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과
정[13]이다. 또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의
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이 확대된 기간 동안 남은 생을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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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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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점 척도의 도구[13]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서울시 노인정 7곳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듣고

구에서 9문항의 신뢰도가 .60으로 신뢰도가 저하되어 신뢰도를

말하기에 문제가 없고 일상활동이 가능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심리적 준비에 관한

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1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총 8문항의 도구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

G*Power 3.1.7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정도의

다. 재검사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위하여 29명의 대상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요인 수 15개로 최

자를 1주 간격으로 시험하여, 1차 검사 Cronbach’s ⍺는 .78이

소 표본 수 139명이 산정되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9월 01일부

었으며, 2차 검사 Cronbach’s ⍺는 .81이었다. 또한 도구 개발

터 9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설문지의 이해를 돕고, 가능하면 스

당시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스로 기록하게 하며, 이해가 어렵거나 문장해독능력과 시력저

는 .63이었다.

하 및 청력저하로 기재가 어려운 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면접
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60부가 수집되

4. 자료분석

었으며 미비한 4부를 제외한 156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3. 연구도구

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죽음수용과 자아통합

1) 죽음수용

감, 가족기능, 죽음준비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차원 죽음태도척도(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죽음수용과 자아통합

DAP-R)의 32문항[14]에서 죽음공포와 회피 차원을 제외하고

감, 가족기능, 죽음준비도에 대한 차이검정은 t-test, one-way

수정 ․ 보완하여 접근적 ․ 탈출적 ․ 중립적 수용의 총 14문항으

ANOVA로 분석하였다. 죽음수용과 자아통합감, 가족기능,

로 구성된 도구[22]를 사용하였다.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죽음준비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록 죽음수용이 긍정적임을 의미하고, 수정 ․ 보완한 연구[22]

분석하였고,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enter multiple

에서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는 .86이었다.

5.윤리적 고려
2) 자아통합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자아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본 연구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 의학연구지원센터 연구윤

위해 개발된 도구[11]로 4점 척도의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의 승인(IRB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No: HYI-13-034-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

당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

Cronbach’s ⍺는 .76이었다.

를 첨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
문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응답을 원하지 않을시 언

3) 가족기능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23]로 지지, 소외, 친밀도, 역

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할, 사회성, 권위, 갈등에 관한 5점 척도의 4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며,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는 .79였다.
4) 죽음준비도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비, 물리적 준비, 사후 준비에 관한 4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성이 64.7%, 연령은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42.3%로 가장 많았다. 현재 직업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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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73.7%,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무학 17.3%, 초등학교 졸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56)

23.1%, 중학교 졸업 22.4%, 고등학교 졸업 26.3%, 대학교 이상

Characteristics

Categories

은 10.9%로 나타났다. 생활 정도는 ‘보통 수준이다’가 62.8로

Gender

Male
Female

55 (35.3)
101 (64.7)

Age (year)

＜70
70~79
≥80

66 (42.3)
47 (30.1)
43 (27.6)

Occupation

Yes
No

Level of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7 (17.3)
36 (23.1)
35 (22.4)
41 (26.3)
17 (10.9)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Moderate
High

48 (30.8)
98 (62.8)
10 (6.4)

Living with spouse

Yes
No

87 (55.8)
69 (44.2)

Living with
offspring

Yes
No

82 (52.6)
74 (47.4)

Diseases

Yes
No

109 (69.9)
47 (30.1)

Education about
death

Yes
No

17 (10.9)
139 (89.1)

가장 많았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55.8%, 자녀
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52.6%였다. 현재 질병이 있는 경우는
69.9%였고,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는
89.1%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죽음수용과 자아통합감, 가족기능, 죽음
준비도
대상자의 죽음수용은 7점 만점에 4.57점으로 나타났다. 자
아통합감은 4점 만점에 2.74점, 가족기능은 5점 만점에 3.95점,
죽음준비도는 4점 만점에 2.65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변인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죽음수용은 성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통계적

n (%)

41 (26.3)
115 (73.7)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수용 정도가 높은 것(t=-2.20, p=.029)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죽음수용 정도가 높았다(t=-2.56, p =
.011). 죽음에 대한 교육의 유무에서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
은 적이 있는 경우에 죽음수용 정도가 높은 것(t=4.06, p=.000)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통합감은 질병이 없는 경우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보다 질

Table 2. Means of Research Variables for Participants (N=156)
Variables

M±SD

Range

Acceptance of death

4.57±1.47

1~7

Ego-integrity

2.74±0.51

1~4

Family function

3.95±0.71

1~5

Readiness for death

2.65±0.66

1~4

병이 없는 경우 자아통합감의 정도가 높은 것(t=-2.18, p=.031)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죽음준비도는 일반적인

5. 대상자의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4. 대상자의 죽음수용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여 진입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회귀분
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대상자의 죽음수용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

낸 성별, 배우자와 함께 주거, 죽음에 대한 교육 및 상관관계에

다(Table 4). 대상자의 죽음수용은 죽음준비도(r=.34, p<.001)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죽음준비도를 가능한 영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 배우자와 함께 주거, 죽음에

즉, 죽음준비도가 높을수록 죽음수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대한 교육은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공차한계

한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통합감과 가족기능(r=.31, p<.001)

가 .86~.99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도 1.00~1.16으로 기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값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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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erences in Acceptance of death, Ego-integrity, Family Function and Readiness for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6)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Acceptance of death
M±SD

F or t (p)

Ego-integrity
M±SD

F or t (p)

59.18±19.71 -2.20
66.67±20.60 (.029)

43.35±8.01
44.19±8.13

-0.62
(.537)

＜70
70~79
≥80

62.20±21.90 0.54
64.53±18.25 (.586)
66.30±20.95

43.23±6.77
44.04±9.11
44.74±8.91

Occupation

Yes
No

65.22±20.42 0.43
63.61±20.65 (.668)

42.46±6.71
44.40±8.05

Level of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Perceived
economic
status

Family function
M±SD

Readiness for death

F or t (p)

M±SD

F or t (p)

158.73±24.45 0.31
157.36±30.58 (.760)

20.40±4.95
21.65±5.42

-1.42
(.157)

0.46
(.629)

156.64±32.57 1.95
162.28±23.63 (.145)
160.98±25.89

21.80±4.69
20.11±4.80
21.51±6.44

1.52
(.221)

-1.47
(.144)

153.27±32.67 -1.09
159.47±26.83 (.279)

21.88±4.25
20.97±5.60

1.07
(.287)

65.78±16.77 0.61
67.94±18.81 (.655)
62.57±21.26
61.39±21.93
62.35±25.06

44.11±10.06 0.41
43.06±9.30 (.805)
43.00±7.32
44.76±6.89
45.06±6.61

159.56±26.45 0.62
157.83±31.54 (.650)
158.03±28.72
153.24±28.77
165.82±24.61

19.59±5.98
21.67±5.23
21.40±4.92
21.83±5.02
20.94±5.58

0.86
(.489)

Low
Moderate
High

63.13±20.52 0.35
63.96±20.00 (.706)
69.10±26.87

42.88±9.45
44.35±7.62
44.30±5.64

0.54
(.583)

156.94±26.06 0.11
158.57±29.35 (.901)
155.00±33.69

20.44±5.57
21.27±5.06
24.40±5.25

2.39
(.095)

Living with
spouse

Yes
No

60.34±21.09 -2.56
68.68±18.97 (.011)

43.56±7.50
44.30±8.85

-0.57
(.572)

156.08±28.82 -0.87
160.06±28.14 (.388)

21.03±5.00
21.43±5.63

-0.47
(.640)

Living with
offspring

Yes
No

64.51±21.15 0.31
63.50±19.97 (.760)

43.54±7.39
44.28±8.87

-0.57
(.567)

160.40±26.20 1.18
155.00±30.78 (.238)

21.94±5.35
20.41±5.11

1.83
(.070)

Diseases

Yes
No

65.29±19.79 1.17
61.11±22.14 (.244)

42.97±8.36
46.02±7.12

-2.18
(.031)

158.21±27.20 0.25
156.98±31.60 (.805)

20.95±5.46
21.81±4.83

-0.93
(.355)

Education
on death

Yes
No

82.24±17.05 4.58
61.81±19.86 (＜.001)

43.00±5.35
44.00±8.39

0.23
(.633)

152.12±29.94 -0.88
158.54±28.35 (.382)

22.94±4.97
21.00±5.29

1.44
(.153)

Table 4. Correlation among Participants' Acceptance of Death, Ego-integrity, Family Function and Readiness for Death
Variables

(N=156)

Death acceptance

Ego-integrity

Family function

r (p)

r (p)

r (p)

Ego-integrity

.13 (.110)

Family function

.01 (.978)

.31 (＜.001)

Readiness for death

.34 (＜.001)

.16 (.051)

.16 (.051)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Acceptance of Death
Variables

B

(Constant)

54.70

(N=156)
β

t

p

4.32

＜.001

Readiness for death

1.27

.33

4.66

＜.001

Gender (Male=1)

2.58

.06

0.86

.391

Living with spouse (Yes=1)

7.73

.19

2.65

.009

Education on death (No=1)

-17.51

-3.75

＜.001

-.27
2

2

R =.24, Adj. R =.23, F (p)=7.0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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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

사하다. 죽음수용은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경험되

다.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거

는 것[17]로 죽음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죽음준비교육 프

(β=.19, p=.009), 죽음에 대한 교육(β=-.27, p<.001), 죽음준

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노인들의 죽음수

비도(β=.33, p <.001)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용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준비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배우자와 함께 주

대상자의 자아통합감은 평균 2.74점이었다. 노인을 대상으

거하는 경우 순으로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

로 한 연구[10]의 2.68점 및 재가노인[1]의 2.84점과 비슷하며,

의 설명력은 22.8%였다.

독거노인 대상[28]의 3.19점보다는 낮고, 농촌 여성노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26]의 2.53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

의

[16]의 2.58점 보다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통합감
은 질병이 없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본 연구는 노인의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

로 나타나 질병이 없는 독거노인이 질병이 있는 독거노인보다

아통합감, 가족기능, 죽음준비도를 확인하고, 노인의 죽음수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28] 및 건강이 좋은 집단

용을 위한 방안으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이 건강이 나쁜 집단보다 자아통합감이 높았다는 연구[10]와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유사하다. 자아통합감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룬 노인의 심리적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죽음

대상자의 죽음수용 정도는 4.57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수용한다[11]. 또한 자기의 과거 및 현

나타내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6]의 4.35점에 비해

재의 인생을 바라던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가

조금 높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의 4.02점에 비해 많

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10]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높았다. 죽음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죽음을 변화 불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과 죽음수용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가능한 인생 사건들 중 하나로 생각하며 그것은 두려움의 대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

상도 환영 받을 대상도 아닌 단지 유한한 삶에서 최선을 다하

로 나타난 연구[1]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제한적이지만 차

려고 노력한다는 성숙한 조망[24]으로 죽음을 수용한다고 볼

이가 있었다. 죽음불안과 죽음수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수 있다.

아니고 공존하는 부분이 있기[14] 때문에 자아통합감의 결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수용에서 성별, 배우자와 함께 살

인 죽음불안과의 관계가 있다[1]는 선행연구는 확인하였지만,

고 있지 않은 경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죽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과 죽음수용 간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음수용에 긍정적이었다. 성별에서 여성이 66.67점으로 남성

나타나 자아통합감과 죽음수용 및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확인

59.18점에 비해 죽음수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자아통합감과 죽음수용 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집단에서 여성의 죽음수용 경향성이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반복적인 후속연구의

높은 반면 남성의 죽음 회피 경향성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결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인이 자아통합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18]과 유사하다. 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죽음에 대하여

삶의 만족을 높이고[16], 인생 전반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 연구결과[25]도 있어서 성별과 죽음

록 발달단계에 따른 자아통합감 개발 프로그램[14]이 고려되

수용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배우

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생의 회고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

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죽음

용[29] 할 필요가 있겠다.

수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3.95점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연

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죽음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

구[1]한 3.8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

[26]와 유사하다. 이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들보다 평균수

족기능 및 죽음수용과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명이 길어 배우자의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죽음을 자연

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죽음불안

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교

이 낮은 연구결과[1]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지만 차

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죽음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노인

이가 있었고, 죽음불안이 높은 노인일수록 가족과의 의사소통

계층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통한 지지는 죽음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품위 있는 죽음에 부정적인 인

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는 연구[27]와 유

식이 높은 연구[8]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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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면담에서 가족, 가정 등과 친

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죽음준비는 의미 있는 삶의 태

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개인에게 초월적인 의미를 준다[12]고

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13]이므로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

하여 연구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가족의 기능에 따라 죽음을

인들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을 제공하는 것

수용하고 불안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이 간호의 한 방향이 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죽음준비 교육 프

족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1차 집단[1]이다. 노인들이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가족기능에 대
한 재탐색 및 가족기능이 변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기능과

결

론

죽음수용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반복적
인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156명을 대상으로 죽음수용에

대상자의 죽음준비도는 2.65점으로 중노년기의 2.65점[13]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과 동일하고, 재가노인의 2.82점[16]보다는 낮았다. 죽음에 대

대상자들의 자아통합감, 가족기능, 죽음준비도 및 죽음수용

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장례유형, 수의,

은 보통 수준이었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죽음수용과

장지, 영정사진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죽음준비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죽음수용은 죽

있다. 즉 심리적 준비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차

음준비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배우자와 함께 주거

지하고 있으며, 죽음준비 교육 계획 시 물리적, 사후 준비의 구

하는 경우 순으로 죽음수용에 영향력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설

체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죽음준비는 자신

명력은 22.8%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죽음준비

의 삶에 대한 점검이며, 의미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과

도가 죽음수용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

정[13]으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에게

적인 심리적, 물리적, 사후 죽음준비를 위한 죽음준비 교육 프

적용한다면 죽음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죽음준비교육

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를 긍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도구 중 죽음준비도의 신뢰도

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27], 중 ․ 노년층 대상자들이 죽음

계수가 낮아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강한 설명

준비교육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문헌에서 무교

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25], 죽음불안을 효

보다 종교인이 죽음에 더 수용적[2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확인을 하지 못하여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인 영향을 미쳤다[30].

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

대상자의 죽음수용은 성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경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죽음준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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