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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직장과 함께 병행했던 대학원 과정이 이제 끝이라는 종점에 다다르게 되니 여러

기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만학도인 저를 위해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많

은 분들의 기도와 배려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논문의 과정에 여

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그 많은 과정에 저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였고 함께

눈물 흘리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선 자신감이 교만이 되어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고집을 피워도 어머니의 모습으

로 늘 배려해주시고 끝까지 믿고 이끌어 주신 임영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귀한 직책의 업무로 인해 바쁘신 상황에서도 논문의 진행 과정마다

오랜 경험과 논리로 방향을 제시해주시던 김기경 교수님과 얼굴도 모르는 제자를 위

해 기꺼이 많은 시간을 내 주시고 꼼꼼하게 논문의 리뷰와 코멘트를 아끼지 않으셨

던 경희대 장미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중 여러 수업을 통해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이끌어 내 주시기 위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안양희 교수님, 허혜경 교수님, 신윤희 교수님, 박소미 교수님,

김기연 교수님, 송희영 교수님, 최지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재숙 간호국장님, 따뜻한 배

려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대학원 과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셨던 양희라 부장

님, 김앵도 부장님, 윤병숙 부장님, 윤경숙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2년 반 동

안 대학원 과정을 힘들어 하지 않게 배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권미경

차장님과 27병동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도 어려운 설문

지 작성에 도움을 주신 연세 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모든 간

호사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힘든 대학원 과정을 늘 함께 하며 버팀목이 되어 주던 김선영, 곽윤실, 박세영, 전

인혜 선생님, 먼저 학위를 마치면서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준 문정화, 천인선 선생



님, 마지막까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후배 장은애, 백기영, 장혜영 선생님,

책을 물려 주시며 늘 믿고 응원해 주시던 김명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또한 잘 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시며 늘 격려해 주신 김문숙 차장님과 먼저 논

문을 마치고 격려와 조언을 주신 이승금 차장님, 문혜화 선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한 사랑과 기도로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응원해주시며 함께 기뻐해 주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합

니다. 늘 바쁜 며느리를 한결 같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어머님, 아버님과 바쁜

나를 대신해 가족을 챙겨주며 묵묵히 기도하며 믿어준 영원한 나의 사랑 남편 연정

택, 공부하는 엄마의 짜증도 다 받아주며 엄마 대신 동생을 보살펴준 나의 첫 사랑

연하늘, 항상 아끼지 않는 응원과 사랑을 부어준 나의 소중한 보물 연예찬에게 최고

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언니를 대신해 늘 기도하며 응원해 준 언니

같은 동생 김은하와 제부 이승우, 항상 든든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동생

김영호와 올케 허윤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면서 정말 온 성심을 다해 공부를 해 보

았으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진짜 공부를 해 본 경험이었기에 더 없이 소중하고 아름

다운 기억 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도움 주신 여러 분들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김은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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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일 대학 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W시

에 소재한 Y대학 병원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영성은 Howden(1992)의 영성 척도와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영성

척도를 수정 보완한‘영성 척도’(박현준, 2003)를 사용하였으며, 공감역량은 이영

진(20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임종간호태도는 Frommelt(1991)의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를 번안한 조

혜진과 김은심(2005)의‘임종간호태도’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ASW 24.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차이검정(two samples t-test),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사후분석(scheffe test), 상관관계분석 (pearson cor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영성의 평균 점수는 수직적 영성 94(±4.71)점, 수평적 영성

27.4(±4.44)점으로 통합 점수는 67.33(±8.13)점이다. 공감역량은

61.23 (±7.85)점이었으며 임종간호태도는 85.75(±6.05)점 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수직적 영성은 연령(F=8.243, p=.000), 학력(F=5.513, p=.005),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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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서 (F=4.486, p=.013)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20대, 30대 보다 40대 이상

에서 수직적 영성이 높았으며, 학력은 석사 이상에서, 근무부서가 응급실인

대상자가 중환자실 근무자보다 수직적 영성이 높게 나타났다.

수평적 영성은 연령(F=8.709,p=.000), 배우자 유무(t=2.99, p=.003), 종교

(t=3.565,p=.003), 학력(F=4.144 p=.018), 임상경력(F=7.532, p= 0.0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40대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종교가 있는 대상

자

가 대학원 이상의 대상자들이 수평적 영성이 높았다.

공감역량은 연령(F=5.849, r=.003), 배우자 유무 (t=2.434, p=.016), 종교

(t=2.610, p=.010) 학력(F=6.227, p=.002)에서 차이가 있었고 40대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종교가 있는 대상자와 석사 이상의 대상자들이 공

감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임종간호 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서는 차이가 없었

으나 임종간호 특성의 임종간호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임종간호태도가 더 높았다(t=4.930, p=.000).

3)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수직적 영성은 수평적 영성(r=.557, p=.000), 공감역량 (r=.528,

p=.000), 임종간호태도(r=.215, p=.0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수평적 영성은 공감역량(r=.730, p=.000), 임종간호태도 (r=.234, p=.002)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이 높을수록 공감역량과 임

종간호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공감역량은 임종간호태도

(r=.289, p=.0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 다중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수직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었으나 수평적 영성은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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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에서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간호

사의 공감역량 증진이 영성을 향상시키고 임종간호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심단어: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종합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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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질병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의료혜택 확대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요양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병·의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경우 74.9%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통계청, 2016). 의료기관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돌보는

경험이 증가하게 되며, 임종을 맞은 대상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가 필요하다(김은정, 201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

면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품위 있는 죽음은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신체적 뿐 아니라 심리적, 사

회적, 영적 및 존재론적 신념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특성을 포함한다(조계화 & 김연

자, 2013).

이러한 품위 있는, 의미 있는 죽음의 과정을 위해 간호사들이 제공하게 되는 임종

간호는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남은 생애 동안 존엄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총체적 돌봄으로(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 김춘길, 1994), 임종간호의 궁긍적 목표는

인간이 가능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며, 임종단계에서 환자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지

경애, 2004).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는 임종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불안 및 두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임종을 앞둔 대상

자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으로(지경애, 2004),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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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엄한 임종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긍정적 임종간호태도를 가진 간호사는 환자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며 초월적인 관계와 자신 및 타인을 수용

하며 임종에 대한 생각이 더욱 성숙되면서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 공

감하면서 임종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임종 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조명주, 2015;

윤매옥, 2009; 김갑규, 2014)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조영자, 2011).

따라서, 임종환자에게 질적인 임종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임종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가 중요하고, 이러한 임종간호태도에서 영성과 공감능력이 중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사려 된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에 관련하여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으나, 간호대학생 또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태도와 관련

된 선행연구(이금재와 박연숙, 2015; 심미경과 박정모, 2017)에서 영성은 긍정적인 임

종간호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조명주(201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영성과 의사소통능력 모두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공감역량과 임종간호태도에 관한 연구도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

나 유사한 선행연구(노미향, 2017; 조계화, 박애란, 이진주 & 최수정, 2015)에서 간호

사의 공감역량은 임종간호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이종연, 2011; Palmer,2010; Saslow et al,2013)에서 영성의 초월적

인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서 긍정적인 신념이 높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높음을 보여주어 영성과 공감역량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성과 공감역량과의 관련성이 있으며, 영성과 공감역량이 각각 임종간호태

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월적인 관계 및 삶의

의미와 추구하는 영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을 통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긍정적인 임종간호를 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영성과 임

종간호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이 매개적인 개념이 될 수 있으리라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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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에서 간호사가 갖출 수 있는 영성과 공감역량은 임종간호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개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사

를 대상으로 영성과 공감역량과 임종간호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

으며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임종간호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태도와 영

성, 공감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에서 공

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 간호사의 영성과 공감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재 방안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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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를 파악한다.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차이를 파악한다.

4)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대상자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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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영성

⦁ 이론적 정의: 영성(spirituality)은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 타인 및 상위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신체, 영혼, 마음을 통합

하는 에너지,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는 것, 당면한 현실을 초월하여 앞으

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최상순, 1991)

⦁ 조작적 정의: 박현준(2003)이 Howden(1992)의 영성 척도(관계성, 초월성, 통합성,

삶의 의미 와 목적의 4차원)와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영성 척도를 재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공감역량

⦁ 이론적 정의: 공감역량(compassionate competence)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

으로 대상자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 개인의 기술 및 능력을 말한다

(이영진, 2014).

⦁ 조작적 정의: 이영진(2014)이 개발한 간호사의 공감역량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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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간호태도

⦁ 이론적 정의: 임종간호태도는 임종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완화, 지지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태도이다(Frommelt, 199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rommelt(1991)의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를 번안한 조혜진과 김은심(2005)의 ‘임종간호태도’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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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영성(Spirituality)

1) 영성의 개념

영성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주제로 영

성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대두하면서 심리학, 사회

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성은

초기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적 전통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관습과 신념이 단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나 전통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성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영성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영성의 정의가 달라진다. 신학

적 관점에서는 초월자 그리고 내재자에 대한 확신과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철

학적 관점에서는 우주의 질서와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 그리고 최종적인 해석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자신이 정의한 자신보다 강한 종교적 힘과

관계된 행동이나 진술 그리고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Canda & Furman,

2010; 고은락, 2012 재인용). 영성과 종교의 개념은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

우가 많지만 두 개념은 다르다 “영성”이 존재와 인식을 포괄하는 인격의 한 부분이

있는 내면적 욕구로서 삶의 의미와 목표의 추구하는 반면 “종교”는 전형적으로 개인

의 경험이 펼쳐지고 규제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신앙의 외

면적 표현으로 영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믿음, 전례행위 등을 강조한다. 둘 다 서로

다른 철학적 시각에 기초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경험적 구성 요소와 많은 그룹

내의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Canda & Furman, 2010; Nelson-Becker &

Canda, 2008; Nelson-Becker & Sullivan, 2012, Puchalski et al., 2009;

Nelson-Becker,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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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영성의 선행요인은 영(spirit)으로(오복자 & 강경아, 2000),

영은 고대 그리스 단어 "pneuma"에 뿌리를 둔 라틴어 단어 "spiritus"에서 파생 되었

다. 문자 그대로 "부드러운 돌풍", "호흡"또는 "바람"을 의미하며 사람과 동물의 생기

또는 생명력을 표현한다(Online wikipedia, 2018). 영은 육체에 생명을 주고 신체 정

신 영을 통합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절대자와 연결되는 요소로 종교적 그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최상순, 1990), 종교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종교를 뛰어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Goddard, 1995). 그러므로 영성은 개인 신앙 체계

(Baldacchino, 2011)에 따라 종교 구성 요소를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생명의 힘이며 영성은 대상자가 신자이든 신자가 아

니든 모두에 적용된다. 영성의 궁극적인 결과는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

록 돕는 데 있다 (Chan et al., 2006; Baldacchino, 2011 재인용). 넓은 의미에서 영성

(spirituality)은 개인이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 타인,

자연, 중요하고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성을 경험하는 방식이며 인류의 한 측면으로

(Puchalski et al., 2009),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내적인 힘을 주는 기제이다 (오

복자 &강경아,2000)

2) 영성의 속성

영성은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Howden, 1992). 영성의

인지적 요인은 삶의 의미, 목적 및 진리, 개인이 살아가는 신념과 가치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다(Sulmasy 1999; Wong, Lee, & Lee, 2008 재인용). 영성의 정서적 요인은 희

망, 사랑, 연결, 내면의 평화, 위안 및 지원의 감정을 포함하며 이것은 개인의 내부 자

원의 질, 영적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그리고 자아, 지역 사회, 환경과 자연, 그리고 초

월적 존재와의 연결이다(Craigie & Hobbs 1999; Wong, Lee, & Lee, 2008재인용).

행동적 요인은 사람이 개인적 영적 신념과 내적 영적 상태를 외부 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또는 신성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영성

을 찾는 것을 말한다(Wong, Lee, & Lee, 2008). 진정한 영성은 이 세 가지 요인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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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될 때 의미를 갖는다(오복자 & 강경아, 2000; Howden, 1992; 임현정, 2017재인용).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요인들 중 일부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성을

정의할 때에는 영성의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오

복자 & 강경아, 2000; 조삼복, 2013재인용).

Howden (1992)은 영성의 속성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을 모두 중시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purpose and meaning in life), 내적인 자원 (inner resources), 상호연결

성(unifying interconnectedness), 초월성 (transcendence)의 4가지로 영성의 개념을 설

명하였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 도덕적 행위,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관계를 찾는 과정이며, 내적 자원은 내적 평화, 성장, 변화, 강인함, 정체성,

동기부여를 갈망하는 과정이다. 상호 연결성은 삶에 대한 관계성, 자신과 타인과의 조

화로움, 그리고 우주 전체의 한 요소로서의 통합된 자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나 애

착의 감정을 말하며, 초월성은 일상의 경험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제약을

기꺼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그 너머를 바라보는 능력과 성취를 의미한다

(Howden, 1992).

또한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영성을 개념 분석했던 오복자와 강경아 (2000)는

Howden의 구성지표를 약간 변형하여 영성의 속성으로 통합적 에너지 (Integrative

Energy), 조화로운 상호 관계 (Harmonious Interconnectedness), 삶의 의미와 목적

(Purpose & Meaning in Life), 초월성 (Transcendence)으로 확인하였으며 영성의 개

념을 상위존재와의 관계,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수직적 차원과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는 수평적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통합

성은 영적 차원이 인간의 마음과 육체, 영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며

상호 관계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절대자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박현준(2003)은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타자와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하느님 체험 그

자체보다는 이웃을 통한 하느님의 만남과 그것을 통한 자신의 변형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수직적 관계와 이웃과의 일치라는 수평적 관계로 이루

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인간과 신과의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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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과의 화해, 용서, 사랑, 기쁨과 소망 등을 주고받으며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

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Shelly, 2000; 이원희, 김명실, & 김상희, 2001; 장은주, 2006

재인용).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성이 개인의 사고, 감정, 태도 및 행동으로 발현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오복자 & 강경아, 2000)

영성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수직적

인 면은 높은 존재 혹은 자신을 능가하는 힘에 대한 초월적 관계이고, 수평적인 면은

영적 영역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계되는 역동적인 기능이다(최상순, 1991).

가) 수직적 차원

수직적 차원은 내적 범주로 내면적 안정(평화), 자아수용, 내적 에너지, 개방성, 자

아인지도, 자아 초월성과 조화로운 상호 관계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박현준,

2003).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

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영향을 주며 절대자, 최고의 가치, 믿음과 관련된

다(이혜정, 2002). 자기 자신, 타인 및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상호관계성이 클수록 영

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영성의 속성들이 크게 작용하여 드러난다. 조화로운 상호관계

성이 없으면 영성의 초월성 속성이나 통합적 에너지 및 삶의 의미와 목적 등의 속성

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이은애, 2016)

나) 수평적 차원

수평적인 차원은 영적 영역의 역동적인 기능으로 (최상순, 1991), 수평적 차원을 외

적, 관계적, 실천적 범주로 의미 추구성, 타자 수용성, 타자 동일시, 공동체성, 자연과

의 관계성의 범주로 삶의 의미와 목적 통합적 에너지 속성이 해당된다(박현준, 2003).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 삶의 질을 통해 절대자에

대한 궁극의 가치를 찾는다. 즉, 자신의 존재 의미, 대인관계, 환경 등과 관련된다(이

혜정, 2002).

이상의 내용으로 영성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적 자원의 총체이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만이 아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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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웃, 자연) 안에서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육체, 영, 마음을 통합 하는 창조적 에너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하는 힘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미경, 2013).

3) 간호학에서 영성

초기 간호에 종사하던 이들은 대개 기독교나 카톨릭 등의 종교단체 일원으로서 환자

의 간호에 영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으나 르네상스 이후 Descartes의 이원

론 등의 철학적 세계관과 과학의 발달로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었다. 간호 또한 교회

의 영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간호학에서 영적인 측면이 쇠퇴

되었다(Sheldon, 2000; 강성례, 2006재인용).

간호학에서의 영성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에서부터 시작된

다. Florence Nightingale은 영성과 종교, 죽음 이후의 삶, 과학과 영성의 통합, 기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간호 대상자를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측면을 갖춘

존재로서 이해하고 전인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Macrae, 2001). 나이팅게일

의 출현 이후 여러 학자들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특성을 강조하면서 영적 간호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초창기에 영성(spirituality)의 연구는 간호의 본질적 요인

을 탐구함으로 시작되었다.

Paplau는 인간을 생물, 심리, 사회 및 영적 구조를 가진 총체적 존재라 했고, V.

Handerson은 그가 주장한 기본적 간호의 요소에 신앙을 포함시켰으며, King도 인간

은 영적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이광자, 1979; 한영란, 1987; 임성숙, 2009

재인용). Neuman(1989)은 간호학에서 처음으로 영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생

리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및 영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로서 각 측면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임성숙, 2009). Pender는 영적 건강 사정 시 좀 더

높은 존재와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

적 안녕을 사정하는 것이 총체적 건강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최명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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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역. 1997; 임성숙, 2009재인용). 이는 전체적인 건강사정에는 간호대상자뿐 아니

라 간호사의 영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1978년 국제회의에서는 영적 문제를 진단 목록화 하여 체계화하였는데 하위 영역으

로 '영적 관심', 영적 고통', '영적 좌절'로 분류하였고(Stroll, 1979), 이후 1992년

NANDA(The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의 간호진단에 영적

고뇌 (spiritual distress)가 포함되었다(Caldeira, Carvalho, & Vieira, 2013). 1998년 세

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 제시하였고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서도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병원간호사회, 2014) 제시하여 건강과 질병을 올바르게 이해하

고 간호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도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국내 영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1981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2000년 이후 크게 증가

하기 시작했다. 주로 연구들은 양적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며 대상자는 의료인뿐 아니

라 환자를 비롯한 일반인까지 다양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영적 안녕이

나 영적 요구 등 영적 간호에 대한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고, 간

호학생 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영적 안녕 또는 영적 요구에 대해 확인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있었다. 영적 안녕상태가 높은 간호사가 대상자의 영적 건

강에 기여하며, 특히, 영적 간호 수행을 수행할 때 자신을 치료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

에(O'Brien, 2008; 유승연, 2013재인용) 여러 간호학자들이 영적 간호 영역에서 간호학

생 또는 간호사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유승연, 2013).

간호학에서 영성은 정서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보며, 주로 심리적 조절이나 안정

을 통해 신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성

미혜, 2009; 이금재 & 박연숙, 2015재인용). 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된 개념은 영적 안

녕과 영적 요구였으며 영적 안녕, 영적 희망, 영성은 자아 존중감이나 지각된 건강상

태, 삶 의 질과는 순상관관계가,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소진 등과는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4; 유승연, 2013재인용). 실험연구는 소수 진행되었

으며 의미요법, 단기생애 회고요법, 건강 중재 프로그램,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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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중재법이 적용되었다(김하영, 2012;라정란, 2011; 서임

선, 용진선, 박준양, & 김주후, 2014; 임현정, 2017; 조명주 & 전원희, 2015; 정미자,

2010; 정진옥, 조현숙, & 김상희, 2016).

4) 임종간호에서 영성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된 질병과 관련된 여러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들은 여러

의학의 발달로 잘 조절되고 있지만, 삶의 끝을 향한 괴로움과 고통은 현대 완화 의료

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복잡적인 증상 속에 포함되어 있어 완벽하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신적, 존재적 영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Chochinov & Cann, 2005).

말기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분노, 공포, 슬픔, 우울, 죄책감, 거부

감, 상실감 등으로 총체적 위기와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그

들의 신체적 안녕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안녕까지 위협 받게 되어 더 높은

영적 간호를 요구하게 된다(윤매옥, 2009). 환자의 영적 필요 및 기타 영적 문제에 대

한 상담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환자 중 40-94 %는 영적인 상담을 필요 사항으로 고

려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카고 대학교 국립 의견 연구 센터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최근 미국인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81 %는 환자의 영성이 임상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91%는 의

료진이 환자의 영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Chochinov & Cann, 2005).

Wesley, Tunney, & Duncan (2004)는 미국에서 299 명의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 %에서 100 %가 영성이 환자에게 내면의 평화를 줄 수

있고 대처할 힘을 주고 육체적 이완과 자아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

했다.

이와 같이 영적 간호는 신체적 간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간호사

는 임종과 같은 위기에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영적 간호의 제공으로 그들의 영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제공한 영적 간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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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고통, 불안 및 우울증을 감소 시키며 신체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Wilson, Chochinov, De Faye, & Breitbart, 2000). 임

종을 맞이하는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상실감, 두려움 및 고통 속에 있지만 영성을 통

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 할 수게 되며 환자와 그 가족은 서로 화해를 하거나,

다시 가족으로 연결되며, 영적, 심리적 또는 육체적인 치유를 추구 할 수 있는 또 다

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영성은 죽음에 대해 직관적인 통찰과 인식을 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여 임종을 앞둔 혹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환

자가 그들의 상황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여 편

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강성례, 2006; 윤매옥, 2009; 김숙남&최순옥, 2010).

따라서 영적 간호는 인간을 전인(whole person)으로 보고 영적 존재로서의 안녕감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수 간호이다(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2015).

하지만 임상 실무에서 간호사들은 영적 간호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영적 간호

에 대한 요구 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보다 대상

자의 임종을 맞이하는 전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대상자와 그 가족과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긴밀한 정서적 관계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간호사는 좌절감이나 두려움, 우울,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간호학에서 영성과 영적 간호의 중요성이 분명히 인정되지만 간호사는 자신을 영적

간호를 제공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신 환자가 염려하는 영적 문제를 다

루기 위해 성직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r 2010, Murray 2010재인용). 이러

한 원인은 간호사 자신의 영적 자원이나 영적 안녕의 부족과 환자의 영적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역량의 부족으로 나타났다(윤현정, 2004; 전재수,2014).

Gant, A. (2016)의 연구에서는 영성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가 영적 간호 지식과 자

신감이 높아져 영적 간호의 제공을 잘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은 만성질환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라정란(2011)의 연구에서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

들의 영적안녕과 영적 통합성, 리더십 수행을 향상시키고,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임종간호를 수행에 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성의 향상이 중요한 요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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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영성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의 영적 측면에 더 민감하며 환자의 영적 고

민과 영적 필요를 이해하여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McSherry

& Ross, 2002). 간호사가 영적으로 건강할수록(지순일 & 유혜숙, 2014), 영성이 높을

수록(안미숙, 2013) 임종간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Wong, Lee, & Lee (2008)의 홍콩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과 영적간호의 연구

에서 영적 간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 수준과 종교, 영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성이

존엄성으로 죽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며 삶의 마직막 단계에서 영성을 지지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에 필수적이다고 할 수 있다. McSherry & Ross( 2002)는 영성이 높은

간호사가 환자를 돌봄에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들은 환자의 영적

고민과 영적 필요를 이해하고 환자의 생각과 그들의 영적 감정에 대한 염려를 듣고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의 영적 요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이해하고 임종간호 대상자와 가족이 지니

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 본질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신앙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영적인 간호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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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역량(compassionate competence)

1) 공감의 개념

공감((共感)의 개념은 간호문헌에서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지만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

분”으로 정의한다.

간호에서 공감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이 간호 - 환자 관계에

서 중요한 요소로 공감을 강조한 것으로 시작한다(Nightingale, 1946, Peplau, 1963,

Katz, 1963, Zderad, 1969, LaMonica, 1981, Gould, 1990, Baillie, 1996; Reynolds,

1999; Walker & Alligood, 2001재인용). 간호 문헌에서 Peplau는 공감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

의하였다(Peplau, 1952; Kalisch, 1973; Gagan, 1983; Gould, 1990, Reynolds & Scott,

1999; Bradham, 2008재인용). 간호학자인 Theresa Wiseman은 공감은 다른 사람의 현

재 감정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 하며, 그 이해를 다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였다(Courtenay,2016). Davis(2009)는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이 필요하며, Halpern(2003)은 적극적인 청취에는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rems (1989)는 공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나누어 인지적

측면은 다른 사람의 인지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서적 측면은 그 사람이 상

대방의 감정에 자신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Morse et al. (2006)는 공감의

네 가지 요소(감정적, 도덕적, 인지적, 행동적 공감)를 확인하였다. 감정적 차원은 환

자의 심리적 상태 또는 감정을 상상하고 공유 할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 차원은 공감

을 표현하는 의사의 내적 동기를 말하며 인지적 차원은 환자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

고 식별하는 지적 능력이고 이를 전달하는 능력을 행동적 관점으로 보았다(Mercer &

Reynolds, 2002). Walker & Alligood (2001)는 간호에 대한 관련 분야에 기초한 공감

의 두 가지 유형을 확인 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 공감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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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된다. 다른 유형은 교육이 임상 환경에서 공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된 공감이다.

공감은 종종 국내 문헌에서 ‘empathy’와 ‘compassion’ 혼돈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들의 과학적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empathy’란 단어는 'en'(in)과 'pathos'(느낌)

으로 구성된 그리스 단어 'empatheia'(열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처음에는 예술 작

품과의 공명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기 시작되었으며 나중에는 인간 사이의 공명을 묘사

하는데 사용 된 독일의 'Einfühlung'(느낌)으로 이어지는 영어로 도입되었다.

‘compassion’ 은 라틴어로 'com'(with / together)과 'pati'(suffer)에서 파생된 것으로

프랑스 단어 compassion을 통해 영어로 소개되었다(Singer & Klimecki, 2014).

Gilbert(2010)는 compassion이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욕망과 결합된 다른 이의 고

통에 대한 깊은 인식 "이라고 하였으며 sensitivity, sympathy, empathy,

motivation/caring, distress tolerance, non-judgement 의 6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empathy를 모두 compassion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보았다 (Gilbert,

2010; Strauss et al., 2016 재인용).

2) 공감역량

유능하고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만 공감은 임상 실무

에 주요 요소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윤리적 가치로 지향해야 한다

(Fields, 2015).

공감은 실제로 환자 만족도와 신뢰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는

진단, 치료순응도 및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양질의 간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Hojat, et

al., 2011). 또한 공감을 실천한 의료진에게도 직업 만족, 조직 및 임상적 역량이 향상

되었으며(Hojat 2009, Marcus 1999, Reynolds & Scott 1999; Stepien & Baernstein,

2006; Fields, 2015재인용), 오류 및 과실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Hojat et al., 2011).

공감이 여러 임상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 전문가

가 공감 행동을 반드시 보여주지는 않는다. 환자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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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부적절하고 정서적 지원 및 공감이 제공되지 못하였다(Reynolds & Scott, 2000;

Courtenay, 2016 재인용).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공감 수준이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Ward, Cody, Schaal, & Hojat, 2012). 장시간 근로 시간

과 수면 부족과 같은 업무 관련 문제도 공감의 감소에 기여하였다(Chen et al., 2007;

Courtenay, 2016재인용). 이외도 공감을 제공 하는 간호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시간과 사생활의 부족, 조직적 지원 부족, 환자의 정서적 고통이 심할 때

의 위험, 지지할 수 있는 동료 부재,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환자 등으로 나타났다

(Davis, 2009; Dempsey & Wojciechowski, 2014, Reynolds et al, 2000; Ward et al.,

2012; Courtenay, 2016재인용).

이러한 공감의 쇠퇴는 원인을 검토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증거 기반의 중재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Riess, Kelley, Bailey, Dunn, & Phillips, 2012). 이에 몇몇의 연구자

들은 건강 관리 전문가들은 공감 훈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필수적인 실습 역량으로

공감 행동을 연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rdee, 2003; Hojat et al., 2011, Reynolds

& Scott, 2000; Reynolds et al., 2000; Riess et al., 2012; Ogle et al., 2013재인용).

이러한 요건을 공감역량이라고 하며 공감역량(compassionate competence)은 대상자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 개인의 기

술 및 능력으로, 공감역량을 갖춘 간호사는 간호 전문지식을 토대로 대상자를 존중하

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민감성과 통찰력을 통해 대상자와 감성적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이영진, 2014). 지속

적인 연습으로 공감역량이 강화될 때 의료 전문가는 직업 만족도와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Derksen, Bensing, & Lagro-Janssen, 2013).

3) 임종간호에서 공감역량

임종간호수행에 있어 말기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대상자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

기 위해 공감역량은 무엇보다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임종간호에서 공감역량에 관



- 19 -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역량은 임종간호수행과 중등도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감역량이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로 나타났다(조계화, 박

애란, 이진주, & 최수정, 2015). 또한 공감역량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생애말기 환자

나 보호자들의 의학적, 신체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존중하고 그

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함으로 신뢰감 형성에

기반이 되는(Palos, 2014) 것으로 임종 간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임종간호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감역량은 완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공감역량 증진이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임

종간호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영 et al., 2017).

이외의 연구에서 공감역량은 공감만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여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잘 극복 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스

트레스에서 오는 심리적 소진이나 피로 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문경희, 2016; 박향

진, 2012; 이승금, 201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높은 공감역량은 임종간호

수행에 있어 의료진들과의 또는 임종간호 대상자와 가족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임종간호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 임종간호에 수행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형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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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간호태도

1)임종간호

임종간호는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남은 생애 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총체적 돌봄으로(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 김춘길, 1994), 임종간호의 궁긍적 목표는 인간이 가능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며, 임종단계에서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편

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지경애, 2003). 우리나라에서는 임

종간호가 호스피스(hospice)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를 “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생의 말기 간호(terminal care)”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호스피스에서 제시한 임종간호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

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인 임종 돌봄으로 대상자의 전인적인 돌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완화의료가 주로 간호

사와 의사의 의료인이 중심이라면 호스피스는 의료진을 포함하여 성직자, 사회복지사,

자원 봉사자 등의 다학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카톨릭 대학교 호스피스 교육 연

구소, 2006).

호스피스 철학에서 살펴보는 임종간호는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

을 돌보고 지지하여 그들의 남은 생을 가능한 편안하고 충만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또한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

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능

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죽음을 준비하

도록 돕는 것이다(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 김춘길, 1994).

임종간호태도란 임종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

는 완화, 지지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태도이다(Frommelt, 1991). 간호사는 임종 시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

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환자의 죽음 자체로 인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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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과중한 업무량, 다른 의료진과의 마찰, 윤리적 갈등, 환경적 제약 등으로(고문정,

2016), 불안, 우울감, 부담감, 상실감 등과 같은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우영화, 2012) 이는 임종간호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종간호가 임종

대상자와 가족의 총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임종간

호 스트레스는 임종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전달되며 임종간호에 대

한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임종간호를 수행할 경우 임종 환자와

가족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우울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남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Karen,Andrew,Michael,&

Willian,2010 ; 안수민, 2017재인용) 임종환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위해서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종간호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김성자, 2015; 김향, 2013; 안미숙, 2013)과 35세 이상

의 연령(김경숙, 2016; 김성자, 2015; 김향, 2013; 홍은미, 2013)에서 임종간호태도가 긍

정적이었으며, 홍은미(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 경험이 있는

경우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안미숙(2014)의 연구에서

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임상관련 특성 중에서 영향 요인은 직위가 높을 수록 (김향, 2013; 김성자, 2015), 경

력이 많을 수록(Gurdogan, Kurt, Aksoy, Kinici, & Sen, 2017; 김성자, 2015) 임종태도

가 높았다. 임종관련 요인으로는 죽음인식(노선숙, 2010; 양승애, 2015; 조영자, 2011;

홍은미, 2013), 임종간호 스트레스(김경숙, 2016; 김미향, 2016), 죽음에 대한 태도(오선

정, 2016), 죽음 불안(김성자, 2015; 김은정, 2012; 어단연, 2010; 임선숙, 2015), 윤리의

식(안진선, 2016), 호스피스 교육 경험(Gama et al., 2012; 김은정, 2012; 김혜림, 2014;

최윤정, 2018)이 영향요인으로 제시가 되었으나 홍은미(2013)과 오선정(2016)의 연구에

서는 죽음불안이 임종간호태도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김경숙(2016)의 연구에서는 임종

간호스트레스와 임종간호태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 하였다.

공감역량과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노미향, 2017;

조계화, 박애란, 이진주, & 최수정, 2015)의 연구가 있었으나 공감역량과 임종간호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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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영성에 관한 연구는 영성과 호스피스 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서영숙& 성기월, 2012)가 있었고 영성과 임종간호태도 연구는 대학생의 영성이 임

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심미경& 박정모, 2017),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

종 간호태도(이금재 & 박연숙, 2015)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의 관계 및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를 이해

하기 위해 영성과 공감역량의 연관성을 제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형

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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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개념 틀

본 연구는 영성, 공감역량 및 임종간호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

로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는 영성을 상위 존

재와의 관계 즉 초월적인 관계를 가지고 삶의 위기에 대한 대처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는 수직적 영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관점을 고려하는 수평적 영성으로 분리하여 공감역량을 매개로

하여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이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1> 연구의 개념 및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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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간호사의 영성, 공감역량과 임종간호태도 정도

를 확인하고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15, 예측요인이 최대 8개

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160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감

안 할 때 본 연구에서는 200명이 필요하여 20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80

개가 수거되었으며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172부를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근무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간호사

2)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3) 임종을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내과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근거는 본 연구의 설문응답에 신뢰성을 증가시키고자

임종간호가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내과계 병동, 중환자실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임종간호를 경험한 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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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영성

본 연구는 Howden(1992)의 영성 척도와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영성 척도를 수정

보완한‘영성 척도’(박현준, 2003)를 사용하였다. 영성 척도는 관계성, 초월성, 통합성,

삶의 의미와 목적의 개념을 포함하여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의 2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직적 영성은 절대자 혹은 자신을 능가하는 힘을 지닌 어떤 것과의

초월적인 관계를 말하고, 영성개념의 속성상 상위존재와의 관계를 말하며 형이상학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영성은 영적 영역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계

되는 역동적인 기능으로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실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설

문지 구성은 총 20문항으로 수직적 영성 하위 척도는 12문항(1~12번 문항), 수평적 영

성 하위 척도는 8문항(13~20번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

로써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

우 그렇다로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시 Crobach’s α=0.86(수직적 영성 Crobach’s α=

0.80, 수평적 영성 Crobach’s α=0.77)이었으며, 조계화(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bach’s α=0.7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84이었다.

2) 공감역량

본 연구는 이영진(2014)이 개발한 간호사의 공감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범위는 17점에서 8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공감역량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시 Cronbach's α=.93이었고, 이승금(2016)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87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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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간호태도

본 연구는 Frommelt(1991)의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를 번안한‘임종간호태도’도구 (조혜진& 김은심, 2005)를 사용하였다.

임종간호태도 도구는 3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이며,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20문항, 환자의 가족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으

로 서술된 15문항과 부정적으로 서술된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항

2,3,5,6,7,8,9,11,13,14,15,19,26,28,29은 역문항 처리를 하였다. 원 도구는 5점 척도이나 번

역 저자가 중심 수렴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30점

에서 1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0.94였고, 조혜진과 김은심(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0.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α=0.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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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승인

(CR317144)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간호국을 직접 방

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병동에 본 연구

자가 직접 방문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였고, 배부된 설문지의 회수율은

86%이며,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5.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국의 자료수집 승인 하에

해당 병동의 간호사에게 연구 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취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에 한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허락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

도 받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 하여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고, 개

인정보의 보호와 비밀 보장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발표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공표하지 않을 것을 설명

하였다. 조사 후 개별적 질문을 위하여 연구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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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화 하여 SPSS/PASW 24.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실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차이를 t-test와

one way-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정절차에 따라 분석

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가 매개변수(공감역량)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 검정하였고, 2단계에서 매개변수(공감역량)가 종속변수(임종간호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

성)가 종속변수(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하면, 독립변수(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가 매

개변수(공감역량)와 함께 종속변수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이때

매개변수(공감역량)를 포함한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수(임종간호태도)에 대한 독립변

수(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의 영향이 독립변수(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가 종속변

수(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하며, 그 영향이 감소한 경

우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고 판단하였다.

6) 공감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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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72명의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63명(94.8%), 남성9명(5.2%)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령층은 20~30세

93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2명(65.1%), 기혼이

58명(33.7%)이였고, 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94명(54.7%), 무교가

78명(45.3%)이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기독교 65명(37.8%), 천주교 18명(10.5%),

불교 11명(6.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은 학사 졸업이 125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임상 경력은

임상경력 단계(Clinical Ladder)(김명선, 2016)로 구분하여 7년 이상이 73명(42.4%)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들의 임상 경력 평균은 8.5년 이었다. 근무부서는 중환자실

79명(45.9%), 일반병동78명(45.3%), 응급실 15명(8.7%) 순으로 나타났다.

2) 임종간호 관련 특성

연구 참여자 중 55명(32.0%)은 최근 일 년 사이에 가족 또는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

였고 임종간호 교육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39명(22.7%)이였다. 임종간호 교

육시간은 8시간미만이 24명(61.5%)이였으며 평균 교육 시간은 6.0시간이었다. 임종 간

호 교육 과정은 학부나 대학원 수업을 받은 대상자가 23명(59.0%), 보수 교육 7명

(17.9%),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직무교육은 4명(10.3%), 호스피스 실시 기관에 서의

교육은 3명(7.7%)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수행의 어려운 점은 복수 선택이 가능한 항

목이었으며 의사소통 방법 부족이 85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 부족 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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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죽음 두려움 32명(12.9%), 전문지식 부족28명(11.2%), 기타 18명(7.2%), 전문

기술 부족(13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감정 소진”과 “부담감”이 있

었다. 임종 간호태도를 형성하는 죽음인식에 대해서는 주로 환자의 죽음 97명(56.4%)

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가까운 지인의 죽음 49명(29.7%), 종교적 교육

16명(8.1%)의 순서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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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9 5.2

여 163 94.8

연령(세)

20~30세 93 54.1

31~40세 43 25.0

41~50세 33 19.2

50세 이상 3 1.7

결혼 상태

기혼 58 33.7

미혼 112 65.1

이혼 2 1.2

종교

기독교 65 37.8

천주교 18 10.5

불교 11 6.4

무교 78 45.3

학력

전문학사 21 12.2

학사 125 72.7

석사 이상 26 15.1

임상경력

≤ 1년 27 15.7

8.54±8.09
2∼3년

b
49 28.5

4~6년 23 13.4

7년 이상 73 42.4

근무부서

중환자실 79 45.9

병동 78 45.3

응급실 15 8.7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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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 평균±표준편차

가족이나 지인의

임종 경험

유 55 32.0

무 117 68.0

임종간호

교육 경험

유 39 22.7

무 133 77.3

임종간호

교육 시간 (N=39)

8시간 미만 24 61.5
6.01±7.86

8시간 이상 15 38.5

임종간호

교육 과정(N=39)

학부, 대학원 수업 23 59.0

보수교육 7 17.9

직무교육 4 10.3

호스피스 기관 교육 3 7.7

기타 2 5.1

임종 간호 수행 시

어려운 점

(복수 선택)

시간 부족 73 29.3

전문지식 부족 28 11.2

전문기술 부족 13 5.2

의사소통 방법 부족 85 34.1

죽음 두려움 32 12.9

기타 18 7.2

죽음인식 영향 요인

환자의 죽음 97 56.4

책이나 영화, TV영향 3 1.7

나의 건강 혹은

신체적 질환
3 1.7

종교적 교육 19 9.3

장례식을 통해 4 2.3

가까운 지인의 죽음 49 28.5

<표 2> 대상자의 임종간호 관련 특성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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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

±표준편차

측정 범위
도구범위

최소 최대

영

성

전체 67.33±8.13 3.36±0.40 40 96 20~100

수직적 영성 39.94±4.71 3.33±0.39 27 56 12~72

수평적 영성 27.40±4.44 3.43±0.56 13 40 8~40

공감역량 61.23±7.85 3.60±0.46 41 85 17~85

임종간호태도 85.75±6.05 2.86±0.20 69 101 30~120

2.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정도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점수는 <표 4>과 같다. 영성의 점수 범위는

최소 40점에서 최대 96점까지였고 100점 만점에 평균 67.33(±8.13)점이었고 문항 평균

은 3.36(±0.40)이었다. 영성의 하위 범주인 수직적 영성의 평균은 39.94(±4.71)점, 문항

평균은 3.33(±0.39)점이며 수평적 영성의 평균은 27.40(±4.44)점, 문항 평균은

3.43(±0.56)으로 나타났다. 공감역량의 점수 범위는 최소 41점에서 최대 85점까지였고.

85점 만점에 평균 61.23(±7.8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72.03점이었으며

문항 평균은 3.60(±0.46)이었다. 임종간호태도의 경우, 점수 범위는 69점에서 101점까

지 분포하였고, 120점 만점에 평균 85.75(±6.0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71.45

점이었으며 문항 평균은 2.86(±0.20)이었다.

<표 3>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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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직적 영성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F=8.253, p=.000), 학력(F=5.513, p=.005), 근무부서(F=4.486,

p=.013)에 따라 수직적 영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

분석 결과, 연령의 경우 40세 이상의 연령그룹이 다른 연령 그룹에 비해 수직적 영성

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

의 학력 그룹이 대졸보다 수직적 영성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근무부서의 경우 응급실 근무하는 대상자 그룹이 중환자실 근무하는 대

상자 그룹보다 수직적 영성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

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평적 영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

(F=8.709, p=.000), 배우자 유무(F=2.999, p=.003), 종교 유무(F=3.565, p=.000), 학력

(F=7.532, p=.001), 임상경력(F=5.190,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연령에서 40세 이상 그룹이 다른 연령 그룹보다 수평

적 영성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 그룹이 대졸 그룹보다 수평적 영성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임상경력에서 7년 이상 그룹이 2-3년 임상경력 그룹보다 수평적 영성 평균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

보다 수평적 영성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대상자의 연령

(F=6.053, p=.000), 종교(F=3.216, p=.024), 학력(F=4.609, p=.01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45-50세 연령그룹이 다른 연

령그룹보다 공감역량의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

상 그룹이 대졸 그룹보다 공감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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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오로지

임종간호교육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930,p=.000)<표 7>. 임종간호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임종간호태도의 평균점수(2.99점)가 교육받지 않은 그룹 (2.82

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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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

도

(n)

영성

수직적 영성

(M±SD)
F/t

ρ

(Scheffe)

수평적 영성

(M±SD)
F/t

ρ

(Scheffe)

성별
남 9 3.47 ± 0.31

1.137 .257
3.32 ± 0.29

-.586 .559
여 163 3.32 ± 0.40 3.43 ± 0.57

연령

20~30세
a

93 3.30 ± 0.33

8.243
.000

a,b<c

3.33 ± 0.51

8.709

.000

a,b<c31~40세
b

43 3.21 ± 0.39 3.35 ± 0.52

40세 이상
c

36 3.54 ± 0.48 3.75 ± 0.59

배우자

유무

유 58 3.39 ± 0.48
1.390 .168

3.60 ± 0.65
2.999 .003

무 114 3.29 ± 0.34 3.34 ± 0.48

종교

유무

유 95 3.37 ± 0.43

1.567 .119

3.56 ± 0.55

3.565 .000
무 77 3.28 ± 0.33 3.26 ± 0.52

학력

전문학사
a

22 3.40 ± 0.38

5.513
.005

b<c

3.42 ± 0.52

7.532
.001

b<c
학사

b
125 3.27 ± 0.37 3.35 ± 0.55

석사이상c 25 3.54 ± 0.44 3.81 ± 0.48

임상

경력

≤1년
a

27 3.42 ± 0.32

1.435 .234

3.54 ± 0.45

5.190
.002

b<d

2∼3년
b

49 3.26 ± 0.34 3.22 ± 0.49

4~6년 23 3.25 ± 0.33 3.27 ± 0.44

7년 이상 73 3.36 ± 0.46 3.57 ± 0.61

근무

부서

중환자실a 79 3.26 ± 0.37

4.486
.013

a<b

3.35 ± 0.55

1.323 .269응급실b 15 3.57 ± 0.45 3.52 ± 0.57

병동c 78 3.35 ± 0.39 3.48 ± 0.55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차이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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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

도

(n)

공감역량

(M±SD)
F/t

ρ

(Scheffe)

임종간호태도

(M±SD)
F/t

ρ

(Scheffe)

성별

남 9 3.43 ± 0.34

-1.136　 .257

2.94 ± 0.18

1.204 .230

여
16

3
3.61 ± 0.47 2.85 ± 0.20

연령

20~30세
a

93 3.55 ± 0.44

5.849
.003
a,b<c

2.86 ± 0.21

.109 .89731~40세
b

43 3.52 ± 0.48 2.86 ± 0.19

40세 이상
c

36 3.83 ± 0.43 2.84 ± 0.21

배우자

유무

유 58 3.72 ± 0.51

2.434 .016

2.83 ± 0.21

-1.106 .270

무 114 3.54 ± 0.42 2.87 ± 0.20

종교

유무

유 95 3.68 ± 0.48

2.610　 .010

2.87 ± 0.20

.499 .618

무 77 3.50 ± 0.42 2.85 ± 0.20

학력

전문학사a 22 3.66 ± 0.27

6.227
.002
b<c

2.90 ± 0.22

.813 .445학사
b

125 3.54 ± 0.47 2.85 ± 0.19

석사이상
c

25 3.88 ± 0.45 2.89 ± 0.22

임상

경력

≤1년 27 3.60 ± 0.39

2.301 .079

2.88 ± 0.14

.408 .748

2∼3년 49 3.49 ± 0.43 2.84 ± 0.23

4~6년 23 3.52 ± 0.56 2.89 ± 0.20

7년 이상 73 3.70 ± 0.46 2.86 ± 0.20

근무

부서

중환자실 79 3.54 ± 0.51

2.146　 .120

2.83 ± 0.19

1.692 .187응급실 15 3.52 ± 0.34 2.85 ± 0.19

병동 78 3.68 ± 0.42 2.89 ± 0.22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과 임종간호태도 차이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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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n)
임종간호태도

(M±SD)
t ρ

가족이나 지인의

임종 경험

유 55 2.88±0.21
-1.010 .314

무 117 2.85±0.20

임종간호 교육 경험
유 39 2.99±0.18

-4.914 .000
무 133 2.82±0.19

<표 6> 대상자의 임종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 차이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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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영성

공감역량
수직적 영성 수평적 영성

영성 수평적 영성 .577
**

공감역량 .528
**

.730
**

임종간호태도 .215* .234* .289**

4.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임종간호태도는 수직적 영성(r=.215, p<0.01), 수평적 영성(r=.234, p<0.01), 공감역량

(r=.28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공감역량은 수직적 영성

(r=.528, p<0.001), 수평적 영성(r=.730,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

평적 영성은 수직적 영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577, p<0.001).

<표 7> 대상자의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와의 상관관계

(N=172)

주. **p < .001 수준에서 유의

*p < .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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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 공감역량의 매개효

과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예측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공선성의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었고 분

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

화된 잔차의 범위도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 조건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단변량

분석에서 공감역량, 영성, 임종간호태도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들

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력형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때 명목 변수는 더미 변수 처리하였다.

1) 수직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 조건에 따른 단계 1에서 독립변수인 수직적

영성이 매개변인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β값 .4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0)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단계 2에서 매개변인인 공감역량이 종속변인인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24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2) 매개회귀분석의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였으며 단계 3에서 독립변인 수직적 영성은 종속변인 임종간호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1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14),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하였다. 단계 4에서 수직적 영성과 공감역량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직적 영성은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β=.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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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2), 공감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98 , p=.025) 단계 3의 수직적 영성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β값 .191보다 4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공감역량이 추가되면서 β

=.094로 감소하여, 수직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은 완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는 Sobel test를 통해 검정하였으며, 공감역량(Z=2.1048,

P=0.035)은 Z값이 1.96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2> 수직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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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F(p)

1단계(a)

수직적 영성

→공감역량

연령 1 -.003 　.076 　-.003 　-.044 　.965

11.135

(.000)

연령 2 .123 .094 .109 1.311 .192

배우자 유무 -.069 .076 -.070 -.909 .365

부서 1 .051 .062 .055 .823 .412

부서 2 -.240 .113 -.147 -2.132 .035

임종경험 유무 -.021 .065 -.021 -.322 .748

임종간호교육 유무 .180 .072 .163 2.499 .013

수직적 영성 .579 .080 .492 7.230 .000

2단계(b)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연령 1 .014 　.037 　.031 .389 .698

4.915

(.000)

연령 2 -.015 .046 -.031 -.334 .739

배우자 유무 .054 .037 .127 1.463 .145

부서 1 .037 .030 .091 1.211 .228

부서 2 .033 .054 .046 .602 .548

임종경험 유무 .010 .032 .023 .310 .757

임종간호교육 유무 .134 .036 .278 3.740 .000

공감역량 .107 .033 .244 3.210 .002

3단계(c)

수직적 영성

→임종간호태도

연령 1 　.018 　.038 　.039 .479 .633

4.317

(.000)

연령 2 -.009 .046 -.019 -.201 .841

배우자 유무 .048 .037 .112 1.280 .202

부서 1 .040 .031 .099 1.306 .193

부서 2 -.002 .056 -.003 -.042 .967

임종경험 유무 .007 .032 .016 .217 .828

임종간호교육 유무 .148 .035 .308 4.163 .000

수직적 영성 .098 .039 .191 2.491 .014

4단계(c')

수직적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연령 1 　.018 　.037 　.039 .493 .623

4.503

(.000)

연령 2 -.020 .046 -.040 -.433 .666

배우자 유무 .054 .037 .126 1.453 .148

부서 1 .036 .030 .088 1.174 .242

부서 2 .018 .056 .026 .331 .741

임종경험 유무 .009 .032 .020 .277 .782

임종간호교육 유무 .132 .036 .275 3.702 .000

수직적 영성 .048 .045 .094 1.080 .282

공감역량 .086 .038 .198 2.262 .025

<표 8> 대상자의 수직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N=172)

더미변수: 연령(20~30세 기준, 31~40세, 40세 이상),배우자 유무(1=유,0=무),부서(중환자실 기

준, 일반병동1, 응급실2), 임종경험 유무(1=유, 0=무),임종간호 교육 유무(1=유, 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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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수평적 영성과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단계 1에서 독립변수인 수평적 영성

이 매개변인 공감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β값 .6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0)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단계 2에서 매개변인인 공감역량이 종속변인인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24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002) 매개회귀분석의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였으며 단계 3에서 독립변인 수평적 영성은 종속변인 임종간호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2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3),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하였다. 단계 4에서 수평적 영성과 공감역량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평적 영성은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β=.119

p=.263), 공감역량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159 , p=.1405) 수평적 영성과 임

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그림 3>. 수평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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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F(p)

1단계(a)

수평적 영성

→공감역량

연령 1 -.052 .062 -.049 -.844 .400

11.135

(.000)

연령 2 .047 .077 .042 .614 .540

배우자 유무 -.013 .062 -.013 -.212 .832

부서 1 .041 .050 .045 .819 .414

부서 2 -.141 .090 -.086 -1.561 .121

임종경험 유무 -.030 .053 -.030 -.556 .579

임종간호교육 유무 .174 .058 .159 2.993 .003

수평적 영성 .579 .046 .696 12.725 .000

2단계(b)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연령 1 .014 .037 .031 .389 .698

4.915

(.000)

연령 2 -.015 .046 -.031 -.334 .739

배우자 유무 .054 .037 .127 1.463 .145

부서 1 .037 .030 .091 1.211 .228

부서 2 .033 .054 .046 .602 .548

임종경험 유무 .010 .032 .023 .310 .757

임종간호교육 유무 .134 .036 .278 3.740 .000

공감역량 .107 .033 .244 3.210 .002

3단계(c)

수평적 영성

→임종간호태도

연령 1 .009 .037 .020 .253 .801

4.317

(.000)

연령 2 -.017 .046 -.035 -.375 .708

배우자 유무 .055 .037 .130 1.492 .138

부서 1 .039 .030 .098 1.302 .195

부서 2 .016 .054 .022 .291 .772

임종경험 유무 .006 .032 .014 .189 .851

임종간호교육 유무 .149 .035 .310 4.259 .000

수평적 영성 .083 .027 .230 3.053 .003

4단계(c')

수평적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연령 1 .013 .037 .028 .351 .726

4.503

(.000)

연령 2 -.021 .046 -.042 -.447 .655

배우자 유무 .056 .037 .132 1.522 .130

부서 1 .037 .030 .090 1.209 .228

부서 2 .026 .054 .036 .470 .639

임종경험 유무 .008 .032 .019 .254 .800

임종간호교육 유무 .137 .036 .285 3.823 .000

수평적 영성 .043 .038 .119 1.124 .263

공감역량 .069 .047 .159 1.482 .140

<표 9> 대상자의 수평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N=172)

더미변수: 연령(20~30세 기준, 31~40세, 40세 이상),배우자 유무(1=유,0=무),부서(중환자실

기준, 일반병동1, 응급실2), 임종경험 유무(1=유, 0=무),임종간호 교육 유무(1=유, 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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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서 임조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영성과 공감역량이 임

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

간호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주요한 연구 결과를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임종간호태도

본 연구의 임종간호태도는 문항 평균은 2.86±0.20(척도범위 1~4)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성현(2017)의 연구에서는 임종간호태도 문항 평균

이 3.06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으나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종간호를 경험한 간호

사를 대상자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임종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향(2016)의 연구에서는 2.86점, 노선숙(2010)의 연구에서는 2.90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임종간호태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내가 말

기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가 가장 낮았으며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

이다’가 다음 순으로 조혜진 & 김은심(2005)과 이성현(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가족들은 죽어가는 가족이 남은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도록 돕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등으로 말기 환자들은 죽음의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

들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였다는 이성현(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간

호사들이 임종간호태도에 가족의 영향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종의 과정에서 대상자와 가족과 임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종간호 수행 시 가장 힘든 부분에서 가족들과의 의사사통

방법 부족”으로 호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임종환자와 가족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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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사의 임종간호 교육 경험에 따라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다른 선행 연구(양승애, 2015; 안미숙, 2013;

김은정, 2012; 김혜림, 2014)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9

김성자. 2015;지경애, 2004; 노선숙, 2010)의 결과에서도 임종간호 지식과 이종간호태도

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추

기 위해서는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차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 모두 대상자의 연령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

데, 특히 40세 이상의 연령 그룹에서 다른 연령 그룹보다 영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간호사는 임종간호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영성을 살펴 볼 수 있

는 기회를 자주 가지게 되어(서영숙 & 성기월, 2012),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면

서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추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공감역량은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선행연구(이혜경, 2015; 이승금, 2016; 노미향, 2017)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간

호사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임상경험 및 임종간호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

신의 공감능력이 높아 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종간호태도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는 양승애(2015), 어단연(2010), 오선정(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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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성과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으로 나누어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는데, 이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 영성 및 수평적 영성이 강할수록 공감의 능력이 높고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며 또한 공감의 능력이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안미숙, 2014), 임

상간호사의 공감능력과 임종간호수행(노미향, 2017), 임상간호사의 공감역량과 임종간

호수행(조계하 외, 2015)와 유사하며 대상자는 다르지만 대학생의 영성과 공감의 상관

관계(Huber & MacDonald, 2012), 중등교사의 영성과 공감역량간의 상관관계(이종연,

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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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검정방법으로 매개분석을 하였으며, 영성

을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은 수직적 영성과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는 공감역량이 임종간호태도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수직적 영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연구로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는 없지만 김희영 외 (2017)의 연구

에서 공감역량은 임종간호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임종간호수행을 향상시키는 매개효과

가 있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성과 이타주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본

Saslow et al. (2013)와 윤미(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영성과 직무성과에서 공감

의 매개효과를 본 김경미(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임산간호사의

영성 특히 자아수용 및 자아 초월성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환자와의 의

사소통을 통한 공감능력을 높여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상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수평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매개효과 분석 4단계에서 수평적 영성과 공감역량이 임종간호태도에 유의하지 않아

공감역량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평적 영성이 초월적

인 존재와의 관계인 수직적 영성과 달리 자신과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 타인 수용

성을 받아들이는 성향의 속성으로 인해 공감역량과의 상관성이 0.70이상으로 높게 나

타나 두 개념간의 유사성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절대자와의 초월적인 관계 및 자아 수용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신념 및 자질을 포함한 수직적 영성은 임종환자와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서 간호사의

공감능력 및 기술을 통해 임종환자를 돌보는 태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궁극적으로 임종환자를 돌봄에 있어 임종간호태

도가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강화시키고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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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을 죽음불안, 죽음인식, 죽음태

도, 호스피스 인식, 임종간호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의 여러 연구가 있었으

나 영성과 공감역량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종간호를 많이 경험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영성과 공감역량이 임종간호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감역량이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

음을 규명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를 위한 영성과 공감역량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간호사들의 영성의 수직적 차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만 완전매개효과

를 확인하였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영성의 수평적 차원이나 영성의 통합으로

구분하여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영성 도구의 일부 항목이 공감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측정도

구 오류 발생하여 앞으로 간호사들의 영성과 공감역량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과 공감역량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째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W시에 소재하는 1개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 수에 있어 표

본 계산을 통하여 요구되는 표본 수는 만족하였지만 각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표본수

에 차이가 있고, 표본수가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한 결과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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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일 대학 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간호사 172명을 대상으로 시행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임종간호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적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수직적 영성이 임종간호태도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공감역량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직적 영성

에는 초월성과 조화로운 관계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초월성은 일반적인 한

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자신, 타인 상위 존재를 포함하며

조화로운 관계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인혁,2009). 임종과정에서 임종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수직

적 영성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은 죽음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과 타인

과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정리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초월성의 경험을 통하

여 죽음 이후의 상위 존재로 나아가는 준비 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는 공감역량을 통하여 임종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임종간호 수행을 제공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배려로 임종간호 대상자와 가족들이 임종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

록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갖추어 긍정적인 임종간호태

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종간호태도에 또 다른 영향 요

인은 임종간호 교육 경험 유무로 임종간호교육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임종간호태

도가 유의하게 높아 임종간호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간호사의

영성과 공감역량을 이용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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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간호연구와 간호 실무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성의 수직적 차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

개효과만 확인 되었고 영성의 수평적 차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서 공감역량의 매

개효과가 없었다. 이에 다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경험적 증거를

생성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른 영성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적

인 연구와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상자를 임종을 주로 경험 하는 병동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병동을 포함한 간

호사들에게 확대 실시하여 임종을 경험한 간호사와 경험이 없는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단위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영성과 공감역량을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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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과

±표준편차

1 임종환자 간호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다. 3.06±0.55

2 죽음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2.58±0.85

3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1.85±0.63

4
환자 가족을 위한 간호는 사별 직후 비탄과 사별 이후

애도기간 전반에 지속되어야 한다.
3.11±0.54

5 나는 임종환자의 간호를 맡지 않았으면 한다. 2.49±0.76

6
간호사는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2.99±0.61

7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 지도

모른 다.
2.36±0.66

8
간호하고 있는 환자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때

나는 화가 날 것이다.
2.71±0.61

9 임종환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2.69±0.62

10 임종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2.87±0.47

11
환자가“내가 죽나요?”라고 물었을 때, 즐거운 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10±0.53

12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신체적 간호에 참여해야 한다. 2.97±0.50

13
내가 없을 때 내가 간호하던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셨으면

한다.
2.47±0.70

14 나는 임종환자와 친밀해 지는 것이 두렵다. 2.67±0.66

15 내가 실제로 죽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3.01±0.66

16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3.21±0.55

<부록 1> 임종간호태도 문항별 점수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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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과

±표준편차

17
환자가 죽음에 임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야 한다.
2.89±0.53

18
가족들은 죽어가는 가족이 남은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도록 돕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3.39±2.21

19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적 중재에 대해 의사결정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3.22±0.65

20
가족들은 그들의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 가능한 한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18±0.42

21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3.17±0.50

22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3.29±0.51

23
간호사는 임종환자가 필요 시 면회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3.37±0.55

24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3.26±0.52

25
임종환자 간호에 있어서는 통증 완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2.94±0.69

26
내가 말기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1.82±0.56

27
임종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3.08±0.51

28 죽음과 임종에 대한 가족 교육은 간호의 책임이 아니다. 2.94±0.70

29
임종환자에게 감정적, 결정적으로 밀착된 가족들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 수행에 종종 방해가 된다.
2.37±0.67

30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을 준비 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3.0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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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문 항

평균과 ±

표준편차

수

직

적

차

원

1
나는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흔들이거나

불안 해 하지 않는다.
2.69±0.882

2 나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2.41±0.864

3 나에 대한 타인의 심각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3.72±0.713

4
어떤 일에 대해 실패했을 때 나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

다.
4.06±0.681

5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극복할 수 있다. 3.39±0.848

6
어떤 계기를 통해 나에게 그 무엇인가 내재된 힘이 있다

는 것을 깨닫는다.
3.47±0.826

7 나는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 3.11±0.834

8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 3.14±0.861

9 나는 나의 한계를 안다. 3.62±0.760

10
나는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

엇인지 안다.
3.66±0.669

11 타인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3.30±0.898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키지 않는 지시를 받아도 기꺼이 따

른다.
3.38±0.854

수

평

적

차

원

13 나는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3.33±0.943

14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특성을 잘 파악한

다.
3.34±0.798

15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도와준다. 3.27±0.780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한다. 3.58±0.779

17
주위 사람들이나 그룹의 조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다.
3.76±0.654

18 나는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3.02±0.895

19 나는 자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3.55±0.887

20 나는 대자연을 보면 어떤 힘을 느낀다. 3.54±0.963

<부록 2> 영성 문항별 점수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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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과 ±

표준편차

1 나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3.67±0.676

2 나는 대상자를 격려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다 3.60±0.714

3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유머를 통해 대상자를 기분 좋게 한다. 3.42±0.802

4
대상자는 나에게 질병에 관한 어렵고 힘든 감정에 대해

표현한다.
3.64±0.716

5
나는 간호를 통해 대상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주려고 노력 한다.
3.73±0.648

6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 3.77±0.712

7
나는 ‘대인관계 능력(환자, 동료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석 한다.
3.22±0.697

8
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3.56±0.660

9 나는 대상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조심 한다 4.04±0.670

10 나는 대상자의 말을 항상 경청 한다 3.81±0.726

11 나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 준다 3.84±0.661

12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대한 편이다 3.66±0.670

13 나는 대상자의 정서적 상태변화를 잘 알 수 있다. 3.66±0.660

14
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3.41±0.779

15 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한다. 3.42±0.700

16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지장 받지 않고 환자

간호를 수행 한다.
3.33±0.858

17 나는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해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다. 3.44±0.766

<부록 3> 공감역량 문항별 점수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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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대상 도구 영향 요인 결과 설명력

김경숙

(2016)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스트레스 및

임종간호태도 정도

관계 파악 및

영향요인 확인

B광역시 2개의 대학병원,

1개의 종합병원의 병동과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200명

- Frommelt(1991)

개발한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을

조혜진(2004)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죽음에 대한 인식(β=0566),

임종환자 간호 부담감

(β=-.250),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β=.276), 간호직

만족도(β=.165), 연령(β=.112)

31.7%

김은정

(2012)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불안과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임종간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대전시 소재 3개 대학병원의

암환자가 많은 내과병동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암환자와 말기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

164명

- Frommlet(1991)가 개발한

임종간호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Care of Dying Scale)

연구자가 번안한 5점 척도

30문항의 도구

호스피스 교육 수혜경험

(β=.203)

죽음불안 (β=-.175)

13.1%

김혜림

(2014)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임종간호태도

내과병동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임종간호태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부산광역시 소재한 3개의

대학병원, 2개의 종합병원과

양산시에 소재한 1개의 대

학병원에 근무하는 3개월

이상의 경력 간호사245명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30문항 4점

척도를 사용

죽음에 대한 태도 (β=-.351)

호스피스 교육 경험(β=.265)
22.2%

<부록 4> 임종간호태도 영향요인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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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대상 도구 영향 요인 결과 설명력

오청욱

&

김선예

(2017)

장기요양시설의 돌봄

종사자의 공감만족,

공감피로 및 소진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요양기관의 돌봄

종사자의 공감 만족,

공감 피로,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요 인을 규명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5개

노인요양기관 종사자

126명

-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김보람(2013)이 요양기관 근무

요양 보호사 대상으로 재

수정한 도구

공감만족 β=.44),

공감피로(β=-.47, )

소진(β=-.09)

37%

조계화,

박애란,

이진주,

&

최수정.

(2015)

임상간호사의 고통경험,

공감역량 및 돌봄

행위가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사의

고통경험, 공감역량

및 돌봄 행위가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

명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

간호사 175명

- 이영진(2014)이 개발한

공감역량 측정도구

-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간호수행도구

돌봄행위(β=0.379)

공감역량(β=0.286)

부서(β=−0.135)

(응급실에서 근무할 경우 타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보다

임종간호수행 능력이 감소)

43.5%

김경진,

&

용진선.

(2013).

암 병원 간호사의 영성,

죽음불안 및 소진

암 전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영성과

죽음불안 및 소진의

관계를 파악

서울에 소재하는 일개 암

전문 병원근무하는

간호사 210명

- Howden(12)이 개발한 영성

측정 도구(Spirituality

Assessment Scale)를 오복자

등(2013)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

영성은 죽음불안과

(r=−0.327, p=0.01)

소진과 높은

역 상관관계

(r=−0.690, p= 0.01)

죽음불안은 소진과 보통

정도의 정 상관관계

(r=0.5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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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대상 도구 영향 요인 결과 설명력

홍은미

(2013)

암 병동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불안, 임종

환자간호 태도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의미, 죽음

불안 및 임종 간호에

대한 태도를 파악

경기도 소재 A암전문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서울시 소재

B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92명

-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죽음관여도(β=.22),

죽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β=.25),

최근 1년 간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 여부(β=.21)

21.5%

최윤정

(2018)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영향요인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D암센터에 근무하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임상경력 3개월 이상인

간호사 160명

-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β=.594)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식

(β=.164)

42.2%

조혜진

(2004)

죽음교육이 간호

대학생의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죽음교육이

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J시에 소재한 G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총 36명

실험군 20명

대조군 16명

-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도구 저자 번역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

죽음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죽음불안이 낮아지고

임종간호태도는 놓아짐

노미향

(2017)

임상간호사의

공유의료적

의사결정인식과

공감능력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사의

공유의료적

의사결정인식,

공감능력이 임종간호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D광역시 소재한 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1년 이상의

간호사 207명

- 이영진(2014)이 개발한

공감역량 측정도구

-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간호수행도구

공감능력(β=.40)

근무부서(β=.17),

공유의료적

의사결정인식(β=.16)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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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대상 도구 영향 요인 결과 설명력

남금희

(2015)

응급실 의료진의 임종

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응급실 의료진의

죽음인식과 임종환자

돌봄 특성요인과

임종환자 돌봄 태

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종환자

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수도권 소재의 3개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104명, 응급실 의사

41명

- Weigel 외(2007)의

“professional End-of-Life

Attitude Scale"

전문가적 임종 돌봄 태도

(β= .313),

임종환자 돌봄 교육 유무

(β= .237),

죽음불안(β=-.269)

34.0%

양승애

(2015)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분석

임종간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서울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

재한 4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90명

- Frommelt(1991)가 개발한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을 조혜진(2004)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죽음 인식(β=.362),

임종간호 스트레스(β=.338),

죽음에 대한 태도(β=-.268),

죽음 불안(β=-.204)

32.7%

이성현

(2017)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의 속성과 간호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종간호태도의

영향 요인을 규명

환자의 임종을 1회 이상

경험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61명

-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

결혼 상태(β=.19)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β=.22)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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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대상 도구 영향 요인 결과 설명력

김숙남

(2010)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수준을 파악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54명

- 이경렬 등(2003)이 개발한

30문항의 5점 척도인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 사용

죽음불안과 영성 총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나지 않음

죽음 불안의 하위 요인 중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약한

역 상관관계 보임

서영숙&

성기월

(2012)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영성이

호스피스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영성과 호스피스

간호수행의 정도를

파악하고 호스피스

간호수행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D시와 K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 161명

- 이경렬 등(2003)이 개발한

30문항의 5점 척도인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 를 사용

- 호스피스 간호수행

Bae (2000)가 개발한 ‘호스피스

간호수행 척도’

영성(β=.50),

임종경험 여부(β=.27),

노인요양시설 실무기간(β=.21),

호스피스 교육 여부(β=.14)

43%

심미경&

박정모

(2017)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 정도가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영성,

생의 의미, 호

스피스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p시와 H군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 208명

- paloutzio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박지선(2005)이 수정

보완한 영성도구

- FATCOD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도구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β=0.40) 생의

의미(β=.27)

영성과 호스피스교육 과정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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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목적 대상 도구 영향 요인 결과 설명력

이금재&

박연숙

(2015)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간의

관계를 확

경기도에 소재

노인요양병원

근무 간호사350명

- 이경렬 등(2003)이 개발한 30문항의

5점 척도인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

사용

-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8,

p<.001)

조계화,

박애란,

이진주,

&

최수정

(2015)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호스피스 인식 및

영성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

대구ㆍ경북 지역에

있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0명

- 박인혁(2010)이 Howden (1992)의 영성

척도를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재개발한 도구

-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간호수행도구

영성(β=0.38)

인문학적 소양(β=0.25)

부서(β =-2.47),

(응급실 에서 근무할 경우 타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보다

임종간호수행 능력이 감소)

조명주

(2015)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

U시에 소재하는

1개의 4년제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61명

실험군 69명

대조군 68명

- Howden(12)이 개발한 영성 측정

도구(Spirituality Assessment Scale)를

오복자 등(2013)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

- FATCOD(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실험군의 영성은

증진되었으나 임종간호태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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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돌보는 경험이 증가하게 되며, 임종을

맞은 대상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영성과 공감역량의 연관성을 제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이 연구는 총 20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일 부터 18.6.30일 지 이며,

해당 연구 참여기간은 1일입니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종간호를 경험하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간호사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합니다.

설문지는 영성 20문항, 공감역량 17문항, 임종간호태도 30문항, 일반적 특성 11문항으로 총

7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부록 5> 연구대상자 설명문과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서 ver.2.0

1. 연구 제목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참여기간

4. 연구 방법

5. 연구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임종간호수행 시 간호사의 간호윤리에 대한 기초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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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간호사가 수여하는 윤리 교육 중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연구 위험성

·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 형태로 위험성이 최소화 되었습니다만, 연구

참여자에게 시간의 소요와 심적 부담 등의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감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연구대상자 보호

·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밀성 및 익명성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수집된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 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발표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공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 답변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제공한 서류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주십시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연구에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연구 참여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9.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

· 연구 참여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답례품으로 3000원상당의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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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자 성명 : 김은희

- 연구자 전화번호 : 010-0000-9278

- 연구자 e-mail : sojiny1@hanmail.net

11. 연구 심의 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입니다.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전화번호: 033-7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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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ver.2.0

연구제목: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에서 공감역량의

매개효과

1. 본인은 이 조사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해서 의논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압니다.

6. 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7. 본인은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 서명 일자: 년 월 일

연구 담당자 (서명) 서명 일자: 년 월 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지도교수: 임영미(010-000-8914, ymlim@yonsei.ac.kr)

연구자: 김은희(010-0000-9278, sojiny1@hanmail.net)



- 78 -

<부록 6> 설문지

Ι.일반적 특성 - 해당란에 V를 해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30세 ② 31세-40세 ③ 41-50세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기타

4.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5. 귀하의 학력은? ① 3년제 대학 졸업 ② 4년제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재학이상

6. 귀하의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은? ______________년

7.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______________

8. 귀하는 최근 1년 이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 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는 임종간호(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① 있다(9-1과 9-2로 이동) ② 없다

9-1. 교육 또는 훈련 시간은 얼마입니까? 총 ________시간

9-2. 다음 중 어떤 과정을 통해 받으셨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학부수업 ② 대학원 수업 ③ 보수교육 ④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직무교육

⑤ 호스피스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⑥ 기타

10. 귀하는 임종 간호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1가지만 선택)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③ 전문기술이 부족해서

④ 의사소통방법이 서툴러서 ⑤ 죽음자체가 두려워서 ⑥ 기타( )

11. 귀하의 임종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

① 환자의 죽음 ② 특별한 책이나 영화,TV…등 ③ 나의 건강 혹은 신체적 질환 ④

종교적 교육 ⑤ 장례식 등을 통해 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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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목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흔들이거나

불안 해 하지 않는다.

2 나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3 나에 대한 타인의 심각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4
어떤 일에 대해 실패했을 때 나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5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극복할 수 있다.

6
어떤 계기를 통해 나에게 그 무엇인가 내재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7 나는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

8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

9 나는 나의 한계를 안다.

10
나는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11 타인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키지 않는 지시를 받아도 기꺼이

따른다.

13 나는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특성을 잘

파악한다.

15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도와준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한다.

17
주위 사람들이나 그룹의 조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18 나는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19 나는 자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20 나는 대자연을 보면 어떤 힘을 느낀다.

Ⅱ. 다음은 환자를 간호 하는데 있어서 영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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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목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2 나는 대상자를 격려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유머를 통해 대상자를 기분

좋게 한다.

4
대상자는 나에게 질병에 관한 어렵고 힘든 감정에

대해 표현한다.

5
나는 간호를 통해 대상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주려고 노력 한다.

6 나는 대화할 때, 적절한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

7
나는 ‘대인관계 능력(환자, 동료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석 한다.

8
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9
나는 대상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조심

한다

10 나는 대상자의 말을 항상 경청 한다

11 나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 준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대한 편이다

13 나는 대상자의 정서적 상태변화를 잘 알 수 있다.

14
나는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15
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한다.

16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지장 받지 않고

환자 간호를 수행 한다.

17
나는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해 감정이입이 잘 되는

편이다.

Ⅲ. 다음은 환자를 간호 하는데 있어서 공감역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Ⅳ. 다음은 임종간호태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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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목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임종환자 간호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다.

2 죽음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3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4
환자 가족을 위한 간호는 사별 직후 비탄과 사별 이후

애도기간 전반에 지속되어야 한다.

5 나는 임종환자의 간호를 맡지 않았으면 한다.

6
간호사는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7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 지도

모른 다.

8
간호하고 있는 환자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때 나는 화가 날 것이다.

9 임종환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10 임종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11
환자가 “내가 죽나요?”라고 물었을 때, 즐거운 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2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신체적 간호에 참여해야 한다.

13
내가 없을 때 내가 간호하던 환자가 임종을 맞이 하셨으면

한다.

14 나는 임종환자와 친밀해 지는 것 이 두렵다.

15
내가 실제로 죽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16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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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항목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7
환자가 죽음에 임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야 한다.

18
가족들은 죽어가는 가족이 남은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도록 돕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적 중재에 대해 의사결정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
가족들은 그들의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 가능한 한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1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22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23
간호사는 임종환자가 필요 시 면회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24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25
임종환자 간호에 있어서는 통증 완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우려 할 문제가 아니다.

26
내가 말기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27
임종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28 죽음과 임종에 대한 가족 교육은 간호의 책임이 아니다.

29
임종환자에게 감정적, 결정적으로 밀착된 가족들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 수행에 종종 방해가 된다.

30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을 준비 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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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도구 사용 동의 메일

1) 영성 도구 사용 동의 메일

2) 공감역량 도구 사용 동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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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간호태도 도구 사용 동의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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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ompassionate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caring for

dying patients of general hospital nurses

Kim, Eun 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compassionate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caring for

dying patients of general hospital nurse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The total subjects were 172 nurses at one general hospital in

Gangwon-do in South Korea from March 28, 2018 to April 5, 2018. The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Spirituality Scale (Cronbach’s α=.84),

Compassionate Competence Scale (Cronbach’s α=.91) and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FATCOD) Scale (Cronbach’s α=.7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4.0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wo

sample t-tests,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by regression

analysis as suggested by 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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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ean scores of the spirituality was 67.33(±8.13), the vertical spirituality

39.94(±4.71), horizontal spirituality 27.40(±4.44). The mean scores of the

compassionate competence of subjects was 61.23(±7.85), and the mean scores of

the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was 85.75(±6.05).

2. Vertical spiritual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age(F=8.253,

p=.000), academic background(F=5.513, p=.005), current work unit(F=4.486, p=.013),

and horizontal spiritual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age(F=8.709, p=.000), marital status((F=2.999, p=.003), religion(F=3.565, p=.000)

academic background(F=7.532, p=.001), clinical career (F=5.190, p=.002). And

compassion compete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age (F=6.053,

p=.000), religion (F=3.216, p=.024), academic background (F=4.609, p=.011). In the

case of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spice (terminal care) education experience (t=4.930, p=.000)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ity(Vertical spirituality, horizontal

spirituality),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revealed tha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ertical spirituality(r=.215, p<0.01), horizontal spirituality(r=.234,

p<0.01),compassionate competence(r=.289, p<0.01)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ertical spirituality(r=.528, p<0.01), horizontal

spirituality (r=.730, p<0.01).

4. Compassionate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a complete mediating effect (β

=.198 , p=.02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but compassionate competence had no mediating effect on the



- 87 -

relationship between horizontal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compassionate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tical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with a

focus on spirituality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are highly recommended to

improve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of nurses who provide terminal care in

a general hospit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Nurses, spirituality, compassionate competence,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