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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Death Education on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d‐of‐Life  Care: A  Prelim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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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f-life care competencies have been perceived as important and essential, so it has been suggested 
that end-of-life care be studied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However, end-of-life care curriculum 
has mostly focused on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rather than attitudes. Therefore, we aimed to 
explore whether education about death affects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s care for dying patients 
and perception of death anxiety, meaning in life, and self-esteem. A total of 15 first- or second-year medical 
students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completing a 6-week death education course. 
Paired data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improved significantly (t=-2.84, p=0.013) with an effect size of 0.73. In contrast,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death anxiety, meaning in life, or self-esteem. All participants agreed that formal 
teaching about death and dying must be encouraged in medical schools. Our results suggest that death 
education may positively influence attitudes towards end-of-life care. Although replication with larger samples 
is necessary, this preliminary finding may support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end-of-life 
care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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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8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

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은 죽음에 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죽어가는 과정이 연장되고 삶과 죽음에 한 결정

이 의료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삶의 질과 

자기 결정에 한 존중을 지향하고 있다. 사람들이 임종장소로 자택

을 가장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2],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사망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3]. 이러한 현실에서 말기 및 임종 환자에 한 돌봄도 

많은 부분을 의료진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학의 역할을 질병의 완치와 생명 연장으로 규정하는 문화 속에

서 환자의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의사들은 

종종 좌절과 실패,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4]. 또한 의사 자신이 질병

에 걸리게 될 것에 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환자를 멀리하기도 한다[4]. 말기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 

느끼는 감정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고[5], 그 결과 환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Yun 등[6]의 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는 질병상태에 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하였고, 자신이 말기라는 것을 아는 환자들에서 정서적 스트레

스가 낮고 삶의 질이 더 높았다. 또한 환자와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말기 및 임종기에 환자가 받는 침습적 치료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애도기간 적응과도 

관련이 있었다[7].

말기 및 임종기에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과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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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면서 의과 학교육에서도 말기환자 돌봄 교육의 필요성이 

두되었고[8], 미국이나 영국의 의학교육 인증기관은 의과 학 교

육과정에 말기환자 돌봄 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9,10]. 

그러나 이에 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보의사

들은 자신이 말기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11]. 일반적으로 말기환자 돌봄 교육은 임상실습과정이나 전공

의 수련 초기에 시행되고 있고[12,13], 통증조절의 치료원칙이나 

의사소통방법과 같은 지식과 술기의 획득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14]. 반면, 의과 학에서 학생들이 공식적 교육을 통해 죽음에 

한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고 상실과 고통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그러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한 인식이나 죽음에 한 태도는 말기환자 

돌봄의 질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의과 학

에서 이에 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5].

이에 본 연구는 의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죽음의 서사를 간접적

으로 경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죽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

이 삶과 죽음에 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태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죽음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말기

환자 돌봄 태도와 죽음불안, 삶의 의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의과 학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죽음교육

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죽음교육프로그램이 의과 학생의 말기환자 돌봄 태

도, 죽음불안, 삶의 의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 학교 의과 학에서 2017년 8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된 ‘의과 학생을 위한 죽음학’ 선택과목을 수강한 

의학과 1, 2학년 15명을 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강제성이 없으며 참여 여부가 과목평

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하였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한 경우 설문지에 응답하도

록 하였고, 연구 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익명으로 시행

하였다. 사전-사후 응답의 응을 위해 예명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특정 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3. 죽음교육프로그램

‘의과 학생을 위한 죽음학’ 과목은 의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3분기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죽음의 다양한 서사를 

이해하고 죽음에 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성찰함으로써 죽음을 

앞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것을 학습성과로 

하였다. 주 1회 3시간의 수업이 총 6번 진행되었으며, 매 수업은 

죽음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시청한 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매주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였

고 감상문에 한 개별적 피드백을 주었다. 1학점 과목으로서 최종적

으로 pass 또는 non-pass 등급이 부여되었으며, pass의 기준은 출석 

60%, 수업참여도 30%, 감상문 10%를 반영하여 60점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과목의 운영방식과 평가기준은 수강신청 전에 수업계

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도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와 성별을 조사하였다. 사전 설문지

에는 본 과목을 수강하는 이유를 묻는 폐쇄형 질문을 포함하였는데, 

주제에 한 흥미, 영화감상에 한 선호, 담당 교수에 한 호감, 

다른 흥미로운 선택과목이 없었음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후 설문지에는 수업만족도, 죽음에 한 

생각 변화, 죽음이라는 주제의 개인적 중요성 및 죽음교육의 필요성

을 묻는 4개의 폐쇄형 질문과 수업에서의 긍정적 경험 및 수업의 

개선점을 묻는 2개의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였다. 폐쇄형 질문은 

각각 3단계의 응답(가령,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과 

‘잘 모르겠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4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전ㆍ후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였다.

1) 말기환자 돌봄 태도 척도

말기환자 돌봄 태도 척도(Frommelt Attitude Toward the Care 

of the Dying Scale form-B, FATCOD-B)는 Frommelt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 한 인식과 돌봄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원척도 FATCOD는 간호사를 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후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상으로 하는 FATCOD-B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eombruni 등[15]이 FATCOD-B의 

문항을 일부 개선하여 의과 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척도를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5점(1–5) 척도이고, 점수범위

는 30–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말기환자 돌봄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2) 죽음불안 척도

죽음불안 척도(Death Anxiety Scale)는 Templer [1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자신의 죽음, 죽음에 한 생각, 질병, 시간조망과 

관련된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15개의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점수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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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
Age (yr) 23.33±1.76 (21–28)
Sex
  Male  8 (53.3)
  Female  7 (46.7)
Year
  1  5 (33.3)
  2 10 (66.7)
Experience of personal lossa)

  Yes  4 (26.7)
  No 10 (66.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a)Data was available for 14 participants.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Death education

t-value
Degrees of 

freedom
p-value Cohen’s d

Before After
End-of-life care attitude 115.53±8.22 121.23±5.61 -2.84 14 0.013* 0.73
Death anxiety   7.33±2.32   8.09±2.15 -1.99 14 0.066 0.51
Meaning in life
  Presence of meaning  25.07±5.16  24.80±4.83 0.40 14 0.698 0.10
  Search for meaning  28.17±3.44  28.33±3.70 -0.30 14 0.769 0.08
Self-esteem  20.00±3.05  20.20±3.36 -0.27 14 0.794 0.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p<0.05.

Table 2. Influence of death education on attitudes towards life,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3)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는 Steger 등[17]

이 개발한 삶의 의미에 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의미의 존재와 의미

의 추구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의 존재’ 요인은 

응답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며, 

‘의미의 추구’ 요인은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측정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7점(1

–7)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하위요인별로 5–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는 

Rosenberg [18]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자신에 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여 전반적인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0–3) 척도이

며 점수범위는 0–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5. 통계분석

연구 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은 Shapiro-Wilk test로 확인하였다. 모든 자료는 유의수준 0.05에

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죽음교육프로그램이 말기환자 돌봄 태도 

및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으며 효과크기는 Cohen’s d를 이용해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R 소프트웨어(ver. 3.4.3; http://www.r-project.org)

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의과 학생을 위한 죽음학’ 선택과목을 수강한 학생 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Table 1). 학생들은 남자 8명, 여자 7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3.33세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10명이 수강하였다. 사전 설문에서 본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이유에 

해 ‘죽음이라는 주제가 흥미로워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2명, ‘영

화감상이라는 수업방법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명이었고, 

1명은 둘 다 해당한다고 하였다. 15명 중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학생은 4명이었고, 10명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2. 죽음교육이 삶과 죽음, 말기환자 돌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죽음교육프로그램 전 ․ 후에 학생들의 말기환자 돌봄 태도 점수는 

교육 전 115.53점에서 교육 후 121.2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Cohen’s d는 0.73으로 중간–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반면, 

죽음불안 점수는 죽음교육 전 ․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또한 삶의 의미 점수(의미의 존재, 의미의 추구)와 자아존중감 

점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Table 2).

3. 죽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반응과 평가

본 과목을 수강한 후 학생들이 수업 진행방식에 만족하였는지 

여부와 죽음교육의 필요성 및 죽음 자체에 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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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o. (%)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Strongly agree 11 (73.3)
  Agree  4 (26.7)
  Disagree  0
  Don’t know  0
Change in attitudes towards death
  Very likely  4 (26.7)
  Somewhat likely  9 (60.0)
  Not likely  0
  Don’t know  2 (13.3)
Death as an important theme of life
  Strongly agree  8 (53.3)
  Agree  6 (40.0)
  Disagree  0
  Don’t know  1 (6.7)
Instructional methods
  Very desirable  7 (46.7)
  Desirable  7 (46.7)
  Undesirable  0
  Don’t know  1 (6.7)

Table 3. Experiences and opinions of medical students concerning death and
death education program (N=15)

등을 확인하였다(Table 3). 의학교육에서 죽음에 한 교육의 필요

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전 ․ 후를 비교할 때 죽음에 한 생각이 변화하였고, 

앞으로의 삶에서 죽음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부분의 학생들이 영화감상, 토론, 감상문 제출로 이루어진 수업방

식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본 과목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나 좋았던 경험은 죽음에 해 생각

해 보는 기회가 된 점, 영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점,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 

제출한 감상문에 해 피드백을 받은 점 등이었다. 수업의 개선점에 

해서는 부분 없다고 한 반면, 2명의 학생은 가끔 수업시간이 

초과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죽음교육을 통해 다양한 죽음의 서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해 개인적, 집단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과 학생의 말기환자 돌봄 태도와 삶과 죽음에 한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죽음교육 전ㆍ후를 비교하였을 때 

말기환자 돌봄 태도는 교육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죽음교육 시행 후 말기환자 돌봄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의과 학생을 상으로 생애말기 돌봄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였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의과 학에서 공식적

인 말기환자 돌봄 교육을 받고 죽어가는 환자에의 노출을 경험한 

학생들은 지식과 역량이 증가하였고 말기환자를 돌보는 것에 한 

걱정이 감소하였다[13,19]. 국내 의과 학에서는 말기환자 돌봄 교

육의 체계적 시행이나 교육효과에 한 연구가 드문 편이나 한 의과

학에서 4학년 학생을 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통해 말기환자 돌봄 

통합교육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연명치료의 중단 등과 관련된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죽음교육은 교육 상과 내용, 교수방법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말기환자 돌봄 

교육은 주로 의과 학 3, 4학년 임상실습과정에 완화의료 및 호스피

스 실습방식으로 포함되어 있고, 태도보다는 지식이나 술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13,14,19]. 반면,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의 

1, 2학년 학생들에게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토론하는 방식

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임상과정의 학생을 

상으로 말기환자 돌봄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죽음교육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echter 등[21]의 연구에서도 호스

피스나 완화의료를 경험한 1학년 학생들의 말기환자 돌봄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 학 교육 

초기부터 체계적인 말기환자 돌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의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다. 또한 말기환자 돌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과 고통에 한 성찰을 통해서

도 말기환자 돌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이 삶과 죽음에 한 학생들의 반응 및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말기환자 돌봄 태

도와는 달리 죽음불안은 교육 전ㆍ후에 유의미한 점수 변화가 없었

다. 죽음불안이란 죽음이나 죽어가는 과정에 한 실존적 두려움으

로, 의사의 죽음불안은 말기환자에 한 돌봄 태도와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사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 

환자와 죽음에 해 솔직하고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22], 

죽음에 한 의사의 태도에 따라 말기환자에서의 치료적 개입 결정

이 달라질 수 있다[23]. 또한 죽음불안이 높은 의과 학 학생은 우울, 

불안의 수준이 높고 말기환자 돌봄에 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

므로 의과 학교육에서부터 이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24]. 

실제로 의과 학생에서 죽음교육 또는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시행하

였던 연구에서 교육 이후 죽음에 한 두려움이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25,2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와 다르게 

죽음교육 전ㆍ후에 죽음불안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교육 상자의 임상경험이나 교육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

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의과 학 3, 4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죽어가는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Kim HW et al • Death Education and End-of-Life Care Attitudes 의학교육논단 제20권 3호

154 http://www.kmer.or.kr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8; 20(3): 150-155

맺거나 진료를 관찰함으로써 죽음을 하는 태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야 하지만 교육시간은 연구마다 다양하였으므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영역도 죽음불안과 마찬가지로 

죽음교육 전 ․후에 의미 있는 점수 변화는 없었다. 삶의 의미나 자아

존중감은 죽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에 한 지각과 자신의 가치에 한 인식은 죽음을 떠올리

게 하는 상황에서 촉발되는 불안과 공포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27]. 죽음을 상기시키는 단서가 주어졌을 때 삶의 의미를 낮게 

지각하는 피험자들은 죽음불안이 악화되었지만,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27].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죽음에 한 생각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저하시키고 불안수준을 

높였지만 반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28].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서 환자의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인간

의 유한함과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직접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죽음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만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은 모두 단기간에 형성되는 특성이 아니므로 단편적 교육

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과 학에서 죽음에 한 교육

을 시행할 때 죽음과 상실, 삶의 의미에 한 자기 이해와 성찰은 

전체 교육과정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별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2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추론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작은 

표본크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나 척도점수 간의 

상관관계 등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의학과 1, 2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는 과목이었으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만남을 경험한 학

생들의 태도 변화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조군이 없어서 죽음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특별히 죽음이나 말기환자 

치료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죽음에 한 성찰과 토론을 통한 교육이 

말기환자 돌봄에 한 학생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의학과 1, 2학년

을 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더 많은 수의 의과 학생에서 재현이 필요하지만 학생의 발달수준에 

따른 단계별 말기환자 돌봄 교육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14,29], 의과 학 전임상교육과정부터 죽음교육을 체계적, 통합적

으로 구성하기 위한 예비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죽음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돌볼 때의 태도와 역량에 한 추적관찰

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저자기여

김혜원: 연구설계, 자료분석, 초고작성; 박중철: 연구실행, 자료

수집, 원고검토

REFERENCES

 1. Choi YS, Choi JK, Tae YH, Kim DH. Public awareness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its implications. Korean Soc Secur Assoc. 
2015;2015(1):93-107.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ress releases: preliminary results 
of birth and death statistics in 2015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6 [cited 2018 Jun 2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 
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51953&pageNo
=&rowNum=10&amSeq=&sTarget=&sTxt=.

 3. Pivodic L, Pardon K, Morin L, Addington-Hall J, Miccinesi G, 
Cardenas-Turanzas M, et al. Place of death in the population dying 
from diseases indicative of palliative care need: a cross-national 
population-level study in 14 countri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16;70(1):17-24.

 4. Meier DE, Back AL, Morrison RS. The inner life of physicians and 
care of the seriously ill. JAMA. 2001;286(23):3007-14.

 5. Wilkinson DJ, Truog RD. The luck of the draw: physician-related 
variability in end-of-life decision-making in intensive care. Intensive Care 
Med. 2013;39(6):1128-32.

 6. Yun YH, Kwon YC, Lee MK, Lee WJ, Jung KH, Do YR, et al.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and their family caregivers 
toward the disclosure of terminal illness. J Clin Oncol. 2010;28(11):1950-7.

 7. Wright AA, Zhang B, Ray A, Mack JW, Trice E, Balboni T, et al. 
Associations between end-of-life discussions, patient mental health, 
medical care near death, and caregiver bereavement adjustment. JAMA. 
2008;300(14):1665-73.

 8. Sullivan AM, Warren AG, Lakoma MD, Liaw KR, Hwang D, Block 
SD. End-of-life care in the curriculum: a national study of medical 
education deans. Acad Med. 2004;79(8):760-8.

 9.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Functions and structure of 
a medical school: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programs leading to the MD degree.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18.

10. General Medical Council. Tomorrow’s doctors: outcomes and standards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London: General Medical Council; 
2009.

11. Gibbins J, McCoubrie R, Forbes K. Why are newly qualified doctors 
unprepared to care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Med Educ. 
2011;45(4):389-99.

12. Alexander SC, Keitz SA, Sloane R, Tulsky JA. A controlled trial of 
a short course to improve residents’ communication with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cad Med. 2006;81(11):1008-12.



의학교육논단 제20권 3호 죽음교육과 말기환자 돌봄 태도 • 박중철 외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8; 20(3): 150-155 http://www.kmer.or.kr  155

13. Porter-Williamson K, von Gunten CF, Garman K, Herbst L, Bluestein 
HG, Evans W. Improving knowledge in palliative medicine with a required 
hospice rotation for third-year medical students. Acad Med. 
2004;79(8):777-82.

14. Lloyd-Williams M, MacLeod RD. A systematic review of teaching and 
learning in palliative care within the medical undergraduate curriculum. 
Med Teach. 2004;26(8):683-90.

15. Leombruni P, Loera B, Miniotti M, Zizzi F, Castelli L, Torta 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B) among Italian medical students. Palliat 
Support Care. 2015;13(5):1391-8.

16. Templer DI.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Death Anxiety Scale. 
J Gen Psychol. 1970;82(2d Half):165-77.

17. Steger MF, Frazier P, Oishi S, Kaler M.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 Couns Psychol. 
2006;53(1):80.

1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9. Billings ME, Engelberg R, Curtis JR, Block S, Sullivan AM. Determinants 
of medical students’ perceived preparation to perform end-of-life care, 
quality of end-of-life care education, and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J Palliat Med. 2010;13(3):319-26.

20. Kim HK, Nam EM, Lee KE, Lee SN. Awareness and attitude change 
after end-of-life care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2;15(1):30-5.

21. Wechter E, O’Gorman DC, Singh MK, Spanos P, Daly BJ. The effects 
of an early observational experience on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m J Hosp Palliat Care. 2015;32(1):52-60.
22. Rodenbach RA, Rodenbach KE, Tejani MA, Epstein RM.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attitudes about death and communication with 
terminally ill patients: How oncology clinicians grapple with mortality. 
Patient Educ Couns. 2016;99(3):356-63.

23. Barr P. Relationship of neonatologists’ end-of-life decisions to their 
personal fear of death. Arch Dis Child Fetal Neonatal Ed. 2007;92(2): 
F104-7.

24. Thiemann P, Quince T, Benson J, Wood D, Barclay S. Medical students’ 
death anxiety: severity and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health and 
attitudes toward palliative care. J Pain Symptom Manage. 2015;50(3): 
335-42.

25. Hegedus K, Zana A, Szabo G. Effect of end of life education on 
medical students’ and health care workers’ death attitude. Palliat Med. 
2008;22(3):264-9.

26. Morrison LJ, Thompson BM, Gill AC. A required third-year medical 
student palliative care curriculum impacts knowledge and attitudes. J 
Palliat Med. 2012;15(7):784-9.

27. Juhl J, Routledge C. Putting the terror in terror management theory: 
evidence that the awareness of death does cause anxiety and undermine 
psychological well-being. Curr Dir Psychol Sci. 2016;25(2):99-103.

28. Routledge C, Ostafin B, Juhl J, Sedikides C, Cathey C, Liao J. Adjusting 
to death: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self-esteem on psychological 
well-being, growth motivation, and maladaptive behavior. J Pers Soc 
Psychol. 2010;99(6):897-916.

29. Horowitz R, Gramling R, Quill T. Palliative care education in U.S. 
medical schools. Med Educ. 2014;48(1):5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