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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 이 정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학습자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맥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모형
(naturalistic model)에 따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연주의 모형이
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나 순서를 강조하는 Tyler 모형과는 달리 프로그램 개발
이 독자적인 직선적 과정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로 각 맥락에
적합하게 자연스럽게 개발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관계자들의 숙의와 토론, 노인 교육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욕구와 반응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평가 부분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노인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을 통하여 죽음과 죽음준비에 대하여 형성한 의
미들을 질적, 서술적으로 분석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얻게 된 성과를 분석하였
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참여 관찰법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고, 근거이론에 바
탕을 둔 질적, 서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대
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노인 학습자들에게 죽음에 대
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
을 정리하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지금의 생활에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학습자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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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
대인에게는 불쾌하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대개 영화와 같은 미디
어를 통해 각인된 것이 대부분으로 영화에서는 죽음이 노화과정과는 아무 관
계없이 폭력에 의해 갑작스럽게 생명이 끝나는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오랜 병고 끝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노화
과정의 결과로 기능적 쇠퇴 현상을 겪은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Olshansky,
S. J. & Carnes, B, A., 2001). 임종과 죽음은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노화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사실들인 것이다.
Marshall(1975)과 Erikson(1963)이 죽음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노년의 주
요 적응 과제로 제시한 것처럼, 특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노인들
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노년기의 바람직한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Alfons Deeken, 1986b).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성장과 변
화에 집착하여 개인적인 발전과 성취는 높게 평가해온 반면 노화와 죽음에
대한 가치는 소홀히 평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보다 근접해있는 노인들의 경우, 죽음 회피,
죽음 부정의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해 좀더 개방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어떻
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할지, 어떻게 죽은 것이 평화롭고 고
통 없이 죽는 것인지, 죽음에 대한 가치와 규범을 탐색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재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를 살
펴보면,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학습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기관
이나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식의 교육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노인들
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들을 인출해내고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의
미를 발견하고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Schaie &
Parr, 1981). 특히 죽음이라는 주제는 직접 경험하여 실증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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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이해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고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환경,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달라지며, 과학적 지식이나 계몽의 정도 등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죽음에 대한 지식과 공포의 문제,
나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 죽음이 현실적 삶에 갖는 의미, 죽음에 대한 표상
의 다양성과 도덕적 판단의 문제 등 죽음을 둘러싼 일반적 문제들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각되고 인식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경험과 인식구조,
죽음에 대한 감정 수준을 고려한 학습 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차명호, 1998; 어성
연, 1995; 노용구, 2000; 유민지, 2000)은 요구조사-일반적 목적 설정-프로그램
목표 설정-학습내용 및 경험의 선정-평가 등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중시하는
Tyler 모형에 따라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형은 교육 목표를 설정
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양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어서(Marsh & Willis, 1999), 프로그램의 개발 절
차와 교육 내용만을 제시해줄 뿐 프로그램 환경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현장의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노인들의 경우는 광범위한 연령과 경험의 폭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다양한 학습 집단이므로 노년기의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주입식 교육
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과정(process)을 중시하는 학습활동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이 실행되기 이전에 모든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선형
구조보다는 개인차가 큰 노인 학습자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실행 도중에도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행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기술적인
(descriptive)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망된다.
본 연구는 노인이라는 학습 대상과 죽음이라는 학습 주제를 다루기에 적
합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학습자들이 죽음을 마지막 성장
의 기회로 삼아 자기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도록 원조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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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라는 두 부분으로 나
누어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되었
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유동적 상
호작용을 중시하는 상호작용모형 중 Walker의 자연주의적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상호작용이론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단계적․직선적 과
정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를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교육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인교육기
관, 노인학습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맥락의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하
여 프로그램이 변형, 개선되는 과정을 프로그램 개발 과정으로 보고 이것을
Walker의 자연주의적 모형(naturalistic model)의 숙의 단계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죽음학과 죽음교육 관련 문헌 연구를 통
하여 주제 영역과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고, 전문가 세미나(성인교육학회 소속
교육 노년학 모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용배열과 교수 방법, 평가 방법 등
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시
교육 상담, 심리학, 종교학, 사회복지학, 교육 노년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5명
에 의해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조
언을 얻었다. 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프로그램을 서울 노원 구에 있는
B노인 복지관에서 예비 프로그램으로써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집단 활동에서 강의와 집단 활동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수정하였고,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일부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배열 순서 등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본 프로그램은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라는 명칭으로 서울에 있는 S노인 복지관에서 실시되었다. 실시 기간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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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3일에서 10월 24일까지 실시되었고,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1시
간 30분에서 2시간씩 총 8회가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준비교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어 노인 학습자
를 위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찰하여 참가 노인
들이 죽음과 죽음 준비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
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참여관찰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 연구의 타당성
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진행자와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여 수
업활동의 기록과 수업 진행을 위한 보조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 수
준이나 집단 활동의 기법 도입 여부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에 진행자와 함께 참여하였다. 자료의 기록은 본 프로그램의 1
회기부터 8회기까지 수업활동의 전 과정을 보이스 레코더를 이용하여 녹음
기록하였고, 매 회기마다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 사회복지사가 수업 기록표를
각각 작성하여 수업이 끝난 직후에 서로 프로그램 진행의 적합성과 문제점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렇게 수집된 수업 기록표, 수업활동 전 과정의 녹음
기록 등을 모두 텍스트로 옮겨 적은 후 근거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즉
옮겨 적은 텍스트를 모두 해체하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난 후에 규칙적
인 것들을 찾아서 범주화하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범주들을 연구자가 연
구하고자 하는 범주별로 다시 분류하여 인과관계의 패턴을 찾았다. 분류된 범
주들을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작업을 거쳐 더 추론적이고 분석적인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분석과는 별도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노인학습자
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질문지의 구성은 학습자들의 일반
적인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가장 유익했던 것과 가장 유익하지 못했던 것 등
을 4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개선할 점, 교육을 받고
일어난 변화나 새로이 결심한 것 등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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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평가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평가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모형
본 연구는 Walk의 상호작용 이론에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상호작용이론은 평생교육의 구성주의 패러다임 혹은 실제적-해석적 패러다임
에 지적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자와 학습 고객 사이의 상호
작용 행위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중요시한다(Cervero &
Wilson, 1994).
이 이론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표준화된 절차와 단계
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
소들을 고려하여 순환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이론 중에서 자연
주의 이론(naturalistic theory)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자연주의 이론은 Walker
의 접근(Walker's approach)이라고도 하며 프로그램 개발이 미리 정해진 결정
과 절차에 따르는 전통적인 합리성 이론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신중한 숙의와 실제적 합리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순
환적-합의 접근을 따른다(김진화, 2001).
상호작용이론은 전통적 합리성 이론과는 다르게 선형적으로 구분되는 표준
화된 프로그램 개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의사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2차에 걸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습자의 반응이나 주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되어 개발되었으며 어느 상황에든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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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절차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된 구성요소에서
나타난 관계의 세트
끝

설계
목적과 수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과정

대안과
절차

대안적 비용과
결과 비교
가장 방어
가능한 것 선택

숙의
신념 이론 목적

시작

대안의
결과 고려

이미지

절차

강령

출처 : Walker, D. F.(1971). A naturalistic model for curriculum development. School
Review, 80(1), p. 51.

[그림 1]상호 작용이론 - Walker의 자연주의적 모형

죽음교육프로그램의 주제 영역 개발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교수 내
용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죽음 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죽음 학 관련 문헌 및 관련 잡지, 학위 논문 등을 통
해서 죽음 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 내용들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였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죽음과 유가족’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
서 죽음 관련 이슈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였다. 또 사회 교육 분야에서 시
행되고 있는 죽음교육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죽음관련강좌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
였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죽음 학의 연구물들을 개괄한
후 죽음교육을 위해 다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죽음, 죽음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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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등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추출하였고, 죽음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국면을 다루어서 죽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의
세 영역의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죽음 영역에서
는 노인들이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곧 해결해야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Quadagno, 2002), 사회 전반의 문제나
제 3자의 죽음을 주로 다루는 사회학적․윤리적 영역이나 의학적 영역의 이
슈보다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주로 다루는 철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영역의
요소들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죽음 금기의 문화 속
에서 노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노출하고 죽
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죽음의 의미, 죽음관 등을 주
요 요소로 추출하였다.
죽음의 과정 영역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인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대처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적 영역과 임종 간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과정과 어떠한 죽음을 맞
이하고 싶은지 죽음의 환경에 대한 생각을, 임종 간호 영역에서는 인간다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주요 학습 요소로 추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죽음의 환경과 관련하여 환자의 알 권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 등이 논의되어서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의 상황, 환경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별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비탄 반응을 통하여 살펴보고 사별에 대처하기 위한 방
법을 생각하게 하여 죽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요소를 추출하였다.

죽음불안의 통합적 모델에 기초한 내용 요소 추출
위와 같은 죽음준비교육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개발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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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여, [그림 2]의 Tomer, A & Eliason, G. (1996)이 제안한 죽음 불
안의 통합적 모델의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Tomer & Eliason(1996)의 죽음 불안의 통합적 모델
에 의하면, 죽음 불안에는 과거에 관련된 후회, 미래에 관련된 후회, 죽음의
의미라는 3가지의 직접적인 결정인자가 있다. 과거와 관련된 후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고, 미래와 관련된 후회는 미래의 기
본적 목표를 채울 수 없다는 무능력의 인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인자인 죽음
의 의미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 있는 혹은 무의미하게’처럼 개인적인 죽
음의 개념화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은 과거와 미래에 관련된 후
회를 많이 느낄 때 혹은 죽음을 무의미하게 인식할 때 높은 죽음 불안을 경
험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죽음불안의 통합적 모델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내용의 큰 축을 죽음과 자기 자신(self)의 탐색에 두고,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
고 자기 자신의 삶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 불안이 감소되도록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즉 죽음의 의미(혹은 무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후회의 감
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을 수정
하거나 인생 회고(life review), 인생 계획, 자기 초월의 과정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처 기제 를 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념하였다. 죽음의 의미와 관련된 후회의 감정이나 생각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죽음의 의미 탐색하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별과 상실’
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삶의 체
계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지각을 바꾸는 과정이고 그래서 질서와 목적 감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Tompson & Janigian, 1988). 그러므로 죽음
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를 탐
색하고 죽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하였다. 인생 회고의 과정에서 발전된 유산의 의미가 죽음 뒤에도 자신은 이
세계에 영원히 소속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에(Birren, J.
E. & Deutchman, D. E., 1991),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
해서 ‘나의 인생 정리하기’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유산’ 부분을 설정하였

42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9 No.1, 2006

고, 이를 통해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을 점
검하게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또 세상에 대한 신념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의 장례식 계획하기’부분을

구성하여 현재의 자신의 삶의 방식과 내세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는 학습 방법으로 세상에 대한 신념과 자신에 대한
신념, 과거와 관련된 후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 기제로 인생을 회고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당연히 죽음과 자신의 붕괴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자각
하기 시작하고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삶을 재조직하고 재통합하려
는 행동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Birren, Kenyon, Schroots & Svensson, 1993).
그러므로 노인들이 수용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이야기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자아 통합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에
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프
로그램에서는 집단 활동과 적절한 발문법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살아
온 삶의 이야기를 표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집단 활동을 교육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죽음에 관련된 일률적인 내용을 주입하기
보다는 노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전망을 서로 이야기하고 탐색
하는 가운데 각자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
참여자들의 정서적 관여를 통한 자기 이해, 가치명료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집단 활동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Raths, Harmin & Simon(1978)은 학습자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적절한 가치
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가치 명료화 훈련(Value Clarification)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가치 명료화 훈련은 학습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련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과는 다르다.
가치 명료화는 학습자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
신에게 명료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대표적인 전략은 대화 전략, 쓰기 전략, 토론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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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s et al., 1978). 이러한 가치 명료화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
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가치 명료화 전략이 구사되도록 하였다.
또 이러한 가치 명료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숙고의 자세가 부족한 학습자들에
게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정립할 수 있
도록 돕고 이것이 자신의 죽음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대한
신념

죽음 돌출

대처 기제

자신에 대한
신념

죽음의 의미

과거에 관련된
후회

죽음 불안

미래에 관련된
후회

출처 : Tomer, A., & Eliason, G. (1996). Toward comprehensive model of death anxiety.
Death Studies, 20, 343-66.

[그림 2] 죽음불안의 통합적 모델

세미나를 통한 내용 배열, 교수 전략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출된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와 기본적인 틀을
성인교육학회 소속 교육 노년학 모임의 세미나를 통하여 점검하였고, 프로그
램의 내용 배열, 교수 전략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다. 세미나에서 토
의를 거쳐 결정된 프로그램의 배열은 삶의 의미 탐색→ 죽음의 의미 탐색→
죽음의 실제적 준비의 순서로 하고, 특히 죽음의 의미 탐색은 일반적인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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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망→다른 사람의 죽음→ 나의 죽음의 과정의 순서이다. 이러한 배열은
학습 과제를 다루기 위한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맞춘 배열이고, 죽음의 의미
를 탐색하기 위한 배열의 순서는 죽음 불안의 정도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세미나를 통하여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회기 배열이 잠정
적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다시 관련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1> 잠정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회기 배열
회기

프로그램 내용

1회기

자기소개 및 강좌 소개

2회기

나의 인생 정리하기

3회기

죽음의 의미 탐색하기

4회기

사별과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5회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6회기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7회기

나의 장례식 계획하기

8회기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수정․보완
세미나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 프로그램을 서울시 노원 구에 있는 B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였다. 총 7명의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였고, 죽음 준
비나 학습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
하여 교육 방법을 집단 활동 위주에서 강의와 집단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
로 수정하였고,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과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학습자들이
심리적 부담과 긴장감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S 노인복지관에서 총 10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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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였다.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학습자의 연령이 고령층이어서
죽음의 과정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불가능하
였던 경험이 있어서 참가 연령의 제한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 프로그램 회기의 배열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였다.
예비프로그램은 세미나에서 결정된 대로 삶의 의미 탐색→ 죽음의 의미 탐
색→ 죽음의 실제적 준비의 순서로 프로그램의 회기를 배열했으나, 이러한 배
열은 소집단 활동에서 필요한 자기 노출이나 학습에 대한 저항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번 참가자들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집단 초기의 단계에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일생에서
죽음은 노화하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
화와 노년기라는 강의를 2회기에 첨가하여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노화와 노년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노
화와 노년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게 내용 구성을 하였다. 진행자가 참가자
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하자 수업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 탐색(3회기)에서 시작하여 사별 경험(4
회기)과 평화로운 죽음(dying)을 맞이하는 방법(5회기)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
람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재적인 죽음 준비에 해당하는 유서 쓰기(6회기)와 장례식
계획(7회기)을 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다.
사별에 대한 내용을 4회기에 새롭게 첨가하였는데 참가자들이 사별한 사람
8명에 사별 안한 사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호 배움이 가능하였고, 자
신의 죽음의 과정(5회기)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여 죽음불안 상승이나 감정적인 무리 없이 단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의 과거의 사생활과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인생 회고의 시간
은 충분히 친숙해진 집단 발달의 후반기(8회기)에 배치하여 학습에 대한 저항
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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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및 배열
프로그램 제목

가능한 활동 및 대안

1회기

자기소개 및
강좌의 이해

진행자, 보조 진행자의 자기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프로그램 소개 학습자들의
자기소개, 마음을 여는 시간, 별칭 짓기 게임

2회기

노화와 노년기

마음을 여는 시간, 관련 강의, 논의
노화와 질병 예방을 위한 자가 진단표 작성

3회기

죽음의 의미
탐색하기

관련 강의, 논의
죽음을 주제로 한 만다라 그림 그리기

4회기

사별과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관련 강의, 논의
사별이나 상실의 경험 나누기

5회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6회기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7회기

나의 장례식
계획하기

8회기

나의 인생 정리하기
및 프로그램 평가

관련 강의, 논의, 완화의학에 관한
비디오 시청 ,생명 유언장 작성
관련 강의, 논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 탐색 활동
유언장 작성
관련 강의, 논의
신상 명세서 작성
사망 후의 절차와 장례에 대한 체크리스트
논의
사진을 이용한 인생 회고

프로그램의 평가
본 연구의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은 효과성을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
나 학습자의 행동 변화로 판단하기보다는 학습자와 학습 장면의 적합성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가 10명 내외이기 때문
에 양적인 통계를 통한 효과 검증이 큰 의미가 없고, 프로그램 개발 모형 자
체가 프로그램 개발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 행위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찰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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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들이 들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죽음과 죽음 준비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프로그
램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죽음과 죽음 준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은 자아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 등 죽음 자체에 대한 불안보다는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소외, 수치심, 신체적․정신
적 기능 상실에 대한 걱정 등 죽어 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이 훨씬 강하였고,
죽음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가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은 대체로 평화롭고 긍
정적이었다. 특히 고생스럽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온 노인들에게 죽음은 이러
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참가 노인들은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내면생활을 가꾸는 자
기 계발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죽음은 이러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빼앗아 가는 사건이었고, 죽음을 독립감과 행동 가능성이
상실되고 듣기, 보기, 먹기, 대소변 보기, 청결 등과 같은 신체 기능이 상실되
어 기존의 자기 이미지가 해체되고 그로 인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의존적
인 상태에 이르게 하여 자기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죽음 준비의 의미로 참가 노인들은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 무조건 양보하
고 원만하게 자기 조절하여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는 준비(죽
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참가 노인들은 유서를 쓰거나
장례식을 계획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은 육체를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
을 실재적인 죽음 준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습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하며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
아왔는지에 대한 자기이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죽음과 관련된 가치, 감정, 태도를 탐색하고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감정들의 발산은 강의시간 보다는 집단 활동과 논의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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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출되었고, 다른 학습자들의 공감과 위로를 통하여 감정들이 정리되고 정
화되는 것을 수업 시간 중의 학습자들의 발언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었다.
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노인 학습자의 기대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였
는지를 질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4점 척도(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물어 본 결과, 가치 있는 수업이었
나?(3.4), 기대하였던 내용이었나?(3.0), 진행 방법이 적합하였나?(3.1), 진행자
가 흥미를 유지시켜주었나?(3.3)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과 가장 유익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가장 유익했던 것으로는 ‘평화로
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를 꼽았으며, ‘나의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는 2명이 ‘나의 장례식’
을,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 유산’과 ‘노화와 노년기’를 각각 1명씩이 꼽았
으며 5명은 유익하지 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반응하였다.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 식 질문
에는 대부분 응답이 없었고, 응답한 사람들은 ‘강의와 대화 모두 적절히 혼용
해서 좋았다’, ‘간식 등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차 한잔이면 된다, 인원은 10명
이 적당했다’ 등 주로 좋았던 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번 교육을 받고 일어난 변화나 새로이 결심한 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죽었을 때 후손들에게 과하고 무거운 장례를 하
지 말라는 유언을 더욱 확실히 해야겠다고 느꼈다(효도 차원에서 돈 많이 들
이는 장례는 하지 말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어졌다, 직접 화장해서 가족
묘 외의 공간에 뿌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교육을 통해 굳어졌다’,
‘잘 배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만족했습니다’, ‘매장을 안
해도 관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변화는 없지만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등의 대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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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같이 민감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주제를 학습활동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이러한 주제를 수용하고 거부감 없이 활동에 참여
하느냐가 프로그램의 적합성 판단의 1단계가 될 수 있다(Stillion, 1979). 본 연
구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수업일시 변경으로 결석을 하
는 경우도 있었지만 참가자 10명중에서 마지막까지 9명이 출석을 하여 학습
활동을 수용하였고, 매 수업 시간에 구성되어 있는 집단 활동도 시간을 충분
히 부여하고 기다려주자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수업활동에 반응을 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노인학습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 모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개인차가 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다양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 및 신체적 특성, 성격 및 정서적 특성, 죽음준비정도,
죽음불안 정도, 학습관, 선수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여 교
육 방법,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회수 및 배열 등을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개발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자-학습자의
상호작용 패턴을 질적으로 기술하여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차명호, 1998; 어성연, 1995; 노용구,
2000; 유민지, 2000)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Tyler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맥
락과 학습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 결과의 평가도 양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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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용한 수량적 평가가 대부분이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교수전략
과 학습요소가 학습 효과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을
질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차가 큰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고
려할 문제점과 대안,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 가
능성을 높인데 의의가 있다.
둘째,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성과로는 문
헌 고찰과 2회의 노인교육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본 경험에 비추어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낸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건강 및 신체적 특성, 성격 및 정서적 특성, 죽음준
비정도, 죽음불안 정도, 학습관, 선수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이었다.
건강 및 신체적 특성으로는 대부분의 노인학습자가 시력이 쇠퇴하여 작은
글씨나 많은 양의 글을 읽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밖에도 청력의
쇠퇴, 질병으로 인한 손의 근육 마비 등으로 글씨를 쓰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였다.
성격 및 정서적 특성으로는 내향적인 성격의 학습자는 집단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적,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나타내 집단 활동
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으로 죽음준비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내용 수준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서 쓰기나 장례식 관련 준
비, 시신 처리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은 학습자들도 있어서 수업이 시작되
기 전에 점검하고 적합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불안 정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죽음불안을 높일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프로그램 진행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피면
서 학습자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내용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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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습 관, 선수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은 학습 상황에
서 진행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 학습
자들이 페다고지적 학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진행자에게 의존하는 일
방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강의 위주의 수업 방식이
적합하였고, 선수 학습에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것이 다음 학습활동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집단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상호작용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 자-학
습자, 학습자-학습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와 평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양적 측정을 통한 교육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기존
의 실증주의적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실행에 서술적 평
가 방법을 도입하였고 질적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교육현장에서 죽음준비교육을
실행할 경우 어떤 사항을 고려하고 어떤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 실제 노인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매뉴얼이 아니므로 교육현장의 학습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
시할 수 있다.
노인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은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학습과는 다르게
미래의 준비나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성보다는 지나온 세월에서 의미
를 발견하고 자아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의미 부여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노인 학습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
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지금의 생활에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죽음부정의 문화 속에서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노인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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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여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죽음과 죽음 준비에 대한 의미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 기회를 통하여 노인 학습자들은 죽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하
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노인 학습자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위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학습자에게 적합한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
죽음준비교육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교육
(general education)과 죽음, 죽어 가는 과정, 사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의 직업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프
로그램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죽음준비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죽음
에 대한 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죽음과 관련된 실제적인 준비를 하
도록 원조하여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은 억압되고 회피되어온 죽음
에 대한 논의를 서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생각과 불안, 부
정적 태도를 정리하고, 자신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노인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관련된 사항
을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 둠으로써 도덕적 책임이나 혼란 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죽음 관련 문화의 형성에 이바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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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목적에 기초하여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 죽어 가는 과정, 사별 등 죽음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이해한다.
․죽어 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사별로 인한 비탄 반응을 이해한다.
․죽음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둘째, 죽음에 대한 경험과 의미 탐색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확
립한다.
․자신이 경험한 타인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표현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을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증가된다.
․죽음이 자신의 삶에 갖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죽음을 다루는 능력, 죽음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죽음과 관련된 현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민
감해진다.
․죽음과 관련된 현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대처기제로서 생명유언장, 호스피스, 유언장, 장례식 등의 필
요성을 이해한다.
․위의 대처기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이 변화된다.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의 원인을 이해한다.
․죽음을 회피, 부정하는 태도가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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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기준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세미나, 2회에 걸친 프로그램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할 것을 제안
한다.
첫째, 죽음 불안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선정한다. 죽음준비교육의 선
행 연구들(Leviton, 1977; Deeken, 1986b)을 살펴본 결과 죽음불안을 경감시키
는 것이 대표적인 목적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은 유 목적적, 의도적 활동이므
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반영하는 내용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김진화, 2001).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는 [그림 2]의 Tomer & Eliason(1996)이 제안한
죽음 불안의 통합적 모델에 기초하여 죽음불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
다. 이 죽음불안의 통합적 모델은 세상에 대한 신념과 자신에 대한 신념을 변
화시켜 과거에 관련된 후회, 미래에 관련된 후회를 경감시키고, 죽음의 의미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죽음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3회기 ‘죽음의 의미 탐색하기’, ‘4회기 사별과 상실에 대하여’, ‘5회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를 구성하여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세상에 대한 신념과 자신에 대한 신념을 점검하고 삶의 의미를 찾
기 위해서는 2회기 ‘노화와 노년기’, 5회기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7회기
‘나의 장례식 계획하기’, 8회기 ‘내 인생의 4계절’을 구성하여 자신의 위치와
삶의 목적을 알아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기 초월과정을 통해 자기가 확
장되는 것으로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실재적인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Johnstone &
Rivera(1965)에 의하면 성인들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재적인 것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응용적인 것에, 정보나 지식보다는 기술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 노인들의 경우에 의미 있는 자료가 사용되거나 학습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을 때 연령과 관련된 결함이 줄고,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
가 된다(Arenberg, 1968). 예비 프로그램을 실행해본 결과를 보아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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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노인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유서, 장례식 계
획 등 죽음이 닥쳤을 때 유용한 실재적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
성하였고, 각 회기의 강의도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
해보는 시간과 즉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샘플이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
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학습 배경을 반영해야 한다.
노인들은 개인차가 커서, 교수자, 교수 방법, 교육 내용 등이 노인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Kasworm, 1983).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력, 과거의 학습 경험, 문
해력, 집단 활동에 참여한 경험, 비슷한 교육을 받은 경험, 죽음 준비의 정도,
자아와 학습에 대한 태도, 생활 경험, 성격의 개방성 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하도록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특히 노인학습자에게 있어서 자기 이미
지는 교육 참여와 성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Kasworm, 1983), 특
히 건강의 쇠퇴, 경제력의 쇠퇴, 무력감, 학습 상황에서의 자기 신뢰의 결여
등이 노인 학습자들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nox,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지 않도
록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수정하였다 주로 내성적인 성격에 의존적인 학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과거 학습에서 성공한 경험이 거의 없는 낮은 자아 개념
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학습 스타일인 강의를 위주로
하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처 기술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였
다. 반면에 활달하고 개방적인 성격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 집단에게는 강의와 집단 활동을 병행하고 집단 활동을
통하여 태도 변화를 위한 가치 탐색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였
다.
넷째, 학습자의 동시대 출생 집단 특성(birth cohort)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참여자들의 출생 집단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는 학습자들의 경험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Kasworm,
1983). 현재의 노인 집단은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노인 집단이나 현재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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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각 회기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내용을 선정하였고, 학문적인 개념 정의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를 주로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였다.

내용 편성 및 계열화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세미나, 2회에 걸친 프로그램 진
행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내용 편성과 계열화를 제안한다.
첫째, 집단 발달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강의와 집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단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고 학습자의 의식 깊은 곳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자기 노출이 가능하도록 감정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집단 형성의 초기
에는 학습자-학습자, 진행자-학습자간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학습자들이 깊은 수준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표현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기 쉽다. 주로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여
자아를 탐색하는 내용(‘내 인생의 4계절’)은 친숙하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형성
된 집단 발달의 후반기에 배열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죽음 불안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 교육은 학습자들이 죽음에 대한 거부․회피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이나 타인의 죽음은 객관적
으로 다룰 수 있으나 자신의 죽음은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내용
배열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일반적인 전망,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험인
사별 부분을 앞부분으로 배열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
의 회기에 배열하여 죽음 불안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도록 배열하는 것
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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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내용
위와 같은 프로그램 내용 선정의 기준과 내용 편성 및 계열화의 절차를 거
쳐 위에서 언급한 <표 2>같은 프로그램 내용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강의와 집단 활동,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논의 등 세 부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회기에 세
부분의 활동을 모두 다 진행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죽음 불안도나 학습활동
에 대한 저항 등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맥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
행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을 취사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
연성이 필요하다.

교수 전략
본 프로그램에서는 노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 전략
을 제안한다.
첫째, 노인 학습자의 이전의 생활 경험을 수업 활동에 포함시켜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촉진한다. 노인 학습자의 학습과정
은 새로운 정보가 이전의 지식에 연결되고 실생활 경험에 바탕을 둘 때 가장
효율적이다(Spigner-Littles & Anderson, 199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
학습자의 이전의 생활경험이 학습 활동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개방형 질문 등을 통해 자유로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
였다. 또 노인 학습자의 생활 경험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진행자가
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먼저 노출하여 모델로 제공하고, 이와 비슷한
학습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나 수업의 초반부에 프로그램의 의도나 목표를
노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학습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온 신념, 지식, 가치, 세계관에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으므
로 노인 학습자를 다룰 때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지식이 구성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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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또 학습 과정을 조절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과제 및 기대
되는 학습 결과에 적합한 전략을 스스로 세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왜 학습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프로그램과 수업
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 학습자에게 그들의 수업 계획과 학습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습자들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Knox, 1977).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주요 신경시스템의 기능이 느려지고, 이러한 신경 전달 속도의 저하
는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처리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irren, 1964). 실제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진행해 본 결과에 비추어볼 때도 노인 학습자들의 경우는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기관이 쇠퇴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학력 수준이 낮
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학습 활동을 불안감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함
께 교수자가 학습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습자에게 학습의 속도가 빠
르지 않는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문하면서 수업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
여 이들의 자아 개념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용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고 대답이 맞는지 불확실한 답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Botwinick, 1978). 그러나 노인들은 비 위협적인
환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Kasworm, 1983). 따
라서 진행자가 노인 한 사람, 한사람을 따뜻하게 인정해주며 노인들의 이야기
에 공감해주고, 노인들의 장점은 칭찬하고, 약점은 비난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지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
도록 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례나 활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기억으로부터 자료를 검색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보 검색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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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통한 유도나 선다형 문항 등이 에세이 테스트보다 더 많은 검색 단서
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Okun, 1982). 노인교육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도, 노인들의 경우 축적된 경험의 양이 많아서 이것을 적절히 인출하여 표
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실패하지 않고 잘 해야겠다는 부담감 때
문에 학습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갖게 되는 실패에 대한 공포나 정보 검색․인출의 어려움을 검색의
단서를 제공하고 과제의 복잡성을 감소시켜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친숙한 예나 참고로 할 수 있는 모델, 체크 리스트, 진단표 등을
제공하였고, 장례식 계획이나 유언장 쓰기, 작별 편지 쓰기 등은 동년배의 보
통 노인의 예를 제시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환경
노인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소집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집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촉진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집단 원이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서 집단 원들과 자주 눈을 마주치며 집단을 살펴보았다.
․집단 원이 그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지적
이고 수용적인 심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집단이 형
성된 후 전반부의 2회기까지는 집단원 상호간, 지도자와 집단 원간에 친
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래나 게임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넣는다.
․말하기, 듣기, 보기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어적 메시지를 부호화하
고 전달하는 능력을 방해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조처하는 것이 좋다. 노인 집단을 이끌 경우에는 특히 글을 쓰는 것
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보조 진행 자를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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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시켜서 핸디캡이 있는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방적 의사소
통 패턴을 촉진하도록 유념한다.
노인 집단은 특히 리더 중심의 의사소통 패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 리더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집단 원들이 서로 직
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발언 기회
를 정해놓기보다는 수업 시간 중에 언제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회기를 마치
고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교환하는 친교의 시간을 설정하여 그날의 집단 과
정이 어떠했는지를 재검토하고 집단 원들과 서로의 느낀 점들을 교환하는 시
간을 갖는 것이 좋다.
셋째, 응집력 있는 집단이 조성되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의 크기를 적게 하고 친밀
한 환경을 만든다. 노인들은 서로 자유롭게 상호 작용하는 집단에 끌린
다. 노인들의 경우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
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집단
의 크기는 되도록 작게 하고 친밀한 환경을 만들어서 집단원들 간에 자
유롭게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이고, 비경쟁적이며 덜 위협적인 집단 내 관계를 조장하기 위해,
집단 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표현할 때나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비판적이거나 적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사려 깊고 도움을 주는 방
식으로 하도록 격려한다.
․진행자는 학습자를 개별적으로 다루도록 유의한다. 즉 학습자가 집단 내
에서 존중받고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
으로 다루고, 학습자의 논평이나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학습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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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체적, 인지적 측면의
장애로 인해 학습 속도가 느린 노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개개
인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노인 학습자들이 학습에 편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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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for the Aged

Ej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prove it's effects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which help the aged prepare one's own death, through one of
the interactive theory, the Walker's naturalistic model. The program developed
through this model was put in operation upon the aged, who were actually using
the welfare facilities.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to the
facilities and its effec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based on Parlett & Hamilton's
illuminative model. The course of study of the program in the study for the aged,
did not simply deliver information about their death. This study suggests to offer
chances to organize their past through lectures and group activities, and to truly
discover the significance of present life, the existence of death provides, while
thinking over the point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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