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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해부학 사체실습 전후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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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해부학 사체실습 전후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로, 연구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였으며 대상자는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8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영적안녕은 성별과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해부학 사체실습 후 영적안
녕 정도는 사전사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해부학 사체실습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 정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영적안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 해부학, 죽음, 간호대학생, 영적안녕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s to death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The study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87 nursing students. Anatomy cadaver practice was performed for 3 hours,
2 tim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paired t-test with SPSS/WIN 14.0 program.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had higher spiritual well-being,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ut, attitudes to deat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natomy cadaver 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as a
method that can significantly increase spiritu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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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는 전인간호의 측면에서 인간이 단순히 생리적 존재만이 아닌 사회심리적 영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써 총체적 간호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 상태’라고 재정의하
면서 간호학 분야 또한 기존의 간호뿐 아니라 영적 간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1]. 영적
영역은 인간의 고유하고 통합적인 영역이며, 영적 영역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 환경적 상황으로부
터 자신을 초월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2].
영적안녕은 인간의 영적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존재하는 절대자(신)와 자신, 이웃, 환
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3]. Fish와 Shelly(1983)는 영적안녕이란 개
인의 신앙유무와는 상관없이 절대자와의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속에서 삶
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랑과 관심을 주고 받으며 용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온전함을 성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
서 사람은 누구나 넓은 의미의 임종을 앞두고 있으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죽음만큼 인간에
게 불가피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다. 따라서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적극적
인 자세로 그 의미를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상자을 도와주는 일은 전인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하겠다[5].
죽음에 대한 태도란 죽음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조직화되고 지속
되는 일련의 신념과 감정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준비태세로서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
를 위해서는 간호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6].
간호대학생의 경우, 미래의 간호제공자로서 효과적인 영적간호 수행을 위해 자신의 영적안녕이
선행되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짐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
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 영적안녕과 관련된 연구는 입원환자
[7], 암환자[8], 호스피스환자[9] 등 간호대상자의 영적안녕에 대한 연구와 호스피스자원봉사자[10],

간호사[11][12] 등의 간호제공자의 영적안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
와 관련된 연구도 호스피스자원봉사자[13], 간호사[14-16]대상의 연구가 많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소수 있으나[17][18] 주로 조사연구이며 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부학 사체실습 전후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부학 사체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증진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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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해부학 사체실습 전후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
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해부학 사체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해부학 사체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연구가설
가설 1. 해부학 사체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점수는 참여전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해부학 사체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점수는 참여전보다 높을 것이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해부학 사체실습 전후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단일군 전 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
한 자를 대상으로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가 .05, 검정력 1-β가 .95, 효과크기가 .75일

때 최소 표본 수가 21명인 것을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9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였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87부(92%)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3 해부학 사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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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사체실습은 경상남도 Y시에 소재하는 B대학교병원 해부학교실 사체실습실에서 2012년 5
월 4일과 6월 29일 각각 3시간씩 이루어졌다. 교육은 B대학교 해부학교실 강사 3명이었으며 사체
1구에 학생 6명이 한 조가 되어 첫째 날에는 인체의 신경, 혈관, 근육 위주로 실습이 이루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가슴, 복부, 골반부의 장기 위주의 실습이 진행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영적안녕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19]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Choi[20]가 번안하여
Kwang[8]이 수정 보완하고 Park[16]이 다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

항으로 하위영역인 종교적 영적안녕 10문항, 실존적 영적안녕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87이었다.

2.4.2 죽음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Thorson과 Powell[21]이 개발한 Death Orientation측정도구를 Park[22]이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90이었
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구하였
다.

∙대상자의 해부학 사체실습 전 후의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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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K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87명이며, 남자가 21.8%, 여자가 78.2%였
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5.2%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20.7%, 불교가 17.2%, 천주교가 6.9%순이었
다. 경제적 상태를 중위로 지각한 경우가 50.6%로 가장 많았고 하위로 지각한 경우 33.3%, 상위로
지각한 경우가 16.1%였다.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4%, 보통이 39.1%, 불만족이 6.9%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점이 평점 4.0이상이 11.5%, 평점 3.5~3.99가 41.4%, 평점 3.0~3.49가 29.9%, 평점
3.0미만이 17.2%였다[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N=8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Gender

Religion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to major area

Academic adjustment

Categories

n(%)

Male

19(21.8)

Female

68(78.2)

Protestant

18(20.7)

Catholic

6(6.9)

Buddhist

15(17.2)

None

48(55.2)

Upper

14(16.1)

Middle

44(50.6)

Low

29(33.3)

Satisfied

47(54.0)

Moderate

34(39.1)

Unsatisfied

6(6.9)

≥ 4.0

10(11.5)

3.5~3.99

36(41.4)

3.0~3.49

26(29.9)

＜ 3.0

15(17.2)

3.2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

±

±

영적안녕의 전체 평균점수는 52.08 8.47(범위20 80)이었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는 63.30 9.83(범
위25 100)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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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N=87)

[Table 2] Spiritual Well-being, Attitudes to Death of the Subjects
Variables

±
52.08±8.47
63.30±9.83
M SD

Spiritual well-being
Attitudes to death

Range
20~80
25~1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
일반적 특성별 영적안녕 정도는 성별(t=-2.31, p=.023), 종교(F=11.69, p=.000)에 있어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그 내용을 보면 성별이 여자인 경우 영적안녕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종교에 있어
서 기독교인 경우 영적안녕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불교, 천주교, 무교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별 죽
음에 대한 태도 정도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Table 3] Difference of Spiritual Well-being, Attitudes to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7)
Characteristics
Gender

Religion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to major
area
Academic
adjustment

Categories
Male
Female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Upper
Middle
Low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4.0
3.5~3.99
3.0~3.49
3.0

≥
＜

Spiritual well-being

±SD
±0.46
±0.40
±0.43
±0.35
±0.35
±0.34
±0.35
±0.42
±0.46
±0.40
±0.43
±0.57
±0.39
±0.39
±0.48
±0.36

M
2.41
2.65
3.03
2.46
2.64
2.45
2.68
2.53
2.68
2.65
2.52
2.71
2.78
2.63
2.62
2.38

t/F(p)
-2.31
(.023)
11.69
(.000)

1.35
(.266)
1.10
(.338)
2.08
(.109)

Attitudes to death

±SD
±0.39
±0.39
±0.30
±0.55
±0.37
±0.41
±0.55
±0.38
±0.32
±0.40
±0.41
±0.20
±0.32
±0.43
±0.31
±0.46

t/F(p)
1.25
(.213)
.67
(.572)

M
2.63
2.50
2.63
2.62
2.48
2.50
2.40
2.55
2.56
2.56
2.51
2.45
2.68
2.45
2.59
2.53

.94
(.394)
.32
(.729)
1.11
(.351)

3.4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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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적안녕은 사전 2.60점에서 사후 2.66점으로 증가하였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전
2.53점에서 2.53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설 1. ‘해부학 사체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점수는 참여전보다 높을 것이다’는 지
지되었다. 해부학 사체실습 전 영적안녕 점수는 평균 2.60점, 사체실습 후 평균 2.66점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t=-2.49, p=.015)[Table 4].
가설 2. ‘해부학 사체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점수는 참여전보다 높을 것
이다’는 기각되었다. 해부학 사체실습 전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2.53점, 사체실습 후 평균
2.5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5, p=.961)[Table 4].
[표 4] 해부학 사체실습의 효과
(N=87)

[Table 4] Effects of o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s to Death
Variables
Spiritual well-being
Attitudes to death

Pre-test

±
2.60±0.42
2.53±0.39
M SD

Post-test

±
2.66±0.44
2.53±0.44
M SD

t

p

-2.49

.015

0.05

.961

4. 결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87명을 대상으로 해부학 사
체실습 전후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
이며, 연구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였다. 대상자들에게 해부학 사체실습을 3시간씩,
총 2회 실시하였으며 해부학 사체실습을 하기 전 사전조사를 하였고 해부학 사체실습 2회가 끝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영적안녕은 성별과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해부
학 사체실습 후 영적안녕 정도는 사전사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죽음에 대한 태도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해부학 사체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정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영적안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
으로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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