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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인간에 한 이해를 토 로 문  간호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통하여 공지식과 간호 실무를 통합함

으로써 인간호 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실무 능력을 키울 

뿐 아니라 간호 상자인 인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

업  가치 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

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낯선 병원 환경에 한 긴장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며, 자신

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등 실습에 한 불

안과 스트 스를 갖기도 한다(Park & Park, 2013; Yu, 2015). 

이처럼 간호교육 과정  필수로 거쳐야 하는 임상실습이 간

호학생에게는 스트 스 상황이 되는 가운데 임상실습  환자

의 죽음을 더불어 경험하는 경우는 가장 큰 스트 스 사건이 

된다(Edo-Gual, Tomás-Sábado, Bardallo-Porras, & Monforte-Royo, 

2014). 더욱이 국내 사망자  병･의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

에서 사망한 비율은 2008년 63.7%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에는 76.2%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9). 이는 가

장 최일선에서 환자의 생애 말기 돌 을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죽음을 경험할 기회가 더 증가하 음을 시사한다. 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Kim, 2018) 최근

에는 의료진의 환자 죽음에 한 새로운 과 근이 요구

되고 있으며 이는 비 간호사인 간호학생에게도 외일 수 

없다. Park과 Kim (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의 86.2%가 임상실습에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

고 이들의 62.5%는 환자의 죽음이 자신에게 커다란 향을 

미쳤다고 하 다. 따라서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이 단

지 일부의 간호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

며 임상실습 교육에서 간호학생의 죽음 경험에 해 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

고 죽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Edo-Gual et al., 2014). 특히 간호사가 죽음에 한 불안과 스

트 스 등의 부정  정서를 느낄 때 임종간호 수행이 어려우

며 심리  고통을 경험한다(Edo-Gual et al., 2014; Peters et al., 

2013). 이는 간호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임상실습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공포, 슬픔, 혼동, 불안, 피로 등의 정서  반응을 나타내었다

(Ek et al., 2014; Parry, 2011; Park, Jee, Kim, & Kim, 2014). 

그러나 간호학생의 죽음에 한 태도가 정 이고 회복탄력

성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한 태도가 높았으며(Park & Kim, 

2017), 임종돌  실습 후 죽음에 한 정서표 을 통하여 죽음

의 충격에서 안정  정서를 경험하 다(Jo, 2010). 한 임상실

습 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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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비해서 죽음에 해 정 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Kim, Kim, & Son, 2011). 이러한 간호학생의 환자 죽음에 

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한 좀 더 심층 인 이해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에 한 질  연

구는 국외의 경우, 국과 스웨덴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Ek et al., 2014; Parry, 2011)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Park 

등(2014)이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인 여학생만을 상으로 

병원 실습  환자의 죽음에 한 첫 경험에 하여 상학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죽음에 한 인식은 문화와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Bryan, 2007) 최근 국내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에 하여 이해하

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호학생을 모두 포함한 참여자로

부터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이를 귀납 으로 분석하여 최

근 국내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어

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에 해 탐색하고자 하 다. 간호학생

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향후 간호사로

서 환자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생으로서 환자 죽음 상황을 히 처하고 죽

음에 한 태도와 가치 을 정 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안내

하기 한 간호교육 운 의 기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을 탐

색하기 함이다. 연구 문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자

의 죽음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한 질  내용분석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 은 G도에 치한 일개 간호 학

의 3학년 학생  임상실습에 나가서 처음으로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하 으며 자발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의한 자로 하 으며 목  표집방법(purpose sampling)을 통해 

모집되었다. 먼  연구자가 교내 모집공고 안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 에 부합한 참여자를 모집하 고, 이후 참여

자가 다른 참여자를 소개해 주는 형식의 덩이 표출법

(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 다. 최

종 으로 총 10인이 선정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들이 참여자 개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면담은 참여자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

록 참여자가 선호하는 시간에 조용한 강의실이나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기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인구학  자료

를 수집하면서 일상 인 화를 나 어 편안한 분 기를 조성

하 다. 이후 반구조화된 질문법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최 한 폭넓고 깊이 있게 표 할 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 Gender
Age

(years)
Religion Major Satisfaction

Experience witnessing the 

death

1 Male 23 None Satisfied Yes

2 Female 31 Catholic Moderate Yes

3 Male 23 None Satisfied No

4 Female 21 Protestantism Satisfied Yes

5 Female 21 Catholic Satisfied Yes

6 Female 21 Catholic Moderate Yes

7 Female 22 Protestantism Very satisfied Yes

8 Female 22 None Moderate Yes

9 Male 24 None Satisfied Yes

10 Male 23 None Unsatisfi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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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각 면담에 따라 한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 다. 면

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될 것을 미리 알린 후 녹음되었고, 연구

자는 면담 당일 참여자의 비언어  행동과 면담 분 기 등을 

면담일지에 기록하여 분석에 참고하 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1

회씩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간은 약 30∼90분 정도로 평균 

56분이었다. 면담 후에는 연구자가 녹음된 일을 직  필사하

으며 필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르 을 때 자

료 수집을 종료하 다. 총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29일

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다. 

자료 수집을 한 주요 면담 질문은 ‘실습 에 경험한 환자

의 죽음 상황은 어떠하 나요?’,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느낀 은 무엇이었나요?’, ‘환자의 죽음 상황에서 어떻게 

처하 나요?’, ‘환자의 죽음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요?’, ‘죽음에 해 무엇을 느 나요?’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Graneheim과 Lundman (2004)이 제시한 면담자료의 질  내

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먼  필사된 모든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체 인 의미

를 악한 후, 다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참여자의 경

험과 련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구 이나 문장을 추출하여 

의미단 로 선택하 다. 다음으로 선택한 의미단 를 응축된 

의미단 로 재진술하여 핵심 내용을 최 한 반 할 수 있는 

개념이나 문구로 응축시켰다. 한 응축된 의미단 는 다시 코

드로 명명하여 추상화하 다. 이후 상호 련이 있는 코드들을 

모아서 하 범주로 분류하고 다시 하 범주를 최종 으로 범

주로 도출하여 의미를 종합하 다. 

연구자의 비

연구자들은 학원에서 질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이수하

고, 질  연구에 한 다수의 세미나와 학술 회에 참여하 으

며, 수차례의 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본 연구를 한 질

 연구 역량을 함양하 다. 한 다년간 임상 간호사로서 환

자를 간호하 으며, 학에서 교원으로서 간호학생을 지도한 

바 있어 참여자들의 경험에 한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민감

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질  연구의 평가기 을 고려하 다. 첫째, 신

뢰성(credibility)을 높이기 해서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

험을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목 으로 선정하

고 개별 심층면담 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 다. 한 연구자는 면담 시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

도록 주의하 고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말 그 로 필사

한 후 질  내용분석의 단계를 지키며 분석하 다. 둘째, 합

성(fittingness)을 높이기 해서 참여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

하 고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참여자

를 추가하면서 자료를 수집하 다. 셋째,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을 높이기 하여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 과정에 해 구체

으로 기술하여 연구자의 분석 과정을 다른 사람이 추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분석 과정과 결과를 질  연구 경험이 있

는 간호학 교수에게 피드백을 받아 동료 검증을 하 다. 넷째,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높이기 하여 연구자의 분석 결

과 제시 시 참여자의 말을 그 로 인용하여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의 윤리  고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계획에 하여 소속기 의 생명윤

리 원회(IRB No. 2018-09-001-001)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

는 면담 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과 면담 진행 방법에 

해 설명하 고,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익명으로 수

집된 자료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렸다. 한 참

여자가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 다.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면담을 시행하

고 연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면담을 마친 후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한 소정의 답례품을 지 하 다. 연구자는 참여

자가 동의한 내용을 철 히 지키면서 연구를 진행하 으며, 녹

음 내용과 필사본은 련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 일로 장하고 연구자가 직  

리하 다.

연구 결과

총 10명의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은 ‘직면한 죽음 실 앞

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함’, ‘간호학생으로서 환자 죽음 장

에 있는 나를 바라 ’, ‘죽음에 해 다시 성찰함’, ‘죽음의 무

게를 내려놓기 한 지지의 통로를 찾음’, ‘실제 임종간호 

장에서 다가온 감동과 아쉬움’, ‘환자 죽음을 하는 미래 간

호사 모습을 그려 ’의 6개의 범주와 15개의 하 범주로 도출

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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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 직면한 죽음 실 앞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함

이 범주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낌’, ‘허무함을 느낌’, ‘슬픔을 

느낌’의 3개의 하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앞에서 

환자의 죽음을 실제로 직면하면서 죽음에 한 다양하고 복합

인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 다. 

● 무서움과 공포를 느낌

참여자들은 환자의 주검을 가까이에서 직 으로 목격하면

서 무서움과 공포를 느 고 환자의 죽은 모습은 강렬한 인상으

로 남아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긴장감이 유발되기도 하 다.

“창백해진 그 얼굴이 지 도 딱 뭔가 생각이 나요. 정확하게 

그 얼굴이. 이 게 뭔가 사진처럼 남아 있어요.”(참여자 3)

“정말 첫 날 출근한 지 한 시간도 안돼서 그 상황이 왔거든

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라고 표 을 하면 좀 이상한데 그 

CPR이 울릴 때 나는 벨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지

도 좀 쭈뼜쭈뼛 하다고 해야 하나, 긴장된다고 해야 하나 그

런 게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6)

● 허무함을 느낌

참여자들은 바로 직 에 살아있던 환자가 매우 짧은 순간에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생과 사의 장이 순식간에 바 는 

실 앞에서 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 다.

“1  까지는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어느 한 면으로 되게 무섭고 

한 면은 되게 허무했어요.”(참여자 5)

“ 군가의 죽음이 그냥 삶의 일부? 생활의 일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무 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리나? 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참여자 2)

● 슬픔을 느낌

참여자들은 환자의 죽음과 사망한 환자 앞에서 오열하는 가

족을 지켜보면서 함께 슬  감정을 느끼기도 하 다. 

“엄청 슬펐어요. 그래서 되게 슬 데 어떻게 이거를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참여자 6)

범주 2. 간호학생으로서 환자 죽음 장에 있는 나를 

바라

참여자들은 환자의 죽음이 일어난 장에 존재하면서 간호

학생으로서 스스로 기 하 던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소극

으로 장을 피하면서 처하 다. 이 범주는 ‘간호학생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물리  거리를 두며 피하는 나’의 

2개 하 범주를 포함하 다.

● 간호학생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참여자들은 간호학생으로서 환자가 사망한 임상 장에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 으며 이는 간호학생으

로서 기 하 던 자신의 역할에 한 무력감으로 다가왔다. 

“되게 무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여기서 아, 어

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걸 내가 추스릴 수도 없고... 어떡

Table 2.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Patient Deaths during Clinical Practice

Categories Sub-categories

Experiencing various emotions in facing patient deaths
Feeling fear and frightened
Feeling futile
Feeling sad

Viewing oneself as a nursing student at the scene of 
a patient's death

Experiencing a sense of helplessness
Keeping physical distance

Thinking about death again
Thinking of death in relation to my family
Thinking about what good death is

Finding a pathway of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the patient death experiences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Looking for the help of the mentor who experienced it first

Impressions and regret felt while actually observing 
terminal care

Being moved to see caring for the patient to the last minute
Feeling sorry for the urgent work situation

Picturing oneself as a future nurse dealing with a 
patient's death

Desiring to respect the patient in the face of death
Desiring to work while controlling sadness
Desiring to have time for mourning
Desiring to find meaning in relation to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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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무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이라 희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건 무 꿈도 

못 꾸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2)

“아무래도 학생이고 환자실이기 때문에 조  더 문화된 

그런 곳이니깐 제가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장소인거잖아요. 그

래서 그런 면으로 안타까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물리  거리 두며 피하는 나

참여자들은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에 이어 간호학생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환자의 죽음 장에서 

자리를 피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멀 이 떨어져 거

리를 두고자 하 다.

“뭔가 희까지 가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에서. 그래서 한 5미터 거리에서 보기만 했어요.”(참여자 

8)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될 수는 없고 제가 자리를 피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일부러 사실 보려면 

커튼 사이로 볼 수 있었는데 일부러 멀리 갔어요.”(참여자 10)

범주 3. 죽음에 해 다시 성찰함

이 범주는 ‘죽음을 나의 가족과 연  지어 생각함’, ‘좋은 죽

음이 무엇인가에 해 생각함’의 2개의 하 범주로 구성되었

다. 환자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있어서의 죽음에 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 죽음을 나의 가족과 연  지어 생각함 

참여자들은 환자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자신의 가족

과 연  지어 생각하 다. 환자를 보면서 자신의 조부모나 부

모를 떠올리기도 하 고 슬퍼하는 환자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도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환자 가족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엄마 진짜 가셨어요? 가신 게 맞아요? 이 게 말 하시는

데 그게 무 슬퍼가지고 내 가족도 언젠가 게 될 텐데 

그 생각이 제일 먼  들더라고요.”(참여자 1)

●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해 생각함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오랜 기

간 투병을 통해 가족이 환자의 사망을 비하 던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해 생각해 보기

도 하 다. 간호학생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좋은 죽음이란 자신과 가족에게 비된 죽음이었다. 

“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끼면 그

게 좋은 죽음인 것 같은데 본인이 죽기 싫고 더 살고 싶고 그

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좋은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비를 

 못한 상태에서 상치 못하게 죽는 게 가장 나쁜 죽음인 

것 같아요.”(참여자1)

“가족들과 미리 비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무 갑작

스런 죽음은 서로에게 무 상처고. 물론 만약에, 비된 죽음

은 그 비하는 시간동안 무 고통스럽고 아 겠지만 그래도 

미리, 이 게, 비하는 게 낫지 않나.”(참여자 4)

범주 4. 죽음의 무게를 내려놓기 한 지지의 

통로를 찾음

이 범주는 ‘동료와 의사소통하며 로 받기’, ‘먼  경험한 

멘토의 지지를 구하기’의 2개의 하 범주로 구성되었다. 함께 

실습 인 동료 는 임상 장의 선배나 간호사들로부터 자

신이 겪은 환자의 죽음 경험에 해 이해와 지지를 받기를 추

구하 다. 

● 동료와 의사소통하며 로 받기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장에서 환자의 죽음을 실제로 경험

한 이후 느 던 감정과 생각에 해 함께 실습한 동료들과 나

면서 로를 받았으며 이는 자신이 경험한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내가 무거운 짐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  내려놓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아

는 동기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조

 그래도 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참여자 6)

● 먼  경험한 멘토의 지지를 구하기

참여자들은 동료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보다 

먼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선배의 조언을 듣거나 사 에 환

자의 죽음과 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다. 

“사 에 좀 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 에 임종에 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학교에

서 하는 형식 인 자리여도 좋고, 아니면 미리 실습을 나갔던 

선배 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한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참여자 6)

“그냥 나도 처럼, 나처럼 놀랍고 당황스런 감정을 느낀다

고 가 에서 말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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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5. 실제 임종간호 장에서 다가온 감동과 아쉬움

이 범주는 ‘마지막까지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

함’, ‘ 하게 돌아가는 업무 상황에 아쉬움을 느낌’의 2개의 범

주로 구성되었다. 임상 장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 상황에 

처하면서 직  간호를 수행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

면서 간호학생으로서 임종간호에 해 생각하 다. 

● 마지막까지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함

참여자들은 임상 장에서 간호사가 실제로 환자의 죽음 앞

에서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모습을 찰하 으며 이를 통해 마

지막까지 환자를 배려하면서 간호하는 모습에 감동하 고 환

자 간호의 일부로서 임종간호를 새롭게 경험하 다. 

“마지막에 자녀분들 다 오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 분 면도

도 해주시고, 라인 정리도 해주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정

리해드리는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그 환자의 보호자라면 되

게 고마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6)

“시신에  빼고 이 게 이런 것들을 봤는데 환자가 죽었지

만 그 신체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 게 막  뺄 때도 

되게 배려하면서 빼는 것 그런 것들이  간호의 일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7)

● 하게 돌아가는 업무 상황에 아쉬움을 느낌

반면 참여자들은 환자 사망 후 하게 돌아가는 업무 상황

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가족과 의료진에게 환자에 한 애

도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에 해 아쉬움을 갖기

도 하 다. 

“그 게 막 가족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굳이 막 하게 뭔

가를 치우고 그 게 했어야 하나? 조  시간을 두고 정리를 

했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이걸 처리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는. 물론 그

겠죠.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만약에 가족이었으면 

좀 시간을 더 주지. 우리끼리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을 조용

히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6)

범주 6. 환자 죽음을 하는 미래 간호사 모습을 

그려

이 범주는 ‘죽음 앞에서 환자를 존 하기를 원함’, ‘슬픔을 

조 하며 일하기를 원함’, ‘애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함’, ‘환자

와의 계에서 의미를 찾기를 원함’ 의 4개의 범주로 구성되었

다.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간호학생이 아닌 간호사로서 자신이 환자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해서도 새롭게 그리며 기 하 다. 

● 죽음 앞에서 환자를 존 하기를 원함

참여자들은 환자의 죽음 장에서 가족의 입장을 떠올리면

서 간호사가 된다면 환자의 죽음 앞에서 환자를 존 하고 배

려하기를 소망하 다. 이러한 환자 존 의 태도를 갖고 임종간

호를 수행하기를 바랐다. 

“죽어가는 환자를 볼 때는 좀 겉으로는 티가 안 나더라도 

존 하는 태도, 마음가짐이 는 요한 것 같아요. 아 이사람 

곧 죽을 텐데 죽을 사람인데 이런 마음 보다는 군가의 가족

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니까 같은 죽어가는 사람

이라도 마음속으로는 존 하는 자세가 정말 요할 것 같아

요... 가시는 분에 한 의를 잠깐 임종간호 때만이라도 가졌

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

● 슬픔을 조 하며 일하기를 원함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된다면 환자 죽음에 한 슬픔이 클지

라도 간호 문직으로서 업무에 있어서는 이성 으로 슬픔을 

조 하면서 일하기를 원하 다. 

“간호사가 된다면 이제 이분이 처음일 뿐 앞으로도 이제 사

망하시는 걸 야 되니까 어, 좀 더 이 게 매 리즘에 빠지지 

말되. 이 게 뭔가 슬퍼하고 고인을 기리긴 하되. 어, 뭔가 동

요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에도 많이 했었는데. 무 사망을 당연하다고 여기진 말되 슬

퍼하고, 이 게 뭔가 기리긴 하되 동요되지는 말자고 생각했어

요.”(참여자 3)

● 애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함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된다면 바쁜 업무에 있어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고 환자에 한 애도의 시

간을 갖기를 바랐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진짜 제 마음은 그 일

들은 좀 뒷 으로 두고 그 환자분이 가시는 것을 좀 지켜보고 

싶어요.”(참여자 6)

● 환자와의 계에서 의미를 찾기를 원함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된다면 환자와의 계에서 의미를 찾

기를 원하 다. 간호사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간호사인 자신도 환자를 기억하기를 소

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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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면서 당신과 나와 만나서 즐겁고 행복했단 마음

을 하고 싶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 

가는 길에 좀 더 약간.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 행복감을 

달해 주고 좀 더 마지막까지 아, 그 되게 뭔가.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해 주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제가 간호사 입장이

라면.”(참여자 9)

“환자분의 멀쩡한 뭔가 화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돌아

가시는 과정을 제가 보는 거잖아요. 과정을 보는 게 가족들도 

그 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과정인데 그걸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면 약간 기억에 남지 않을까.”(참여자 8)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에 

해 탐색하고 이해하기 하여 개별심층 면담을 수행하 고 

수집된 자료를 질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최종 으로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범주를 

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직면한 죽음 실 앞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함’이다. 

간호학생은 실제로 사망한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움과 공

포를 느 는데 이는 스웨덴 간호학생들이 사망 환자를 보거나 

병실에 들어가는 것에 한 두려움을 나타내고(Ek et al., 2014; 

Parry, 2011) 국내 간호학생들이 환자 죽음 시 겁먹고 공포를 

느낀 것과(Park et al., 2014) 유사하다. 이는 의과 학생에게도 

나타나는 감정으로서(Jo, 2010) 비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학 학생들일지라도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부정

이고 회피하고 싶은 정서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고 이해된다. 한 간호학생은 실제로 임상실습  격한 

상태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환자의 죽음을 통해 생명과 죽

음의 순간을 동시에 경험하며 허무함을 느 다. 간호학생이 느

낀 허무함은 생과 사를 상반되고 분리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죽음보다는 삶에 의미를 더 두는 것에 비롯된 감정으

로 여겨진다. 임종간호실습 과목을 이수한 간호학생들은 죽음

을 삶과 연결된 선으로 인식하고 삶과 죽음을 통합 이고 수

용 인 으로 바라보기도 하 는데(Jo, 2010) 이러한 임종

간호에 을 둔 실습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되지 않

은 채 갑작스럽게 목격한 환자의 죽음에 있어서는 죽음보다는 

생명에 한 아쉬움을 크게 느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간호학생은 사망한 환자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을 보며 함께 

슬픔을 느끼기도 하 다. 죽음에 한 슬픔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이러한 감정이 부 응 인 정서 반응으로 지속되지 않

도록 한 표 과 해소의 기회가 필요할 것이며 간호교육 

과정에서 간호학생이 죽음에 한 을 좀 더 수용 이고 

통합 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구체 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간호학생으로서 환자 죽음 장에 있는 나를 바라 ’

이다. 간호학생은 실제로 임상 장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도 아니고 환자의 가족도 아닌  다른 타인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간호학생임을 인식하고 직면한 상황에 처

하며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여겼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에 해 무력감을 경험하 고 한 일부러 물리  거리를 

두면서 멀 이 떨어서 상황을 찰하 다. 국외 연구에서도 간

호학생은 임상실습  보이지 않는 자로서 장에서 짐이 되

어 좌 과 무력감을 경험하는데 환자 죽음 상황에서는 이러한 

무력감을 더욱 경험하 다(Cooper & Barnett, 2005; Park et al., 

2014). 이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 표 일 수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 물리  거리를 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피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소극 인 자세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된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임종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등 신체  

을 시도하며 무엇인가를 제공하려고 하 던 연구결과(Ek et 

al., 2014)와 비교하면 조 인 결과이다.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을 경험할 때 간호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해 미

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실제 인 처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한 임종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

의 요한 역할은 해당 국가의 죽음에 한 가치와 신념, 가족 

구성원과 환자의 의사결정권의 문제가 각기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다(Ferrell, Malloy, & Virani, 2015).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

에 한 교육 시 국내 죽음에 한 태도와 문화  근방식

에 한 이해 한 선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죽음에 해 다시 성찰함’이다. 간호학생은 먼  환자

와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죽음을 가족과 연  지어 생각하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

날 수 있는 가까운 사건이라고 여겼다. 한 갑작스럽게 환자

가 사망한 경우와 오랜 투병기간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등 

환자의 죽음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과연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

에 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선행연구에서도 한

국사회에서 좋은 죽음이란 가족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아 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환자가 의료진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피하고 존엄성과 

편안함을 가지고 임종하는 가운데 남은 가족이 이를 정 으

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 보았다(Lee, Hwang, Ra, Hong, & 

Park, 2006; Min & Cho, 2017).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비된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학생들은 이처럼 좋은 죽음에 한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가운데(Kwon & Hong, 2019) 환자의 죽음을 실제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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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정 이입을 통해 죽음에 해 다시 깊이 

인식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하 다. 

넷째, ‘죽음의 무게를 내려놓기 한 지지의 통로를 찾음’이

다. 간호학생은 함께 실습한 동료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자

신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기

회를 가졌다. 한 환자의 죽음을 먼  경험한 선배나 멘토의 

문 인 조언을 필요로 하 다. 임종간호가 간호학생에게 

정 인 경험이 되기 한 임상 장 간호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간호학생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환자에 한 정보 제공, 환

자와 가족에게 간호학생을 소개하고 간호학생의 역할을 알려

주는 것, 간호학생의 경험에 한 디 리핑과 피드백 제공을 

들 수 있다(Mallory & Allen, 2006). 한 교수자의 역할은 임

종간호 교육에 한 문 인 지식을 가지고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에 죽음에 한 개인 인 감정을 다룰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 간호학생의 환자 죽음과 임종간호에 한 경

험 이후 이에 한 토론과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Allchin, 2006; Mallory & Allen, 2006). 이처럼 임상

실습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간호학생들과의 디 리핑 시

간을 갖거나 임상실습 사  는 사후 환자의 죽음과 련된 

교육, 임상 장의 장지도자와의 화 시간을 마련하는 등 간

호학생들이 환자 죽음에 잘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실제 임종간호 장에서 다가온 감동과 아쉬움’이

다. 간호학생은 임종간호를 실제로 찰하면서 감동과 아쉬움

을 동시에 느끼며 간호에 해 생각하 다. 환자 사망 후 정리

해드리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를 배려하면서 간호하

는 모습에 감동하 고 임종간호의 실제를 새롭게 경험하고 배

워나갔다.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간호를 실제로 용

해 나가려는 노력을 환자의 죽음 상황에서도 온 히 경험하고 

있었다. 한 하게 돌아가는 업무 상황에서 가족과 의료진에

게 애도의 시간이 불충분한 에 해 아쉬워하 다. 반면 국

내 4학년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Park 등(2014)의 연구에서는 

환자 죽음 상황에서 바쁘게 일하는 간호사를 보며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 장에 한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따라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 장에서 경험하는 환자의 죽

음과 임종간호의 실제에 한 구체 인 디 리핑과 설명을 통

해 간호사가 근무하는 임상 장에 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환자 죽음을 하는 미래 간호사 모습을 그려

’이다. 간호학생은 앞으로 자신이 간호사로서 환자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한 성찰이었으며 

이러한 성찰은 간호학생에게 정 인 향으로 성장의 계기

가 되었다. 간호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제 3자인 간호학생으

로서 바라본 환자의 죽음을 통해 환자를 존 하고, 애도하며, 

환자와의 계 속에서의 의미를 추구하 다. 한 문직 간호

사로서 슬픔을 조 해 나가며 온 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는 인식을 갖게 하 다. 이는 Edo-Gual 등(2014)의 연구에서 

환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에 한 향이 클지라도 

한 간호학생들은 학습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에 

한 설명  모델을 제시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학생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직  겪는 것은 무서움, 공포

와 같은 부정  정서와 스트 스를 유발하는 고통스러운 경험

이다. 실제 의료 장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간호학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이기도 하다. 간호학 실습교육 내

에서 이러한 스트 스를 히 다루고 해소하는 기회를 갖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다면 추후 간호사로서 환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비된 역량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환자의 죽음 상황에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

의 역할에 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하 으므로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을 통해 간호에 한 성찰과 간호직  정립

의 기회가 되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간호학생을 한 죽음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

하여 임상실습 후 죽음에 한 태도와 임종간호 태도의 정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으나, 실제 학 내에서 간호학생

을 상으로 죽음 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는 미비한 

실정이다(Kim & Kim, 2015).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간호

학 교육과정에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에 죽음에 한 교육

을 체계 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겠다. 한 죽음과 련된 교육과정 운 을 한 교수자의 

비 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의 죽음과 임종

간호에 하여 국내의 문화에 합하고 실제 인 간호교육 내

용을 구성하여 운 함으로써 국내 간호학생의 임종간호의 역

량을 강화하고 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기 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 학의 학생을 상으로 일개 종합병원

의 임상실습 경험만을 다루었으므로 다른 의료기 의 임상실

습  환자의 죽음 경험과는 다를 수가 있으며 연구결과의 일

반화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에는 간호학생이 직면할 수 있

는 다양한 임상 장의 상자 죽음에 한 연구를 통해 간호

학생의 환자 죽음 경험에 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볼 필요

가 있겠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

험을 탐색하고 이해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임상실

습 교육과정에서 임종간호 교육 운 의 기 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강  주  외

64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6(1), 2020년 2월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자의 죽음 경험을 탐

색하고 이해하기 하여 일개 간호 학의 3학년 남녀 학생을 

상으로 개별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면

담 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직면한 죽음 실 앞에서 다

양한 감정을 경험함’, ‘간호학생으로서 환자 죽음 장에 있는 

나를 바라 ’, ‘죽음에 해 다시 성찰함’, ‘죽음의 무게를 내

려놓기 한 지지의 통로를 찾음’, ‘실제 임종간호 장에서 

다가온 감동과 아쉬움’, ‘환자 죽음을 하는 미래 간호사 모

습을 그려 ’의 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

호학 실습교육 내에서 간호학생의 환자 죽음에 한 스트 스

를 히 다루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며 환자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한 실제 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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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patient deaths during 
clinical practi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ten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patient deaths during 
clinical nursing practice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Graneheim and Lundman (2004). Results: The 
participants’ experience was structured into six categories: experiencing various emotions in facing patient deaths, 
viewing oneself as a nursing student at the scene of a patient's death, thinking about death again, finding a 
pathway of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patient death experiences, impressions and regret felt while actually 
observing terminal care, and picturing oneself as a future nurse dealing with a patient's death.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stress management and self-reflection programs are suggested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deaths. Practical nursing education for patient death and end of life care is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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