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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생의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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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조항**

논문요약

본 연구는 죽음과 죽음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교육요구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경남지역 대
학생 22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평소에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대학생들의 대부분(84.4%)이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죽
음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성찰하고, 보다 활기차게 살고, 
가족이나 친척의 상실의 슬픔을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내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죽음교육 방법은 상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직접참여 방식과, 함께 토론하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대학생, 죽음교육, 죽음인식, 교육요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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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인기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고,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사회적 

인식 형성,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자신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다(현은민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삶의 적응에 힘들어 하고, 더 긴 기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

적으로 의존하므로,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가능한 벗어

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과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의미 없이 방황하거나, 유혹에 휩쓸려 약물이나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하면 죽음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통계청(2018년)에 의하면 20대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47%를 차지하여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실존적 방황과 이로 인한 우울, 중독, 자해, 자살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러 교육적, 심리치료적 개입들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60년대부터 죽음교

육을 시작하여 지금은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차원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교에서는 죽음에 관한 강좌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으며(곽혜원 2014). 

독일은 죽음교육 교과서를 21종이나 발간할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죽음교육

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죽음학과 관련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로서 2004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죽음 교육을 포함하여, 전국의 학교 

및 교육기관들, 평생교육시설에서 꾸준히 죽음교육이 시행되어 지고 있다

(Deeken 2008). 

죽음교육이란 죽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가치와 귀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이 

태어나면 삶의 완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음을 여러 철학자나 연구자들이 설명하고 있으나, 인간의 근원

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생의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 분석 ｜ 31 ｜

죽음이 무엇이냐 라는 용어 정의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인식과 태도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교육함으로써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죽음교육인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죽음교육은 ‘죽음준비교육’이라고 불리어 왔으며, 임종자들의 

돌봄을 인간화 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고, 죽음에 대처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김선화 2003) 이었으나 점차 광범위해져

서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까지 확장되었으며(이이정 2003), 수명 증대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자살

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불안 심리,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죽음준비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자살이 사회적으

로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 생명중시, 자살방지 및 건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죽음교육이 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윤희 2017).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는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2005년 

이후 아동, 청소년, 대학생으로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죽음교육은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신향 2014). 관련 연구 또한 임종을 앞 둔 

노인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죽음교육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대학생 대상 죽음교육 관련 소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희(2006)는 청년

기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긍정

적 변화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현은민(2014)은 

‘대학생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 그리고 삶의 의미에 미치

는 효과를 밝혔다. 하지만, 두 선행연구 모두 기존 개발된 죽음교육의 일부 내용만 

변경하여 대학생 죽음교육내용을 구성했을 뿐, 실제 대학생들의 죽음교육 인식과 

교육적 요구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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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어떠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죽음 및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그들에게 

죽음교육에 대한 어떠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대학생들의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대학생들의 죽음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1월 28일 IRB 승인(승인번호 : 2018-04-069-003)을 취득

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경남지

역의 대학생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복응답과 결측값 13개

를 제외한 224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3.3세(sd=1.86)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124명(55.4%), 남학생 100

명(44.6%)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무교가 159명(71.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개신교 26명(11.6%), 불교 26명(11.6%), 천주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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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타 4명(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00 44.6

여 124 55.4

합계 224 100.0

종교

개신교 26 11.6

불교 26 11.6

천주교 9 4.0

무교 159 71.0

기타 4 1.8

합계 224 100.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교육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류은지 2008; 유시은 2016; 박현정 2016)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였고, 작성된 설문문항을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

다. 완성된 설문지는 총 22항목이며,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3개 문항과 대학생의 죽음 및 죽음교육의 인식과 요구 내용 총 1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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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구성 내용 문항수

일반적 배경 성별, 나이, 종교 3

죽음 및 죽음교육 인식과 

필요성, 교육요구내용

죽음에 대한 인식 3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3

죽음교육 요구 13

<표 2> 설문지 문항구성 

3. 자료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 SPSS 24.0으로 코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

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죽음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 기술통계분석 및 t-검정, ANOVA,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죽음에 대한 인식

본 연구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224명 대학생들이 보고한 ‘죽음에 대한 생각’의 평균은 3.35,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2.55, ‘죽음에 대한 불안’은 2.4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죽음에 대한 생각’ 3.27, ‘죽음에 대한 이야기’ 

2.48, ‘죽음에 대한 불안’ 2.33이며, 여학생은 ‘죽음에 대한 생각’ 3.41, ‘죽음에 

대한 이야기’ 2.61, ‘죽음에 대한 불안’ 2.59로,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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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불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00 3.27 1.17 2.48 1.08 2.33 1.25

여 124 3.41 1.15 2.61 1.12 2.59 1.18

t -test
t = -.908

(p > .05)

t = -.896

(p > .05)

t = -1.593

(p > .05)

종교

개신교 26 3.77 1.34 3.04 1.04 2.15 1.12

불교 26 3.23 .95 2.27 1.00 2.73 1.22

천주교 9 3.56 1.33 2.44 .73 2.44 1.01

무교 159 3.29 1.15 2.53 1.13 2.48 1.23

기타 4 3.25 .96 2.25 1.26 2.75 1.50

ANOVA
F = 1.111

(p > .05)

F = 1.824

(p > .05)

F = 1.174

(p > .05)

합계 224 3.35 1.16 2.55 1.10 2.47 1.21

<표 3> 성별, 종교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인식

종교별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개신교 3.77, 천주교 3.56, 무교 3.29, 기타 

3.25, 불교 3.23 의 순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의 점수가 무교나 불교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경우 개신교 3.04, 무교 2.53, 천주교 2.44, 

불교 2.27, 기타 2.25 순으로 개신교 대학생들이 평소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교 대학생들이 가장 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의 경우에는 개신교 2.15, 천주교 2.44, 무교 2.48, 

불교 2.73, 기타 2.75 순으로 개신교를 믿는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죽음에 대해 

가장 낮은 불안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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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정도는 표 4와 같다. “죽음교육을 

알고 있느냐?“에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89명(84.4%),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5명(15.6%)으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죽음교육에 대해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죽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

에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15명(96.0%)의 분포를 보였으며, ‘있다’라고 응답

한 대상자는 9명(4.0%)의 분포를 보였으며, 죽음교육을 알고 있었다는 35명의 

참여자들 중 9명만이 죽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구    분 남 여 전체

죽음교육 인지

있다 13 (13.9%) 22 (17.7%) 35 (15.6%)

없다 87 (87.0%) 102 (82.3%) 189 (84.4%)

Χ² = .944 (df = 1, p = .331)

죽음교육 

사전경험

있다 5 (5.0%) 4 (3.2%) 9 (4.0%)

없다 95 (95.0%) 120 (96.8%) 215 (96.0%)

Χ² = .452 (df = 1, p = .501)

<표 4> 죽음 교육에 대한 인식 

 

3. 죽음교육에 대한 요구내용 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죽음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을 ‘전혀 불필요’, ‘필요치 않다’,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한 죽음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순위는 표 5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이 죽음교육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죽음교육 내용은 ‘자기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생을 활기차도록 준비하기’가 3.99, ‘가족이나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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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에 직면할 경우의 슬픔 다루기’ 3.92, ‘지나온 삶의 회고 시간’ 3.86, ‘자살

예방에 대해서’ 3.86,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 3.79,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 3.72, ‘실제적인 상, 장례의식에 대한 상식’ 3.63,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다루기’ 3.58, ‘유서 쓰기’ 3.39, ‘장기기증, 시신기증 등의 정보’ 3.37,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 3.24, ‘종교에서 다루는 죽음과 사후 세계’ 2.79 순으로 

나타났다.

교 육 내 용
요구도 

순위
평균

표준

편차

긍정응답

빈도

수

비율 

(%)

자기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1 4.22 .72 193 86.2

앞으로 생을 활기차도록 준비하기 2 3.99 .85 162 72.3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에 직면할 

경우의 슬픔 다루기
3 3.92 .92 157 70.1

지나온 삶의 회고 시간 (지나온 

삶의 의미부여)
4 3.86 .86 150 67.0

자살예방에 대해서 4 3.86 .95 150 67.0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안락사, 

존엄사)
6 3.79 .87 144 64.3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 7 3.72 .87 144 64.3

실제적인 상, 장례의식에 대한 

상식
8 3.63 .86 124 55.4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다루기 9 3.58 1.02 119 53.1

유서 쓰기 10 3.39 1.02 106 47.3

장기기증, 시신기증 등의 정보 11 3.37 1.02 102 45.5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 12 3.24 1.02 85 37.9

종교에서 다루는 죽음과 사후 세계 13 2.79 1.15 57 25.4

<표 5> 죽음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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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긍정 응답인 ‘매우 필요’와 ‘대체로 

필요’의 합이 50%를 넘는 항목은 요구도 순위 상위 9개의 교육내용인 ‘자기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앞으로 생이 활기차도록 준비하기’, ‘가족이나 친지

의 죽음에 직면할 경우의 슬픔 다루기’, ‘지나온 삶의 회고시간(지나온 삶의 의미부

여)’, ‘자살예방에 대해서’,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안락사, 존엄사)’,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 ‘실제적인 상, 장례 의식에 대한 상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다루기’ 등의 내용이 연구참여자들은 죽음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기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2, 3의 교육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70%이상이 필요한 교육내용이

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죽음교육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의 삶을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희망하며, 가까운 

지인의 죽음에 대한 상실 경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죽음교육 선호 방법 

본 연구에서 죽음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호하는 교육의 방법은 표 6과 같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직접참여 79 35.3

토론식 54 24.1

시청각 자료 50 22.3

강의식 22 9.8

역할극 19 8.5

합계 224 100

<표 6> 죽음 교육 선호 방법

죽음교육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는 직접참여가 79명(35.3%), 토론 방식 54명

(24.1%), 시청각 자료의 활용 50명(22.3%), 강의식 22명(9.8%), 역할극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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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로 분포되어 직접 참여를 통한 죽음교육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남지역 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죽음 및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 죽음교육 요구내용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불안’의 응답 결과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낮게 분포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죽음 인식에 대해 더 높은 분포가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

불안이 높다는 선행연구(이흥표 2018) 결과와 일치하고, 또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

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선행연구(이희정 2015)에서 자살 생각에 있어 여자 청소년

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자주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높게 나타나는 종교일수록 ‘죽

음에 대한 불안’이 낮은 분포를 보여,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안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불안에 대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멀리함으로서 오히려 죽음의 추상적인 불안감

은 높아 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84.4%)이 죽음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

지를 모르고 있고, 그나마 죽음교육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15.6%(35명)중에

서도 죽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연구대상자는 4.6%(9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죽음교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남현숙(2000)의 연구에서 성인의 79.0%가 죽음교육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과 비슷

한 결과로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죽음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 대학생들의 죽음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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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요인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는 현세적 삶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전통적 유교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죽음’을 불길하게 

생각하고, 죽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터부시하여 피하고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김명숙 2010), 이런 성향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 문화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이 죽음교육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 내용을 보

면 “자기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높게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앞으로 생을 활기차도록 준비하기”,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에 직면할 경우의 슬픔 

다루기”, “지나온 삶의 회고 시간(지나온 삶의 의미부여)”, “자살예방에 대해서”, 

“죽음과 관련된 윤리 문제(안락사, 존엄사)”,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 순으

로 나타났다. 그동안 죽음준비교육이라고 불리어 왔던 죽음교육은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짚어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처할 준비를 하도

록 돕는 차원(이이정 2003)이었으나 ”자기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 요구 1순위로 나타났다. 자아에 대한 무지와 혼돈스러움은 현재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실존적 문제로서, 생활 속의 갈등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삶의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실행하기도 하는 상황이므로, 

갈등의 해소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위해,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내가 누구인지(Who am I)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가장 절실하다

고 본다. 

선행연구(한미정 외 1999)에서도 삶의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의 위계를 

만들어주게 되고, 동시에 가치는 우리에게 삶을 수행하기 위한 청사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나 사는 방법 등을 말해 준다고 하였고, 삶의 의미수

준이 높은 집단이 모든 죽음 불안 변인에서 죽음불안이 가장 낮게 분포되었고, 

삶의 의미수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죽음불안을 보여, 삶의 의미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죽음 불안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죽음교육에서 가장 의미있는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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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참여자들의 교육요구 2순위는 ”앞으로 생을 활기차도록 준비하기“로, 앞으로 

생을 활기차게 준비하기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 관점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치롭게 살아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 대학생들의 고민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박희정 2018)에서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자기관리를 위해

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했듯이 대학생들이 본인 삶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인 태

도를 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삶에 대해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3순위인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에 직면할 경우의 슬픔 다루기“는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지의 상실로 인해 방황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기에, 피할 수 없는 

상실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거나, 핵가족 또는 한 부모 가정의 증가로 장례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요즈음 대학생들의 상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김수지 2001)에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예견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불시에 경험할 수 있는 가까운 가족 

및 지인들의 상실경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음교육의 교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생들은 일방적 강의식 

교육방식이 아닌, 상호간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직접참여 방식과 토론을 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교육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대상자들이 원하는 죽음교육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보다, 현재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활기차게 

살고 싶으며,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이별로 

인해 상실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더 나은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죽음교육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관련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 42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여름 제5권 제2호

함께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현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 갈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죽음교육의 이런 변화기제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그가 속한 현상 안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빅터 프랭클(Viktor E. Frankl)의 생각과 일맥

상통한다. 그가 창시한 의미치료(Logo-therapy)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쌓

인 공허감을 치료하여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실존적인 심리치료 기법이

며, 스스로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다(Frankl 2012). 따라서 의미치료의 핵심변화기제를 적용한 대학생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길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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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s about death and death education. 
For this,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some previous 
studies, and collected the data from 224 college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 Our results found that female students usually think mo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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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죽음교육 요구도 조사

■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⓵ 남        ⓶ 여

2. 나이 : (            ) 

3. 종교 : ⓵ 기독교  ⓶ 불교   ⓷ 천주교   ⓸ 무교   ⓹ 기타

■ 죽음에 대한 일반적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⓵ 전혀 그렇지 않다   ⓶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⓷ 보통이다

   ⓸ 약간 그렇다        ⓹ 매우 그렇다

5. 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한다

   ⓵ 전혀 그렇지 않다  ⓶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⓷ 보통이다

   ⓸ 약간 그렇다       ⓹ 매우 그렇다

6. 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⓵ 전혀 그렇지 않다  ⓶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⓷ 보통이다

   ⓸ 약간 그렇다       ⓹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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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교육이란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교육이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회피하는 것

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주어진 

생명과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 죽음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7. 죽음교육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⓵ 있다           ⓶ 없다

8. 죽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⓵ 있다           ⓶ 없다

9. 죽음교육이 실시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⓵ 강의식     

  ⓶ 토론식   

  ⓷ 시청각 자료

  ⓸ 역할극    

  ⓹ 직접참여-유서, 임종체험 등

10. 죽음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 다음 항목들에 체크(√)해 주세요.

순

서
설 문 항 목

⓵
전혀

불필

요

⓶
필요

치

않다

⓷
보통

⓸
대체

로

필요

⓹
매우

필요

1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 

2 자기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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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다루기

4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에 직면할 경우의 슬픔 

다루기 

5 죽음과 관련된 윤리문제(안락사, 존엄사)

6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

7
지나온 삶의 회고시간(지나온 삶의 의미 부

여)

8 앞으로의 생이 활기차도록 준비하기

9 종교에서 다루는 죽음과 사후세계

10 유서쓰기

11 장기기증, 시신기증 등의 정보

12 자살예방에 대해서

13 실제적인 상·장례 의식에 대한 상식

14 위 죽음교육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