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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송유리ㆍ박영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Competence on Spiritual
Nursing by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Yuri Song, Young Suk Park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Key messages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214명의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
인 연구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42.6%가 영적 간호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46.4%가 영적 간호 수행의 방해요인으로 업무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영적 간
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의사소통의 영적 돌봄 역량(β=0.36, p＜.001),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1,
p=.001), 종교 중요도(β=0.18, p=.013), 실존적 안녕(β=0.18, p=.010), 영적 간호 지식 습득(β=0.14,
p=.033)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41.1%이었다. 이들 요인에 초점을 둔 영적 간호 수행 증진 통합프로그램
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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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is a cross-sectional survey to explore the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competence on performing of spiritual nursing by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14 nurses with experience of caring for cancer patients for more than
one year. The data were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using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spiritual care
competence scale, and spiritual nursing scale.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ing of spiritual nursing were communication (β=0.36, p＜.001),
satisfaction from spiritual nursing (β=0.21, p=.001), importance of religion (β=0.18, p=.013), existential
well-being (β=0.18, p=.010), and knowledge acquisition of spiritual nursing (β=0.14, p=.03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on performing of spiritual nursing was 41.1%. When spiritual
nursing was not carried out, 42.6% of nurses felt sorry and pitiful towards the patient; and 46.4%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in working environment that posed an obstacle.
Conclusions: We should develop an integrated program on spiritual nursing improvement, focusing on
these key factor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piritual nursing for cancer patient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Copyright © 2020 by stress.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Nurses, Spirituality, Spiritual care, Oncology nursing

Received November 17, 2020
Revised December 7, 2020
Accepted December 7, 2020
Corresponding author
Young Suk Park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Daehak-ro,
Jongro-gu, Seoul 03087, Korea
Tel: +82-2-3668-4746
Fax: +82-2-3673-4274
E-mail: anywayyoung@knou.ac.kr

서 론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망자 285,534
명 중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사망원
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건강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고 예후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암
은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
가 많다. 인간의 영적 요구는 건강한 상태보다는 질병 상
태에서, 특히 암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증가한다(Yoon, 2009). 암으로 인한 죽음, 두려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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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부정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자신의 실존적 존재와 영
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Jo et al., 2019), 영적
안녕이 환자의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
다. 영적 간호가 암환자의 치유 촉진(Fish et al., 1978),
통증과 불안의 유의한 감소(Yoon, 2009), 영적 고통의
감소와 극복, 영적 요구 충족과 영적 안녕 상태의 증진
(Kim et al., 2004), 정신적, 지지적, 영적 차원의 효과
(Yoo, 2013) 등에서 긍정적인 실증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암 환자의 종교와 영성은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정신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제시되기도 한다(Garssen et al., 2016). 더불어
암환자에게 영적 중재 효과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에서 영
적 중재가 환자들의 영적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이 확
인되고 있어(Pantuso, 2015; Garssen et al., 2016; Joo
et al., 2020)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적 간호는 환자의 영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
정 상황에서 영적 간호의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 영
적 안녕을 충족시키는 간호 활동을 말한다(Kang, 2006).
즉 영적 간호의 수행은 환자의 내재된 영적 요구를 발견하
고 영적인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며, 영적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Fish et al., 1978). 간호사
는 환자의 영적 관심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
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며, 간호사의 영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안녕 상태는 환자에게 유의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Fisher et al., 2008). 그러나 간호사의
영적 간호는 간호 실무에서 시간 낭비로 치부되거나 종종
기피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Lee, 2000),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은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Lim,
2009) 혹은 중간 정도(Shin et al., 2004)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Choi (2014)도 대학병원과 종합
병원 간호사의 영적 요구 인식과 영적 안녕이 보통 정도이
며, 특히 영적 간호 수행은 낮은 수준이므로 영적 간호 수
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저해 요인들을 규
명하는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부족,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움과 저해요인 규명, 영
적간호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
(Ross, 1994; Highfield, 2000; Lim, 2009; Choi,
2014; Lee et al., 2016; Sim et al., 2017), 국내 간호
실무나 연구에서의 진전된 변화는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
된다. 반면 최근 국외에서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간
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적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는 임상실험연구들(Hu et al., 2019b;
Mehdipoorkorani et al., 2019)은 고무적이다.
간호사들은 영적 간호가 전인 간호의 한 요소로 중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의 영성과 실무
에서의 영적 간호를 이해하는데 혼돈이 있으며 이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Cooper et
al., 2020). 또한 종종 간호사의 역량 부족으로 암 환자의
영적 간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이들의 영적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적 간호 훈련이 요구된다(Hu
et al., 2019a). 간호 실무의 영적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이 필수
적으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영적 간호 연구는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수행(Lim, 2009; Choi, 2014) 혹은 영적 안녕과 영적 간
호 역량(Sim et al., 2017)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영적 간호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Chung et al., 2011; Kim et al., 2015). 또한
영적 간호 수행에 초점을 두고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
량의 세가지 핵심 개념의 특성과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나아가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역량의 세부적인 내용이 영
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실무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 간의 관
계를 규명하고,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각 하부 요
인들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영적 간호
수행 증진 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1년 이상 암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
해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9
개를 기준으로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소 표본 수로 167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
가능성을 예상하여 229부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충분하
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15부를 제외한 총 214부(93.4%)
가 분석되었다.

3. 연구도구
1) 영적 안녕
Paloutzion 등(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를 Choi (2014)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도구 사용에 대해 원저자의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0∼100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
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각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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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는 종교적 안녕 .99, 실존적 안녕 .93이었다.
2) 영적 돌봄 역량
van Leeuwen 등(2009)이 개발한 영적 돌봄 역량 척
도(Spiritual Care Competence Scale)를 제 1저자인
van Leeuwen 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연
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영어 전공자의 역 번역 과
정을 거쳐 수정하였다. 이후 암 병동 수간호사 5인, 암 환
자를 돌본 경험이 20년 이상인 간호사 5인에게 내용 타당
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관련성을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후 산출한 각 문항의 평균 내용 타
당도 지수는 .97이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7∼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돌봄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27문항으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7이었고,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는 영적 돌봄 사정
과 수행(6문항) .96, 영적 돌봄의 질 향상과 전문화(6문
항) .96, 환자의 상담과 개인적 지지(6문항) .94, 전문가
의뢰(3문항) .92,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4문항) .89, 의
사소통(2문항) .89이었다.

3) 영적 간호 수행
영적 간호의 수행은 Fish 등(1983)이 개발한 영적 간호
척도(Spiritual Nursing Scale)를 Choi (2014)가 한국어
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전혀 못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
적 간호 수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20문항으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
는 사랑과 관심(7문항) .88, 의미와 목적(11문항) .89, 용
서(2문항) .70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No.
ABN01-202002-22-07). 설문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구자의 연구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
행되었으며, 암 환자를 1년 이상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
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암 전문병원과 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모집 공고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명
문과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는 연구 플랫폼(https://
redcenter.modoo.at/)에 게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설문
지 링크에 접속하여 연구목적, 익명성 및 비밀 보장 등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N=214)
Variables
Age (years)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Religion
Work experience (years)

Position

Experience of the acquaintance’s death
Experience of the patient death
Subjective health status

Salary satisfaction

a)

Categories
21∼≤30
31∼≤40
41∼≤50
51∼≤60
Married
Unmarried
Associate
Bachelor
Master
Yes
No
1∼≤5
6∼≤10
11∼≤20
＞20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Advanced practice nursea)
Yes (family, relative, friend et al.)
No
Yes
No
Poor
Just so-so
Good
Dissatisfied
Just so-so
Satisfied

Nurses certified by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 (%)
113
46
36
19
80
134
27
169
18
102
112
117
31
46
20
167
20
21
6
60
154
186
28
49
119
46
73
114
27

(52.8)
(21.5)
(16.8)
(8.9)
(37.4)
(62.6)
(12.6)
(79.0)
(8.4)
(47.7)
(52.3)
(54.7)
(14.5)
(21.5)
(9.3)
(78.1)
(9.3)
(9.8)
(2.8)
(28.0)
(72.0)
(86.9)
(13.1)
(22.9)
(55.6)
(21.5)
(34.1)
(53.3)
(12.6)

Mean±SD
34.24±10.05

8.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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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온라인 서면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 영적 관련 특성
자신의 생활에서 종교에 대한 중요도를 보통으로 응답
한 대상자는 41.6%이었다. 영적 간호 훈련은 70.6%, 영
적 간호에 대한 지식 교육은 41.6%가 받은 경험이 없었
다. 가장 어려운 간호 수행 유형을 영적 간호로 응답한 대
상자는 72.4%, 자신의 영적 간호 수행에 대해 불만족이
61.2%로 가장 많았다.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운 점은 전
문지식, 기술, 의사소통 등 전문성 부족 66.8%, 시간 부족
33.2% 순으로 나타났다. 영적 간호를 수행하지 못할 때
느낌은 다중반응빈도분석 결과, 환자에게 미안함과 안타
까움 42.6%, 자책감, 무력감, 죄책감과 우울감 31.8%, 자
신의 한계로 인한 답답함과 불편감 25.6%이었다. 영적 간
호 수행 방해 요인의 다중반응빈도분석 결과, 업무환경 어
려움 46.4%, 교육과 훈련 부족 31.1% 순으로 많았다
(Table 2).
영적 안녕의 문항 평균은 5점 척도의 2.98 (±0.76)점
으로 하부 요인에서 실존적 안녕(3.28±0.65)이 종교적
안녕(2.69±1.07) 보다 높았다. 영적 돌봄 역량의 문항 평
균은 5점 척도의 2.99 (±0.69)점으로 하부 요인에서 의사
소통(3.87±0.81),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3.69±0.83)
순으로 높았고, 영적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화(2.65±0.82)
가 가장 낮았다. 영적 간호 수행의 문항 평균은 4점 척도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영적 관련 특성, 영적 돌
봄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의 정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영
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4.24세로 30세 이하 52.8%, 미
혼 62.6%, 학사 79.0%이었다. 종교는 52.3%가 없었고,
근무 기간은 평균 8.22년으로 5년 이하가 54.7%, 일반간
호사가 78.1%이었다. 환자의 임종 경험은 86.9%가 있었
으나 환자 외 임종 경험은 72.0%가 없었으며, 주관적 건
강상태는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55.6%, 급여 만족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2. Spiritual characteristics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N=214)
Variables
Importance of religion

Spiritual nursing training
Knowledge acquisition of spiritual nursing
Difficult type of nursing intervention

Satisfaction from spiritual nursing

Difficulties of spiritual nursing
Feelings of failing to perform
a)
spiritual nursing
Obstacles of performing spiritual nursinga)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care competence
Spiritual nursing

a)

Multiple responses.

Categories

n (%) or Mean±SD

Range

Important
Just so-so
Unimportant
Yes
No
Yes
No
Physical care
Psychological care
Social care
Spiritual care
Satisfied
Just so-so
Dissatisfied
Lack of time
Lack of expertise, skill, communication
Sorry and pitiful to the patient
Remorse, helplessness, guilty, depressed
Frustration of own limitations, discomfort
Difficulties in working environment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Religious conflict
Indifference about spiritual nursing
Emotional and physical limitations

59 (27.6)
89 (41.6)
66 (30.8)
63 (29.4)
151 (70.6)
125 (58.4)
89 (41.6)
13 (6.1)
32 (15.0)
14 (6.5)
155 (72.4)
5 (2.3)
78 (36.5)
131 (61.2)
71 (33.2)
143 (66.8)
115 (42.6)
86 (31.8)
69 (25.6)
285 (46.4)
191 (31.1)
57 (9.3)
53 (8.6)
28 (4.6)
2.98±0.76
2.99±0.69
2.78±0.51
2.05±0.51
2.38±0.60
2.33±0.46

21∼100
27∼130
12∼28
12∼44
2∼8
27∼80

Love and care
Life meaning and purpose
Forgivenes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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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33 (±0.46)점으로 하부 요인에서 사랑과 관심에 대
한 영적 간호 수행(2.78±0.51)이 가장 높았고, 용서받고
싶은 요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2.38±0.60), 의미와 목
적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2.05±0.51) 순이었다(Table 2).

3.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 간의 상관
관계
영적 안녕은 영적 돌봄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r=.54, p＜
.001)로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영적 돌봄 역량이 높았다.
영적 안녕은 영적 간호 수행과 양의 상관관계(r=.44, p＜
.001)로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영적 간호 수행이 높았다.
영적 돌봄 역량은 영적 간호 수행과 양의 상관관계(r=.48,
p＜.001)로 영적 돌봄 역량이 높을수록 영적 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영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적 특성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연령, 학력, 종교, 환자 외 임종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급
여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종교와 환자 외 임종
경험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종교 유무,

환자 외 임종 경험 유무에 따라 없을 때를 0, 있을 때를
1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확
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로 잔차의 독
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74∼0.97로 0.1 이상이
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04∼1.35로 10 이상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유
의하였으며(F=5.25,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
인은 종교 유무(β=0.14, p=.031)와 주관적 건강상태(β=
0.18, p=.016)이었고, 설명력은 10.7%이었다.
영적 관련 특성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종교에 대한 중요도, 영적 간호 훈련, 영적 간호에 대한 지
식 교육, 가장 어려운 간호 수행 유형, 자신의 영적 간호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영적 간호
훈련과 영적간호에 대한 지식 교육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영적 간호 훈련 유무와 영적 간호 지식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없을 때를 0, 있을 때를 1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spiritual nursing
(N=214)
Variables

SCC

SN

r (p)

r (p)

r (p)

1
.54 (＜.001)
.44 (＜.001)

1
.48 (＜.001)

1

Variables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care competence
Spiritual nursing

SWB: Spiritual well-being, SCC: Spiritual care competence, SN: Spiritual
nursing.

SE

t

β

p

(Intercept)
1.58
0.18
8.76
＜.001
Age
0.05
0.03
0.11
1.48
.140
Education level
0.09
0.07
0.09
1.35
.180
Religiona)
0.13
0.06
0.14
2.18
.031
Experience of the
0.09
0.07
0.09
1.18
.240
acquaintance’s death
a)
except for patient
Subjective health status
0.11
0.05
0.18
2.43
.016
Salary satisfaction
0.02
0.05
0.04
0.50
.616
R2=.13, Adj R2=.11, F=5.25, p＜.001, Durbin−Watson=1.91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care competence, and spiritual nursing (N=214)
SWB

B

a)

Dummy variables: none=0, existence=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piritual related characteristics on spiritual nursing (N=214)
Variables
(Intercept)
Importance of religion
Spiritual nursing traininga)
Knowledge acquisition of spiritual nursinga)
Difficult type of nursing intervention
Satisfaction from spiritual nursing

Mean (SD)

(Intercept)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Spiritual care competence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spiritual care
Professionaliz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piritual care
Personal support and patient counseling
Referral to professionals
Attitude towards the patient’s spirituality
Communication
R2=.36, Adj R2=.33,
a)

Dummy variables: none=0, existence=1.

B

SE

1.59
0.15
0.10
0.03
0.12
0.07
0.21
0.07
−0.00
0.03
0.14
0.04
R2=.31, Adj R2=.29, F=18.59, p＜.001, Durbin−Watson=1.99
0.82
0.16
2.69±1.07
3.28±0.65

−0.00

0.20

0.03
0.05

2.78±0.79
0.13
0.07
2.65±0.82
0.06
0.07
2.82±0.80
−0.06
0.09
2.89±0.85
0.03
0.07
3.69±0.83
−0.11
0.05
3.87±0.81
0.22
0.05
F=14.34, p＜.001 Durbin−Watson=1.74

β

t

p

0.24
0.12
0.22
−0.01
0.24

10.47
3.81
1.68
3.09
−0.10
3.96

＜.001
＜.001

5.25

＜.001

.094
.002
.918
＜.001

−0.00

−0.06

.957

0.28

3.83

＜.001

0.23
0.11
−0.11
0.05
−0.20
0.38

1.99
0.84
−0.65
0.45
−2.12
4.21

.048
.405
.517
.657
.03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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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이 1.99로 잔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64∼0.96으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04∼
1.5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18.59, p＜.001). 영
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종교 중요도(β=0.24, p＜
.001),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습득 유무(β=0.22, p=.002),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4, p＜.001)이었고, 설명력
은 29.2%이었다.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5). 영적 안녕의 하부 요인(종교적 안녕과 실
존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하부 요인(영적 간호 사정
과 수행, 영적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화, 환자 상담과 개인
적 지지, 전문가 의뢰,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의사소
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
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4로 잔차
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12∼0.61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65∼8.35로 10 이상을 넘
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은 유의하였으며(F=14.34,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실존적 안녕(β=0.28, p＜.001), 영적 간호
사정과 수행(β=0.23, p=.048),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β=-0.20, p=.035), 의사소통(β=0.38, p＜.001)이었고,
설명력은 33.4%이었다.
영적 간호의 수행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높
이기 위해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 중요도, 영적 간호
지식 습득,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실존적 안녕, 영적 간
호 사정과 수행,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의 9
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종교와 영적 간호 지식
습득은 유무에 따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선형회귀
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6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36∼
0.82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22∼2.7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17.50,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종교 중요도(β=0.18, p=.013), 영
적 간호 지식 습득 유무(β=0.14, p=.033),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1, p=.001), 실존적 안녕(β=0.18, p=.010),
의사소통(β=0.36, p＜.001)이었고, 설명력은 41.1%이었
다. 영적 간호 역량 중 의사소통이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
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실
존적 영적 안녕 순으로 높았다(Table 6).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간호 실무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 영적 간호 수행의 핵심 개
념들의 특성과 관계를 동시에 탐색하고, 영적 간호 수행의
구체적인 영향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간호사가 지
각하는 방해 요인과 주관적인 느낌 등의 관련 정보는 영적
간호 실무의 실태를 보다 잘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해주
었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간호 실무 향
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86.9%가
환자의 임종을 경험한 간호사였으나 70.6%가 영적 간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41.6%가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습득 경험이 없었다. 또한 72.4%가 암 환자를 돌보
면서 영적 간호가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간호 유형이라고
했으며,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운 점으로 66.8%가 전문지
식, 기술, 의사소통을 포함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는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간호사
의 61.2%가 자신의 영적 간호 수행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했으며, 수행하지 못할 때 42.6%가 환자에게 미안함, 안
타까움을 느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가 자책감, 무력감,
죄책감, 우울감, 답답함, 불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spiritual nursing (N=214)
Variables

B

SE

β

(intercept)
1.69
0.15
General characteristics
Religiona)
−0.11
0.06
−0.12
Subjective health status
0.05
0.04
0.07
Spiritual related characteristics
Importance of religion
0.08
0.03
0.18
Knowledge acquisition of spiritual nursinga)
0.13
0.06
0.14
Satisfaction of spiritual nursing
0.12
0.04
0.21
Spiritual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0.13
0.05
0.18
Spiritual care competence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spiritual care
0.07
0.04
0.12
Attitude towards the patient’s spirituality
−0.09
0.05
−0.17
Communication
0.20
0.05
0.36
R2=.44, Adj R2=.41, F=17.50, p＜.001, Durbin−Watson=1.86
a)

Dummy variables: none=0, existence=1.

t

p

11.44

＜.001

−1.77

1.24

.079
.216

2.51
2.15
3.49

.013
.033
.001

2.60

.010

1.67

.096
.052
＜.001

−1.96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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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어려움, 영
적 간호 수행 실태와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을 잘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은 보통
수준, 종교적 안녕은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Shin et al.(2004)과 Lim (2009) 연구와는 거
의 같으며, Choi (2014) 연구나 영적 안녕을 실존적 안녕
도구만으로 측정한 Sim et al.(2017) 연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관련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실존적 안녕이
종교적 안녕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차이로 보인다. 실존적 안녕
은 삶의 의미와 만족, 미래지향적 신념 측면의 안녕상태로
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스럽
게 느끼는 것이다(Paloutzion et al., 1982). 간호사의 존
재 자체는 영적 간호 수행의 도구가 되므로 간호사가 영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안녕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Choi, 2014). 따라서 간호사 자신
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고 긍
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실존적 안녕 차원의 지원과
종교와 신의 의미를 숙고해 보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적 돌봄 역량은 보통 수준이며, 하부 요인 중 의사소
통,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의 순이었던 반면 영적 간호
의 질 향상과 전문화가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2016) 연구의 보통 수준, 하부 요인
에서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질 향상과 전문
화의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 영적 돌봄 역량 중 의사소통
은 환자의 영성에 민감성을 갖고, 잠재된 영적 요구를 확
인하여 환자에게 관심, 공감, 격려, 동정, 진실성 등 수용
적인 태도로 환자의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삶의 이야기
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능력이다(van Leeuwen et al.,
2009). 간호사의 높은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에게 안정감
을 주며, 치료적 관계 형성을 하여 영적 요구를 인식하고
지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영적 간호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적인 자질이다(Sim et al., 2017). 그러나 의사소통과 태
도 측면의 간호 역량은 다른 하부 역량에 비해 다양한 간
호교육과정과 훈련, 임상 경험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보통 이상 수준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하부 간호 역량은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Lee (2016)는 간호사들의 영적 돌봄 역량을 위한 체계적
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영적 간
호 역량의 교육과 훈련은 이 요인들 각각에 보다 초점을
두어 특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적 간호 수행은 보통 이하의 가끔 하는 수준이며, 하
부 요인 중 사랑과 관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 용서받고
싶은 요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영
적 간호 수행 순으로 낮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Shin et al., 2004; Lim, 2009)의 수준
과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소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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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랑과 관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은 환자에게 간호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환자를 돌
봐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를 이해하
며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할 때에 환자의 곁에 있어 주
며 가정과 비슷한 분위기의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
는 것이다(Fish et al., 1983). 간호 수행이 가장 낮았던
의미와 목적의 하부 요인은 종교 메시지나 종교 음악 들려
주기, 환자와 함께 기도하기, 영혼의 문제나 내세에 관해
이야기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는 영적 간호 수행에서 종교
적인 행위는 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방
식이 영적 간호의 실제 수행에 작용했을 수 있다(Shin et
al., 2004). 반면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영적 간호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Yoon (2009)의 연구에서 신앙생활기
간, 예배참여정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정도, 개인이 지각
한 믿음 정도에 따라 영적 간호 수행이 차이가 있었던 결
과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종교적 차원의 영적 간호 역
량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영적 간호 수행의 방해 요인은 업무 환경의 어려움과 교
육 및 훈련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시간 부족, 업무
과다, 영적 간호 지식 부족, 의사소통기술 부족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Shin et al., 2004; Lim,
2009)에서 영적 간호 수행의 문제점을 시간 부족, 영적
간호 지식 부족, 신앙심 부족, 높은 업무 스트레스라고 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즉 영적 간호 수행을 방해하
는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영적
돌봄 역량의 의사소통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훈
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Choi 등(2019)도 영적 간호
를 접하지 못한 간호사를 위해 단기 교육을 병원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에 영적 간호 교육을 필
수과목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
의 영성 및 관련 특성을 고려한 영적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 Lee et al.(2016)의 견해와 유사하며, 대학원에서
도 학부과정과 연계된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무 차원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 조
직적 차원의 우선적 지원으로 관련 직무 교육 및 훈련 프로
그램에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
적 돌봄 역량, 영적 간호 수행의 모든 개념 간에 중간 정
도의 양의 상관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수행 간의 Lim (2009)의 연구와 Choi (2014) 연구
에서의 약한 상관 보다 높았으며, Sim 등(2017)의 연구와
는 유사하였다. 이는 t-test와 ANOVA의 차이 검정으로
분석한 Lim (2009)의 연구에서 임종 경험 빈도, 영적 도
움 의뢰 등 체험적 요인에 따라 영적 간호 수행 정도가 유
의하게 큰 차이를 보인 결과들을 근거로, 연구 대상자 선
정 조건의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대상자가 암환자를 1년 이상 돌본 경험이 있는 간
호사였던 반면 Lim (2009)과 Choi (2014)의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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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반 간호사로서 실무에서의 영적 간호 요구나 민감
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적 간호
수행은 간호제공자인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
량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하부 요인에서 의사소통, 실
존적 안녕, 영적 간호 사정과 수행,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
도 순으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특히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
인을 검증한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귀분석으로 영적
돌봄 역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Sim 등(2017)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달리 일반적인 의사소통능
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실존적 안녕, 영적간호제공 경험이 영적 돌봄 역량
에 영향을 주었고, 이중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이 가장 컸
다. 본 연구와 Sim 등(2017)의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영
적 간호 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실존적 영적 안녕의 중
요성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인구사회적
특성, 영적 관련 특성,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각
세부 요인들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회귀모형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
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의사소통, 영적 간
호 수행 만족도, 종교 중요도, 실존적 안녕, 영적 간호 지
식 습득이었다. 이들 영향 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의
사소통의 영적 돌봄 역량과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 만족
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
요인들과 정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영적 간호 수
행 증진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특히 영적 간호 수행 만
족도 등 각 영향 요인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체험, 숙고 기회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
로 추후 본 연구와 같이 암환자를 돌보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보다 많은 반복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적 간호 수
행의 실태에 기초하여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경험하
는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움과 이들의 정서 및 심리적 경
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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