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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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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by ICU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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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o assess the level of and the relationship of related factors in the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by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238 ICU nurses from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2.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between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and
end-of-life care attitudes. Performance end-of-life car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nd-of-life care stress and
obstacles.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ICU nurses’ performance of end-of-life were end-of-life care stress,
medical team in obstacles related to end-of-life care, and end-of-life care attitudes, which explained about 53% of
the variance in the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hospital organizations should
carry out stress management and counseling programs in order to lower ICU nurses’ end-of-life care stress, and
to enhance end-of-life care attitudes. In addition, concern needs to be given to the medical team which was one of
the obstacles to end-of-life care. It is also necessary to decrease the heavy workload and increase the communication
with medic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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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호스피스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70곳, 1161
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약 2,500개가 필요하나 정부가 지원하는 병상은
필요병상 수의 약 40%에 불과한 실정이다[2].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생의 마지막

2014년 전체 사망자는 267,692명으로 광주광역시 6,935명,

까지 병원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전체

전라남도 16,053명으로 전체 10%정도이나, 2016년 광주 ․ 전남

사망자 중 의료기관 사망자는 73.1%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호스피스 병상 수는 137개로 전체 사망자에 비하면 모자란 실

30%가 크게 증가하였다[1]. 의료기관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임

정이다[3]. 호스피스 병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말기

종간호 제공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국내에서는

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의 임종간호가 급성기 치료중심의 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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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20~40%의 환자들은 중환자

자실 간호사들의 임종간호수행정도를 알아보고 관련된 변수

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집중 간호하고 있는 중환자
실 간호사들은 다른 부서의 간호사들보다 빈번하게 임종상황

2. 연구목적

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생과 사의 상황에
서 임종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의 충족뿐만 아니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

라 영적 통합을 이루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 DNR 윤리적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장애요인

위치에 있다[5]. 2016년 1월 국회에서 ‘웰 다잉법’의 통과로 환

정도를 파악하고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자들의 임종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점에서 특히, 호스피스병동의 부재로 인하여 임종간호수행을
빈번하게 맞이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임종간호태도는 임종 환자를 돌봄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가
질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인식으로 간호사의 임종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임종 관련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수행 차이를 파악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도, DNR
윤리적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장애요인 정
도를 파악한다.

간호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임종 환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도, DNR

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6].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타인의 생

윤리적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장애요인 간

명에 대하여 평등하게 존중해야 하는 생명윤리를 가져야 하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만, 보호자들의 DNR (Do Not Resuscitation)의 결정으로 생
명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가 커지며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항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상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료의 중단을 가져
오는 DNR 과정에서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요구

연구방법

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간호하기 위해 숙련된 임종간호가 필요하다[7]. 간호

1. 연구설계

사들은 임종간호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분노, 우울, 좌절, 주체할 수 없음, 희망 없음, 상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수행을 파

감 등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8], 선행연구에서 임종

악하고 임종간호태도, DNR 윤리적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간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적 영역의 임종간호수행정도

임종간호 장애요인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낮출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것을 강조하였다[9]. 더불어 임종 환자들을 돌보면서 간호사들
은 업무량 과중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중환자실 환경, 간호사

2. 연구대상

의 서비스 부족 등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0].

본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임종 환자는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율적인

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규간

전인간호를 요구하는데,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증도가 높

호사 및 1년 미만의 간호사들은 임상경험의 부족으로 임종에

은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임종상황을 많이 겪으므로 중환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

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1].

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직업적 회의까지 느낄 수 있으

또한 임종간호수행 관련 국내외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므로[12,13] 중환자실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직위에서 관리자

하고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임종간호수행과 DNR 윤

를 제외한 일반 간호사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리적 태도[7], 임종간호 스트레스[8,9]에 대한 연관성만 보고되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G*Power

어 임종간호수행에 관계가 있었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포함

3.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에 유의수준 .05,

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요인 13으로 설정하였을 때 표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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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부를 배포

레스척도[17]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의

하였으나 설문에 성실하게 표기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한 총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8문항, 임종 환자에 대한 시간할애

238명으로 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7문항, 임종 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7문항, 업무량 과중 5문
항, 임종 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6문항,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3

3. 연구도구

문항,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 4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도구는 ‘매우 아니다’에 1점, ‘아니다’에 2점, ‘그저

1) 임종간호수행

그렇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

임종간호수행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한 임종

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

간호수행척도[9]로 측정하였으며, 본 도구는 신체적 영역 8문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항, 심리적 영역 8문항, 영적 영역 5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

.95였다.

되었다. ‘전혀 시행 안 한다’에 1점, ‘대체로 시행 안 한다’에 2
점, ‘대체로 시행 한다’에 3점, ‘꼭 시행 한다’에 4점으로 점수가

5) 임종간호 장애요인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임종간호 장애요인은 임종간호 장애에 대한 인지강도 점수

후 수정된 도구[9]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

(Perceived Intensity Score For Barriers, PIS)[10]로 측정하

서 도구의 신뢰도는 .85였으며 하위영역은 신체적 영역 .78, 심

였다. 이 척도는 첫 번째 영역인 환자 및 가족영역에서는 환자

리적 영역 .77, 영적 영역 .76이었다.

와 가족의 치료에 대한 기대, 연명치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
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영역인 의료인영역에

2) 임종간호태도

서는 간호사의 부족, 업무량 과중, 임종간호에 필요한 의사소

임종간호태도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FATCOD (From-

통의 부족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영역인

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

병원환경영역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면회할 수 있는 공간부족,

[14]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20문

임종간호 서비스 부족 등으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

항,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0문항으로

구는 ‘절대 장애요인이 아니다’에 0점, ‘장애요인이 아니다’에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장애요인이 아닌 편이다’에 2점, ‘장애요인이다’에 3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매우

‘큰 장애요인이다’에 4점, ‘극도로 큰 장애요인이다’에 5점으로

그렇다’에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

점수가 클수록 강력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개발

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4,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뢰도는 .90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는 환자 ․ 가족영역에서
.87, 의료인 영역에서 .88, 병원환경영역에서 .75였다.

3) 심폐소생술금지(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태도[15]에 척도를 수

6) 일반적 특성 및 임종 관련 특성

정하여 구성한 도구[16]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NR 결정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결혼

대한 태도 5문항, DNR 결정 후 의료행위 범위 9문항, DNR 상

유무, 종교유무, 임상경력, 근무지경력, 최종학력 7문항으로 구

황 시 설명 2문항, DNR 결정과정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임종 관련특성은 DNR 실행경험, DNR 교육경험,

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전혀 아니다’에 1점, ‘아니다’에 2점, ‘그

최근 1년 이내 죽음경험, 죽음인식 영향요인, 임종간호 수행 시

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DNR에

어려움, 임종간호지식 습득 경로, 자가 임종간호유형 9문항으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4. 자료수집
4)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기존문헌을 기반으로 간호사들의 심

본 연구는 M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

층면담과 개방적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임종간호 스트

view Board, IRB)에 연구목적과 진행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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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승인을 받았다(IRB No: SB-011-01).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12월 5일부터 2016년 1월 5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일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위치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

의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병원

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방문하여 협조 승인을 받은 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로 분석하였다.

설명하고 허가를 받은 후 배포하였으며, 연구 설문지를 사용하
여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에 참여하는

연구결과

도중 또는 설문지 제출 이후에도 언제든 연구참여의 철회를 요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소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수행 정도

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대략 20~30
분이었으며, 설문지 작성 후 밀봉하여 수간호사가 취합 후 연

대상자의 연령은 20대는 126명(53%), 30대 96명(40.3%), 40
대 이상은 16명(6.7%)의 순이었고, 성별은 여자가 215명(90.3%)

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으로 많았으며, 결혼 유무는 미혼 163명(68.5%), 기혼 75명(31.5
%)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87명(36.6%)으로 없는

5. 자료분석

경우가 151명(63.4%)으로 더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1~2년 43명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18.1%), 3~5년 91명(38.2%), 6~9년 63명(26.5%), 10년 이상은
41명(17.2%)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경력은 1~2년 64명(26.9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3~5년 124명(52.1%), 6~9년 44명(18.5%), 10년 이상은 6명
(2.5%)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76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종간호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31.9%), 대학교 졸업 139명(58.4%), 대학원 이상 23명(9.7%)

수행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다른 임종간호수행의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End-of-life Care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20~29
30~39
≥40

Gender

n (%)

(N=238)
End-of-life care performance
M±SD

t or F

p

126 (53.0)
96 (40.3)
16 (6.7)

2.60±0.32
2.60±0.31
2.55±0.31

0.23

.794

Male
Female

23 (9.7)
215 (90.3)

2.48±0.32
2.61±0.31

-1.82

.635

Marital state

Single
Married

163 (68.5)
75 (31.5)

2.59±0.33
2.60±0.28

-0.21

.262

Religion

Yes
No

87 (36.6)
151 (63.4)

2.59±0.30
2.60±0.32

-0.44

.499

Total work
duration (year)

1~2
3~5
6~9
≥10

43 (18.1)
91 (38.2)
63 (26.5)
41 (17.2)

2.65±0.34
2.57±0.30
2.60±0.30
2.60±0.26

0.73

.534

ICU work
duration (year)

1~2
3~5
6~9
≥10

64 (26.9)
124 (52.1)
44 (18.5)
6 (2.5)

2.66±0.35
2.57±0.29
2.59±0.33
2.58±0.10

1.10

.387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76 (31.9)
139 (58.4)
23 (9.7)

2.63±0.32
2.58±0.31
2.58±0.30

0.63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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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간호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수행 정도

4. 대상자의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도, DNR 윤리적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장애요인의 상관

대상자의 심폐소생술금지(DNR) 실행경험의 경우 233명

관계

(97.9%)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심폐소생술(DNR) 교육경험으
로는 151명(63.4%)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1년 이내 가

임종간호수행의 상관관계는 임종간호태도에서 유의한 정

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이 있는 경우가 73명(30.7

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r=.30, p <.001), 임종간호 스트

%)이며, 경험대상으로는 조부모 28명(38.4%), 친구/지인 등

레스(r=-.70, p <.001)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27명(36.9%), 친척 11명(15.1%), 부모 6명(8.2%), 형제 1명(1.4

임종간호 장애요인 중환자 ․ 가족 장애영역(r=-.24, p <.001),

%)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죽음을 몇 회나 경험했는지 살펴

의료인 장애영역(r=-.44, p <.001), 병원환경 장애영역(r=-.28,

보면 21회 이상이 136명(57.2%), 11-20회 52명(21.8%)으로 경

p <.001)은 임종간호수행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었다(Table 4).

임종 관련 교육이수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9명(33.2%)으로 나타났다. 죽음 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보면, 환자의 죽음이 155명(65.1%), 가까운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이 61명(25.6%) 순으로 나타났다. 임종
간호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의사소통방법이 서툴러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에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가 83명(35%), 시간이 없어서가 71명(29.8%) 순으로 나타났

위하여 임종 관련특성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임종교육경

다. 임종간호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는 직무/보수교육을 통해

험과 상관관계를 보인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

서 91명(38.2%), 대학교/대학원 수업을 통해서가 77명(32.4%)

간호 장애요인 하위영역(환자가족영역, 의료인영역, 병원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임종간호유형에 대한 질문으로 신

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체적 간호형 121명(50.8%), 심리적 간호형 110명(46.2%), 영적

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잔차 독립

간호형 7명(2.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종 관

성, 정규성을 진단하는데, 다중공선성은 공차와 분산팽창지수

련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수행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임종 관련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차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임종간호수행은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tolerance)는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종속변수의 변

2.64점으로 없는 군 2.5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비율로서 공차가 0에 가까울수록 설명되지 않은 종속변수의

(t=1.31, p<.001)(Table 2).

변인(1-공차)이 커지면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
다. VIF는 공차의 반대개념으로서 작은 분산팽창지수를 갖게

3. 대상자의 임종간호수행, 임종간호태도, DNR 윤리적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장애요인

되면 높은 공차를 보이는데, VIF가 1에 가까울수록 다중 공선
성의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독립변수들 간의 tolerance를 검
정한 결과는 .790~.943로 기준인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

대상자의 임종간호수행 정도는 평점평균 2.60 (0.31)점이
며, 하위영역인 ‘신체적 영역’은 평점평균 2.99 (0.39)점, ‘심리

선성의 문제가 없고, VIF값도 1.060~1.265로 기준인 10보다 적
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 영역’은 평점평균 2.73 (0.37)점, ‘영적 영역’은 평점평균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1.77 (0.53)점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태도정도는 평점평균

으로 나타났으며(F=89.39, p <.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2.83 (0.19)점, DNR 윤리적 태도정도는 2.89 (0.23)점, 임종간

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 )는 .53로 약 53%의 설명력을 나타

호 스트레스정도는 평점평균 3.65 (0.46)점으로 나타났다. 임

내고 있었다.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종간

종간호 장애요인정도는 2.99 (0.44)점이며, 하위영역인 ‘환자

호 스트레스(β=-.59)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고, 임종간

․ 가족영역’은 평점평균 3.09 (0.53)점, ‘의료인영역’은 2.97

호 장애요인의 하위영역인 의료인 영역(β=-.19), 임종간호태

(0.50)점, ‘병원환경영역’은 2.86 (0.52)점으로 나타났다(Table

도(β=.14)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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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d-of-life Care Performance according to End-of-life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Execution of DNR
experience

Yes
No

Participation of DNR
education

n (%)

(N=238)
End-of-life care performance

M±SD

t or F

p

233 (97.9)
5 (2.1)

2.59±0.31
2.93±0.42

-2.38

.522

Yes
No

151 (63.4)
87 (36.6)

2.58±0.30
2.62±0.33

-0.99

.405

Experience of the
acquaintance' death
with in 1 year

Yes
No

73 (30.7)
165 (69.3)

2.59±0.30
2.61±0.34

-0.45

.449

Yes → Who?

Grandparents
Parents
Brother
Relation
Acquaintance

28 (38.4)
6 (8.2)
1 (1.4)
11 (15.1)
27 (36.9)

2.62±0.37
2.63±0.38
2.85±0.00
2.51±0.20
2.65±0.36

0.43

.782

The number of patients
who experienced
death charge

No
1~5
6~10
11~20
≥21

3 (1.3)
17 (7.1)
30 (12.6)
52 (21.8)
136 (57.2)

2.73±0.18
2.70±0.38
2.59±0.37
2.58±0.28
2.59±0.30

0.67

.610

Participation of EOL
care education

Yes
No

79 (33.2)
159 (66.8)

2.64±0.41
2.58±0.24

1.31

＜.001

Death recognize factor

Patient death
Books, movies, TV etc.
Health, physical disease
Religious education
Through funeral
Death of family, friend

155 (65.1)
8 (3.4)
6 (2.5)
3 (1.3)
5 (2.1)
61 (25.6)

2.60±0.30
2.41±0.21
2.63±0.46
2.52±0.16
2.54±0.29
2.63±0.34

0.72

.603

The most difficult
thing in EOL care
performance

Not have time
Lack of expertise
Lack of skills
Communication immature
Fear of death

71 (29.8)
42 (17.6)
21 (8.8)
83 (35.0)
21 (8.8)

2.59±0.31
2.59±0.33
2.65±0.32
2.60±0.30
2.57±0.35

0.16

.954

The path in EOL care
knowledge getting

University/graduate school lecture
Religious body
Job training
Self-study book
Broadcasting media

77 (32.4)
9 (3.8)
91 (38.2)
16 (6.7)
45 (18.9)

2.63±0.32
2.64±0.30
2.58±0.34
2.49±0.28
2.61±0.23

0.71

.581

EOL care
self-assessment type

Physical care type
Spiritual care type
Psychological care type

121 (50.8)
7 (2.9)
110 (46.2)

2.60±0.32
2.62±0.22
2.59±0.31

0.06

.937

EOL=End-of-life.

논

의

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의 2.42점보다 높았으며, 중환
자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9]의 2.9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종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수행에 영

간호수행을 영역별로 보면 신체적 영역 평균이 2.99점, 심리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결

영역 2.73점, 영적 영역 1.77점으로 신체적 영역이 가장 높았으

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며, 이는 선행연구[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간호사들이 신

본 연구에서 임종간호수행 정도는 평점평균 2.60점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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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영역 간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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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s of End-of-life Care Performance, End-of-life
Care Attitude, DNR Ethical Attitude, End-of-life Care Stress,
End-of-life Care Obstacles
(N=238)
Variables

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으며, 증상완화에 치중하고 응급상황
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 영역이 높고 영적 영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들은 영적간호수행에 대한 불

M±SD

Range

2.60±0.31

1~4

2.99±0.39
2.73±0.37
1.77±0.53

1~4

End-of-life care attitude

2.83±0.19

1~4

DNR ethical attitude

2.89±0.23

1~4

임종 관련 특성 중 임종간호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임종간호

End-of-life care stress

3.65±0.46

1~5

수행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8]결과와 비슷하게 나

End-of-life care obstacles

2.99±0.44

0~5

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교육경험

3.09±0.53
2.97±0.50
2.86±0.50

0~5

이 있는 간호사가 33.2%로 나타났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End-of-life care performance
Physical area
Psychological area
Spiritual area

Patients, family area
Medical personnel area
Hospital environment area

충분한 준비, 시간부족, 영적 간호교육 부족 등으로 영적 간호
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18], 간호사들이 영적 간호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에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
고 종교 봉사활동 팀과 병원 원내의 원목 팀과의 연계를 통하여
영적인 부분의 임종간호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임종간호를 빈번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종간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 이외

Table 4. Correlation of End-of-life Care Performance, End-of-life Care Attitude, DNR Ethical Attitude, End-of-life Care Stress,
End-of-life Care Obstacles
(N =238)

Variables

EOL care
performance

EOL care
attitude

DNR
ethical
attitude

EOL care
stress

EOL obstacle
(patients,
family area)

EOL obstacle
(medical
personnel area)

EOL obstacle
(hospital area)

r (p)

r (p)

r (p)

r (p)

r (p)

r (p)

r (p)

EOL care
performance
EOL care
attitude

1
.30
(＜.001)

1

.11
(.097)

.40
(＜.001)

1

EOL care
stress

-.70
(＜.001)

-.24
(＜.001)

-.10
(.136)

1

EOL obstacle
(Patients, family
area)

-.24
(＜.001)

.04
(.550)

-.01
(.898)

.28
(＜.001)

1

EOL obstacle
(medical
personnel area)

-.44
(＜.001)

-.09
(.170)

-.02
(.815)

.41
(＜.001)

.65
(＜.001)

1

EOL obstacle
(hospital area)

-.28
(＜.001)

-.05
(.416)

.02
(.711)

.32
(＜.001)

.51
(＜.001)

.59
(＜.001)

DNR
ethical attitude

1

EOL=End-of-lif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the End-of-life Care Performance of ICU Nurses
Variables

B

SE

(Constant)

81.21

4.99

End-of-life care stress

-0.21

0.01

End-of-life care obstacle (medial personnel area)

-0.20

0.05

End-of-life care attitude

0.13

0.04

(N=238)
t

β

p

16.26

＜.001

-.59

-11.68

＜.001

-.19

-3.82

＜.001

.14

3.02

.002

2

Adj. R =.53, F=89.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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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호스피스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를 대

하다[23].

상으로 한 연구[19]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제공 후 임종 환자

DNR 윤리적 태도는 본 연구에서 평점평균 2.98점으로 임상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아 체계화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의 2.68점의 결과와 유사하게

임종 관련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임종에

나타났다. 4점 만점의 결과에서 DNR에 대한 태도가 무의미한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도구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임종간호수행 변수 간의 차이

본 연구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8,9]결과와 일치하

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임상근무경력

있다. DNR 윤리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임종간호수행 영역

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변수로 시간이 흐를수록 실

중 신체적 영역과 정상관관계가 있었는데[7], 이는 말기 환자

무능력이 향상되고 역량이 증대되어 임종간호수행도가 높아

의 신체적 증상을 간호하는 것이 환자의 고통과 안위를 높여주

진다고 하였다[9].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경력은 임

는 중재의 기회라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간호수행과 차이가 없었고 20대 간호사와 2년 미만의 간호

본 연구에서 임종간호 스트레스 점수는 평점평균 3.65점으

사에서 임종간호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의

로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3.84점, 중환자실 연

진료체계와 지원체계, 간호인력 수에 맞는 간호전달체계의 차

구[9]에서 3.8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를 제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병원에서

공하면서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간호요구와 변화로 인하여 업

는 아직 기능적 업무분담과 팀 간호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

무량 과중과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

가 많았고 간호업무 특성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으

다고 보고하고 있다[24]. 또한, 임종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며, 의료기관의 간호업무 특성에 맞는 업무분담체계를 마련하

못하거나 간호수행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간호사는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5년 미만의 중간정도의 경력자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임종간호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8], 간호 숙련성[20]

는 요인[25]으로 임종간호태도, 정신건강, 결혼상태, 영적 건

으로 구분해보면 이 시기에 속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업무는 익

강, 총 임상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효율

숙해지지만 역할변화와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는 시

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임종간호태도와 영적 건강을

기로 간호업무를 습관처럼 수행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높이도록 변화시키고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임상, 근무지경력에 따라

할 수 있게 차별화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임종간호수행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3~5년 미만 대상

을 개발하여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들이 임종간호수행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일치하는 결과를

임종간호 장애요인은 본 연구에서 평점평균 2.99점이며, 중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역적, 간호업무 특성에 따라 연령, 임상

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 2.69점으로 나타나

경력에 따라 임종간호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

보통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보면 환자 ․ 가족

함을 제언한다.

영역에서 3.09점, 의료인영역 2.97점, 병원환경영역이 2.86점

임종간호태도의 평점평균은 2.83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간

으로 환자 ․ 가족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국외 연구[26]에

호사의 연구[21] 2.98점으로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도구

서도 환자 ․ 가족영역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환

개발연구[19]에서 평균 2점 이상에서 임종간호태도가 보통이

자와 가족들은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가족들의 완치를 기대하

라고 해석 한 것에 따르면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며, 환자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족들이 환자의 상태를

수 있다. 간호대학생[22]에게 호스피스 교육을 시행한 후 측정

묻기 위해 끊임없이 간호사에게 전화하고 환자의 상태를 받아

한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증가하여 교육이 임종간호태도에 긍

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27].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환자 ․ 가족

정적인 변화를 보여 임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영역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환자와 24시간 같이하는 간호사가 환

한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6]에서 죽음

자의 임종간호에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나타내어 장애

에 대한 인식, 죽음 불안, 임종간호 스트레스,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종 환자 가족

등을 확인하였고, 이는 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임종 환자

들의 임종준비를 위해서 종교봉사활동 단체나 사회복지사 등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

과의 연계를 통하여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임종간호를

로 습득하고,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

제공하는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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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야 한다.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이 낮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임종간호수행과 변수 상관관계 결과는 임종간호태도(r=.30,

고, 하위영역인 환자 ․ 가족영역, 의료인 영역, 병원환경영역도

p <.001)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임종간호 스트레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임종간호수행과 임종간호 장애

스(r=-.70, p <.001), 임종간호 장애요인의 하부영역인 환자 ․

요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힘들지만,

가족영역(r=-.24, p <.001), 의료인영역(r=-.44, p<.001),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역량[10]과 임종간호 장애요인간

환경 장애영역(r=-.28, p<.001)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었다.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임종간호수행이 높아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또 다른 장애요

다고 할 때 임종간호태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대학생

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간호환경과 관련된 공간적, 시간

에게 성찰일지를 통하여 임종간호교육을 시행한 연구[28]에서

적 문제로 나타났다. 임종 환자와 비통한 가족들의 사생활을

임종간호교육은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배려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환자와 가족들을 심리적 간호

임종간호태도는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를 존중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30]. 호스피스 완화의료

었다. 따라서, 임종을 자주 접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본

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급성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목한 임종 환자와의

기 치료 중심의 일반병원에서 임종 환자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방법, 임종 전, 후 환자 및 가족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임종간호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종간호와 편

제시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한 죽음을 위하여 환자와 가족들을 배려하여 독립적인 공간

DNR 윤리적 태도는 임종간호수행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으로 전실을 권유하며, 간호사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환자와

로 나타나 연구[7]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임종간호의 질을 높일 수

우리나라는 DNR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나 통일된 가이드라

있도록 해야 한다.

인이 없는 상태로 병원마다 다르게 DNR을 결정하고 있는 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수행의 관련요인을

정이며, DNR을 결정했어도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가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임종간

족들의 요구로 인해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장애요인의 하부영역인 의료인영역, 임

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DNR 환자 간호를 시행하면서 윤리

종간호태도 3개 요인이 임종간호수행 관련요인을 53% 설명하

적 갈등을 느끼게 되며,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가장 큰 관련

수 있으며 임종간호수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장애요

[12]. 따라서, DNR 결정에 지표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구

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체적인 지침 제정이 필요하며, 선행연구[29]에서 태도가 수행

임종간호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해 변수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연

의 촉진 요인이 되고 특별히 긍정적인 태도가 수행을 증진할 수

구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웠으며, 임종간호수행 영향요인[8]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에서 임종간호태도와 죽음인식이 13.7%의 설명력을 갖는 것

한 DNR 결정한 환자를 간호할 경우 영적 간호의 중요성 및 환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임종간호태도 변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DNR 교육이

나타났다. 임종간호 장애요인을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영향

필요하다.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의료인영역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이 낮아 유의

확인하였다. 이는 임종간호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인지강

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선행연구[8,9]와 일치하는 결

도점수에서는 환자 ․ 가족영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

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임종 환자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이

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의료인영역이 영향

미숙한 간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임종을 맞

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연구[10]의 연구결과와

이하는 응급상황에서 당혹감을 느낀다고 하였다[12]. 높은 스

일치하였다. 의료인영역에서 업무량 과중이 큰 장애요인임을

트레스로 인하여 임종간호수행 시 간호의 질은 저하되고 간호

시사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방향에 대해 의료진들의 의견이

사 및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 또한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치되지 않아 간호사들이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려움을

[9]. 따라서,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낮춰 임종간호수행에 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DNR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

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트레

인의 부재로 임종순간이 다가오면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임종간호 장애요인이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의료진간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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