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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spital nurses’ nursing activities

changes after DNR(do-not-resuscitate) decis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120

registered nurses working in two university hospita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September 15,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Results:　 DNR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needs was very high(91.7%). But DNR

educational experience was low(59.2%). Nursing activity change was classified as the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and social area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religion(F=3.459, p=.010), working unit(F=3.410, p=.036), DNR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needs(t=5.048, p=.027), DNR educational experience(t=-2.816, p=.006) and

nursing activities changes. Conclusion:　Nurses are needed DNR educational programs

to take care of DNR patients. And the criteria for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DNR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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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의 발전은 건강수준의 향상, 평균 수명연장,

질병 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김미지, 노

상미, 류은정, 신상문, 2014).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갑작스

럽고 예기치 않게 심폐기능이 정지된 응급환자

를 소생시킬 목적의 치료방법으로 인간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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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이명순, 2010).

그러나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위한 CPR 사례가

증가하면서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과 소생술에

따르는 대상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해치는 부작

용이 초래되고 있고, 비록 CPR이 성공한다 할지

라도 단지 죽음을 지연시킬 뿐이고 의학적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CPR을 적용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을

막고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라는 문제가 제기되

고 있다(김지미 등, 2014).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김지미 등,

2014). DNR의 지시는 처음에는 주로 의사의 판

단 하에 결정되었으나 근래에는 환자의 자율성

이 강조되면서 환자 스스로 요청하고 있다(이윤

정, 이형숙, 2013). 미국에서는 1990년에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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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patient's Self-Determination Acts)이 통과

하여 병원에 처음 입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의 과

정에 관한 사전의사결정서(Advanced directives)

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식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사전의사결정서에 근거하여 결정하거

나 사전의사결정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라도 환

자의 유언, 평소의 말이나 행동에 근거하여 법적

대리인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정아, 정덕

유, 2013).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DNR 결정 시 환자

본인의 결정보다는 주로 환자가 배제된 상황 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DNR 결정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가족의 배려라 할지라도 결

국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고 가족으로서의 도리

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을 갖게 되

고, DNR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

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이명선 등,

2008). 또한 국내에는 아직 DNR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치의와 환자보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주치의 마다 환자

에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치료의 범위가 다르

기 때문에 상황 대처 시에 갈등을 경험하는 경

우가 많다(계영애 등, 2015; 한성숙, 정순아, 문

미선, 한미현, 고규희, 2001). 이에 우리나라에서

는 2001년부터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DNR

지침을 마련하고 문서화여 시행하고 있고, 의료

계에서 연명 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2009년 10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을 발표하여 연명치료 중지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였다(이윤정, 이형숙, 2013). 하지

만 DNR과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

느 시점에서, 누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침과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논

란이 여전하다(계영애 등, 2015; 김미지 등,

2014; 문정희, 김수미, 2013; 이윤정, 이형숙,

2013).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중 심폐소생술금

지(do-not-resuscitate: DNR)에 대한 교육을 받

은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의사

와 간호사는 DNR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한 상태에서 DNR 상황을 경험하게 되다. 이에

따라 DNR에 대한 상담과 판단, 치료와 간호 과

정에서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

았다는 죄책감과 윤리적 갈등, 말기 환자의 치료

방법과 적용 범위, 적용 시기, 의사소통의 어려

움, 법적 책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계영애 등, 2015; 문정희, 김수미, 2013, 김

미지 등, 2014). 또한 의사와 간호사 간에 DNR

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DNR 결정된 후에도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시

행하며 DNR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도 하며(계영애 등, 2015; 박정아, 정덕유, 2013;

Saevareid, & Balandin, 2011), 간호사 간에도

DNR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김현

아, 김귀분, 2011; 김현지, 2014; 조정림, 이은남,

변숙진, 2011).

그동안 DNR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DNR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경험(강현임, 염영

희, 2003), 중환자실 간호사의 DNR과 관련된 윤

리문제의 인식 및 태도(성미혜, 박재희, 정경은,

한혜란, 2007), 노인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 결과

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정서상태(이명순,

2010), 노인환자의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인식(박서윤, 2011),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간

호사 인식(조정림 등, 2011), 심폐소생술금지 환

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김현아, 김귀분,

2011),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태도(이주연, 최은희, 박경숙, 2014) 등

DNR과 관련된 윤리적 인식이나 태도에 관현 연

구가 주로 시행되었고 최근에서야 간호활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김윤희, 2013; 김현지, 2014)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간호영역이 일부 기본간

호에 국한되거나 특정 근무부서 간호사만을 대

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처럼 DNR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DNR 결정에 따른 간호활동 변화에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DNR 결정에 대한

간호활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DNR 환자

간호 교육의 지침 마련과 간호중재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변

화를 알아보고 DNR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표준 및 간호교육 지침 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DNR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DNR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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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호활동의 변화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에 따른 DNR 결정에

대한 간호활동의 변화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에 대한 간호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소재 두 개의 종합병원에

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DNR 환자를 간호

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

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DNR 관련 특성 2문항,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변화 39문항의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및 DNR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

교, 결혼 상태, 근무경력, 근무부서, 최종학력으

로 구성되었고, DNR 관련 특성은 DNR 교육경

험 유무와 DNR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

2) 심폐소생술금지(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본 연구에서 DNR 결정 후 간호사의 간호활동

변화는 이정희(2002)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분석 도구와 배영란(2000)의 호스피스 간호역할

도구를 김현지(201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

고, 신체적 영역 21문항, 정서적 영역 9문항 영

적 영역 6문항, 사회적 영역 3문항의 총 39문항

이다. 각 문항은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소극

적 변화(간호활동 감소)’ 1점, ‘변화 없음’ 2점,

‘적극적 변화(간호활동 증가)’ 3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DNR 경험

이 있는 3명의 임상 간호사와 간호학 교수 1인

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이정희(2002)의 연구에서는 .98,

배영란(2000)의 연구에서는 .96, 김현지(2014)의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15일까지였다. 연구자가 간호부를 방

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

한 후, 각 병동의 간호사들에게 다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에게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자율적 참여와 비밀보장,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

지 연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동의할 경

우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30부를 배

부하여 그 중 124부(95.3%)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총 120부(92.3%)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DNR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차이를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에 따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차이를 independent t-test

와 one-way ANOVA,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

다.

4)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 계수로 구하였다.



大韓韓醫情報學會誌 第21卷 2號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Korean Medical Informatics. 2015.21(2)

- 28 -

항  목 구  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32.58(7.08)

성별
남

여

6

114

(5.0)

(95.0)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없음

2

31

6

18

63

(1.7)

(25.8)

(5.0)

(15.0)

(52.5)

결혼상태
기혼

미혼

56

64

(46.7)

(53.3)

근무경력(개월) 104.98(82.57)

근무부서

병동

중환자실

기타

57

26

37

(47.5)

(21.7)

(30.8)

최종학력

3년제 간호과

4년제 간호학과

대학원 이상

69

44

7

(57.5)

(36.7)

(5.8)

 DNR 교육 경험 유무
있다

없다

71

49

(59.2)

(40.8)

DNR 교육 필요성 인식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10

0

10

(91.7)
(0.0)

(8.3)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DNR 관련 특성>(N=120)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DNR 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58(7.08)세였고

성별은 여자가 114명(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57명(47.5%)이었고, 그

중 기독교가 31명(25.8%)가 가장 많았고, 원불교

18명(15.0%), 천주교 6명(5.0%)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56명(46.7%), 미혼이 64명(53.3%)

이었다. 근무경력은 평균 104.98(82.57)개월, 평균

8.67(6.88)년이었다. 근무부서는 병동 57명(47.5%),

중환자실 26명(21.7%), 기타 37명(30.8%)이었으며,

최종학력은 3년제 간호과 69명(57.5%), 4년제 간

호학과 44명(36.7%), 대학원 이상 7명(5.8%) 순

이었다.

2)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은 DNR과 관련된 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71명(59.2%),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49명(40.8%)으로

DNR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많았다. DNR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에게 DNR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110명

(91.7%), 교육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10명

(8.3%), DNR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0명(0%)순

으로 대부분의 간호사가 DNR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참조>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활동 변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를 간호활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

라 간호사의 DNR 결정 후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별 간호활동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의 간호활동 변화

는 종교(F=3.459, p=.01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

한 결과, 종교가 기독교인 간호사가 원불교인 간

호사보다 신체적 영역의 간호활동이 더 적극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의

간호활동 변화는 근무부서(F=3.410, p=.036)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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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간호활동 변화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영적 영역 사회적 영역 
M

(SD)
t/F(p) 

scheffe
M

(SD)
t/F(p) 

scheffe
M

(SD)
t/F(p) 

scheffe
M

(SD)
t/F(p) 

scheffe

연령

20세~29세
30세~39세
40세 이상

2.29
(0.46)
2.20

(0.52)
2.36

(0.54)

.899
(.410)

2.28
(0.45)
2.22

(0.40)
2.48

(1.04)

1.415
(.247)

2.27
(0.47)
2.29

(0.66)
2.35

(0.60)

.170
(.844)

2.27
(0.53)
2.31

(0.57)
2.30

(0.59)

.043
(.958)

성별
남자
여자

2.04
(0.28)
2.28

(0.50)
-1.151
(.252)

2.29
(0.376)
2.30

(0.60)
-.024
(.981)

2.44
(0.37)
2.28

(0.57)
.659

(.511)
2.55

(0.45)
2.28

(0.57)
1.159
(.249)

종교

불교ａ

기독교b

천주교c

원불교d

없음e

2.38
(0.00)
2.40

(0.45)
2.48

(0.35)
1.91

(0.52)
2.28

(0.49)

3.459
(.010)
b > d

2.11
(0.00)
2.30

(0.36)
2.57

(0.46)
2.03

(0.49)
2.35

(0.69)

1.487
(.211)

2.50
(0.00)
2.34

(0.42)
2.50

(0.66)
2.00

(0.59)
2.32

(0.61)

1.610
(.176)

2.66
(0.00)
2.46

(0.43)
2.44

(0.62)
2.03

(0.79)
2.25

(0.53)

2.059
(.091)

결혼 기혼 2.29 .369 2.27 -.520 2.297 .057 2.27 -.264

<Table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간호활동 변화>(N=120)

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

사의 사회적 영역의 간호활동이 병동을 제외한

타부서의 간호사보다 간호활동의 변화 정도가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영

역과 영적 영역의 간호활동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활동

변화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에 따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를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별로 각각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표2). 신체적 영역의 간호활동 변화는

DNR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F=5.048, p=.027)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NR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인식

하는 간호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간

호사보다 신체적 영역의 간호활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정서적 영역의 간호활동 변화는

DNR 특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영적 영역의 간호활동 변화는 DNR

교육경험 유무(t=-2.816, p=.006)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사보다 간호활동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의 간

호활동 변화에 있어서도 DNR 교육경험 유무

(t=-2.289,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교육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보다 DNR 결정 후 간호활동

이 증가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DNR 결정이 간호사의 간호활동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DNR을 결정한 후에 간

호사의 간호업무, 즉 간호활동의 변화를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및 DNR 관련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 대상자의 대부분(91.7%)이 DNR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DNR 교

육을 경험한 간호사는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

으로 DNR 관련 교육과 태도에 대하여 연구한

계영애 등(2015)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간

호사 98%, 의사 100%)가 DNR의 필요성에 대하

여 동의하고 있으나 DNR 교육 경험이 있는 의

료인은 33%에 불과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연구한 김현지(2014)의 연구에서 DNR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86.6%의 간호사가 인식

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은 46.7%만이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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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0.52)
2.25

(0.47)
(.713)

(0.74)
2.32

(0.41)
(.604)

(0.69)
2.291
(0.44)

(.955)
(0.61)
2.30

(0.53)
(.792)

근무
경력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6년 이상

2.03
(0.49)
2.18

(0.51)
2.23

(0.52)
2.34

(0.46)

.546
(.652)

2.29
(0.48)
2.29

(0.42)
2.058
(0.32)
2.58

(1.07)

2.574
(.057)

2.27
(0.48)
2.24

(0.49)
2.28

(0.86)
2.45

(0.13)

.570
(.636)

2.25
(0.58)
2.30

(0.56)
2.26

(0.50)
2.42

(0.60)

.427
(.734)

근무
부서

병동a

중환자실b

기타c

2.25
(0.47)
2.16

(0.49)
2.38

(0.55)

1.629
(.201)

2.28
(0.44)
2.29

(0.93)
2.33

(0.48)

.78
(.925)

2.27
(0.48)
2.19

(0.81)
2.39

(0.48)

1.042
(.356)

2.28
(0.61)
2.08

(0.44)
2.45

(0.53)

3.410
(.036)
b < c

최종
학력

3년제
4년제
대학원 
이상

2.19
(0.48)
2.37

(0.51)
2.43

(0.30)

2.208
(.115)

2.26
(0.71)
2.35

(0.38)
2.28

(0.24)

.292
(.747)

2.25
(0.65)
2.36

(0.45)
2.28

(0.26)

.519
(.597)

2.24
(0.62)
2.35

(0.50)
2.42

(0.25)

.753
(.473)

DNR 
교육
경험 
유무

있다
없다

2.29
(0.54)
2.24

(0.40)
.524

(.560)
2.26

(0.69)
2.35

(0.39)
-.764
(.446)

2.17
(0.50)
2.46

(0.52)
-2.816
(.006)

2.17
(0.56)
2.46

(0.53)
-2.893
(.005)

DNR 
교육 

필요성 
인식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2.03
(0.50)

0
(0.00)
1.94

(0.22)

5.048
(.027)

2.31
(0.61)

0
(0.00)
2.16

(0.37)

.570
(.452)

2.30
(0.57)

0
(0.00)
2.21

(0.58)

.202
(.654)

2.29
(0.57)

0
(0.00)
2.33

(0.49)

.051
(.822)

의료진 중 42.3%만이 말기환자가 자신의 연명치

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사전의료의향

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여(박정아, 정

덕유, 201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현재 간호교육의 학부과정, 근무하

는 병원에서는 실시되는 간호 실무교육과정, 그

리고 중환자 간호, 호스피스 간호, 임종환자 간

호 등의 다양한 보수교육 등의 교육과정이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을 통하여 DNR에 대

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

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스피스나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간호를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간호사가 DNR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DNR 상황을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간의 환자 치료와 간호에 대한 의견 간의 불일

치, 잘못된 DNR 판단,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윤리적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계영애 등, 2015; 유은영, 양유정, 2015;

이윤정, 이형숙, 2013) 앞으로 간호실무 교육에서

DNR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DNR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

서(조정림 등, 2011) DNR 교육은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DNR에 대한 국민

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표준

화된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DNR 결정 후 간

호사의 간호활동 변화는 종교와 근무부서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 신체적 영역에서

간호활동의 변화가 있었고, 근무부서에 따라 사

회적 영역의 간호활동에 변화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는 간호사가 원불교

를 믿는 간호사보다 DNR 결정 후에 간호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유

은영과 양유정(2015)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종교

에 따라서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 거

부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러

종교 중 기독교를 믿는 간호사의 86%가 환자의

치료 거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결과와 비슷

한 결과이다. 반면에 여러 선행연구(배영란,

2000; 조정화, 2015)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간

호사의 DNR에 대한 태도, 임종간호(또는 호스피

스간호) 수행에 대한 지각과 실제 간호 수행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다만 종교

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간호사일수록 영적 영역

에서의 간호활동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배영란, 2000). 따라서 간호사의 종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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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DNR 관련 간호활동 차이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는 아직 그 근거가 부족하며 향후 종교와의

관련성, 특정 간호활동 영역과 종교와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근무부서에 따른 간호활동의 차이

는 사회적 영역의 간호활동에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가 병동을 제외한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DNR 결정 후에 간호활동의 변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

이 없더라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간호활동

이 타부서 근무 간호사에 비하여 거의 모든 영

역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렵지만 계영애 등(2015)의 연구에서 간호사

의 DNR 임상경험 여부에 따라 DNR의 필요성

과 시기, DNR 선언 이후의 다른 치료들의 허용

에 대하여 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DNR을 경험한 간호사는 DNR 시

기를 좀 더 조기로 설정하고 CPR 이외의 항생

제 및 인공호흡기와 같은 치료에 대해서도 덜

적극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중환

자실 간호사는 타부서 간호사에 비하여 보다 위

중하고 응급을 요하는 상황의 환자들을 많이 접

하게 되고 이로 인해 CPR이나 DNR 상황을 많

이 접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중환자실 간호

사의 DNR 환자의 간호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DNR 관련 특성에 따른 DNR 결정 후

간호사의 간호활동의 변화는 DNR 교육 경험 유

무에 따라 영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간호활동

에 변화가 있었다. 즉, DNR 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영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큰 간

호활동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김현지(2014)의

연구에서는 DNR 관련 특성(교육경험 유무, 교육

필요성 인식)과 영역별 간호활동의 변화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서는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함께

조사한 반면에, 김현지(2014)의 연구에서는 중환

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DNR에 대한 정확

한 기준이나 법제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체

계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은 DNR 교육을 받거나

또는 전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고,

각 의사마다 DNR에 대한 인식과 환자의 치료

방침에도 차이가 있으며, DNR 결정 후에도 환

자 가족의 적극적 치료 요구와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 등의 상황에서 간호활동을 하는 데 갈등

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 스스

로 DNR이 결정된 환자에게 치료와 간호를 소홀

히 하고 의료인으로써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계영애 등, 2015). 그러므로 간호사에게 교육을

통하여 DNR 결정이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

는 죽음을 위한 것이며, DNR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

요가 있다. 따라서 DNR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교육이 의료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DNR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보급, 그리

고 간호사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DNR 결정에 따른 간호활동 변화 실태를 파악하

여 DNR 환자 간호를 위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간호중재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DNR 교육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은 91.7%로 매우 높았으나, 실제

DNR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59.2%로 낮았다.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는 신체적, 정서

적, 영적, 사회적 영역의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간호사의 종교에 따라 신체적 영역의

간호활동에 차이가 있었고(F=3.459, p=.010), 중

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사회적 영역의 간

호활동의 변화가 가장 낮았다(F=3.410, p=.036).

DNR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DNR 교

육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영적 영역 간호활동 변

화(t=-2.816, p=.006)와 사회적 영역 간호활동 변

화(t=-2.893, p=.005)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NR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간호사는 신체적 영역의 간호활동이 감소하

였다(t=5.048, p=.027). 따라서 간호사의 DNR 교

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한 간호교육이 필요하며, DNR과 관련한 간호교

육과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DNR 지침의 개발과 법률적·정책적 제

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직 DNR에 대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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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의료인과 관련

한 연구가 주로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나 인

식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DNR

환자 간호 시 DNR 결정에 대한 간호활동의 변

화가 있는지 파악하였다는 점, 간호활동의 변화

를 특정 부서가 아닌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 그리고 세부 영역별 간호활동의

변화 정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

지만 일부 지역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DNR 결정 전과 후에 간호활동

의 변화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

째, 간호실무 교육 시 DNR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를 위한

DNR 관련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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