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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한 해 총 사망자는 약 29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그 중 의료기관에

서의 사망자가 76.2%를 차지한다[1]. 의료기관 사망률

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에서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횟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2], 특히 중환자실 사망률은 18%

로, 선진국 9.8%에 비해 높은 편이다[3]. 따라서 생애말

환자를 많이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제1저자)
**정회원,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6월 19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Received: June 19, 2021 / Revised: July 21, 2021
Accepted: July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hchang@gnu.ac.kr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 Korea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among ICU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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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및 긍정심리자본이 생애말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G도의 J시와 C시에 위치한 G대학병원 중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44명으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생애말 간호수행은 결혼상태, 생애말

간호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긍정심리자본, 생애말 간호 어려움으로 설명력은 24.8%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애말 간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 중환자실간호사, 생애말 간호,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리자본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of ICU nurses, moral distress, ethical climate, difficulties in end-of-life car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44 ICU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J city, Gyeongnam,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20,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The 
subjects’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of ICU nurs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marital status, 
experiences of end-of-life care education.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end-of-life care among ICU nurses wer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difficulties in end-of-life care. The 
explanatory power was 24.8%.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tervention program and education to 
reduce difficulties in end-of-life care and increa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 ICU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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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애말 간호수행이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의 가족

을 지지해주는 간호행위로서 마지막 생의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의 간호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

안하게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4]. 체계적인 생애말 간

호수행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남은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5]. 따라서 간호사

는 체계적이면서 질높은 생애말 간호수행을 통해 환자가

임종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임종환자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견해를 확실히 정립하지 못한 채 생애말 간호를

수행하고[6], 임종환자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7].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중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끝까지 적극적인 연명치료

를 지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심한 도덕적 고뇌를 느끼게

된다[8]. 도덕적 고뇌는 생애말 간호수행에 정적 상관관

계가 있으며[9], 생애말 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윤리적 환경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

떻게 윤리적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조직 내

의 공유된 인식으로, 구성원의 행동 방식에 제약을 가

하고 윤리적 행동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11].

긍정적인 윤리적 환경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윤

리적 관점을 존중하고 간호사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

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한다[12]. 반면 윤리적 문제

가 발생한 경우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조직의 윤리규칙

을 따르는 대신 소속부서나 조직의 윤리적 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경우 간호사는 도덕

적 고뇌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13]. 따라서 간호사

가 생애말 환자 간호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윤리

적 환경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애말 간호 어려움이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간

호사가 경험하는 생애말 간호의 어려움과 부정적인 감

정을 말한다[14]. 간호사는 생애말 간호를 수행하는 것

에 대한 큰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2]. 그러므

로 생애말 간호의 어려움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생애

말 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애말 간호

업무를 개선할 수 있고[14], 또한 생애말 간호를 수행하

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5].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구성원의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

을 맞춘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및 회복탄

력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긍정심리상태이다[16]. 긍

정심리자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발과 향상이 가능

하여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향상되면 삶

의 만족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17]. 선행연구에 의하면

긍정심리자본은 교대근무 간호사의 삶의 질과 상관관

계[18]가 있다. 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 인식은 임

종간호수행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19, 20], 종양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임종간

호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요인[15]으로 밝혀진 바 있어

생애말 환자를 많이 접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생애말 간호수행의 영향요인을 밝힌 국내 선행연구

로는 죽음불안[21,22], 죽음인식[15], 임종간호 스트레스

[23,24], 임종간호 태도[2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및 태도[26,27] 등 간호사의 개인적 요소에 치중하였고,

도덕적 고뇌와 윤리적 환경과 같은 조직적이고 윤리적

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생애

말 간호수행에 있어서 간호사가 실제로 경험하는 부정

적 요인인 생애말 간호의 어려움과,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

정도를알아보고관련된변수를규명하여, 체계적이고질높

은생애말간호수행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리자본이 생애말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의 J시와 C시 G대학병원 중

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생애말 환자를 1회 이상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

를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신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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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7,28] 생애말 환자를 1회 이

상 간호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로 하였다.

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한 양측검정 유의수

준(α)=.05, 효과크기(effect size)=0.15, 검정력(1-β)=.85,

예측변수 10개로 계산한 결과 131명이 필요하였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7부를 배포하였으나 수거되지

않은 설문지 7부, 불충분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44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임종관

련 특성 4문항, 생애말 간호수행 21문항, 도덕적 고뇌

21문항, 윤리적 환경 26문항, 생애말 간호 어려움 28문

항, 긍정심리자본 24문항, 총 134문항으로 구성된 구조

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경력, 직위, 근

무형태, 근무부서의 10문항, 임종관련 특성으로는 총 생

애말 간호 횟수, 1년 이내의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

험, 임종관련 교육 경험, 생애말 간호수행 시 어려운 점

의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4문항이다.

2) 생애말 간호수행

생애말 간호수행이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의 가족

을 지지해주는 간호행위로서 마지막 생의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의 간호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

게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Park[29]

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 도구를 Chung[30]

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신체적 영역’ 8문항,

‘심리적 영역’ 8문항, ‘영적 영역’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시행 안 한다’ 1점에서 ‘항

상 시행한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생애말 간호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9]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 Chung[30]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

이었다.

3) 도덕적 고뇌

도덕적 고뇌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인식은 가

지고 있지만 시간의 부족이나 감독관의 반대, 기관의

정책으로 제약이 따를 때 힘들고 괴로운 감정과 심리적

으로불균형적인상태를말한다[31]. 본 연구에서는 Hamric

등[32]이 개발하고 Chae 등[3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측정 도구(Korean version of

Moral Distress Scale-Revised, KMDS-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1문항으로 ‘무의미한 돌봄’ 5문항, ‘간

호실무’ 5문항, ‘기관 및 상황적 요인’ 4문항, ‘윤리적 문

제를 주장하는데 대한 제약’ 3문항, ‘의사실무’ 4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도덕적 고뇌의 빈

도(frequently) 0-4 (0=전혀 없음, 4=4회 이상)와 불편함

의 강도(Intensity) 0-4 (0=전혀 불편하지 않음, 4=매우

불편함)의 점수를 곱하여 어떤 항목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했더라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0’ 점으로

계산한다. 경험하지 않은 문항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은 문항은 ‘0’점으로 계산되어 도덕적 고뇌의 총점에

기여하지않으므로 Hamric 등[32]은 좀더정교하게도덕

적 고뇌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

덕적 고뇌가 높음을 의미한다. Hamric 등[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Chae 등[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4) 윤리적 환경

윤리적 환경이란 옳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윤리

적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조직 내의 공유된

인식으로, 구성원의 행동 방식에 제약을 가하고 윤리적

행동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을 말한다[34]. 본 연구에는

Olson[35]이개발한Hospital Ethical Climate Survey(HECS)

를 Hwang과 Park[36]이 번역·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총 26문항으로 ‘동료 영역’ 3문항, ‘환자 영역‘ 5문항,

’관리자 영역’ 6문항, ‘병원 영역’ 6문항, ‘의사와의 관계

영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의 윤리적 환경이 긍

정적임을의미한다. Olson[35]의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Hwang과 Park[36]의연구에서Cronbach's

α는 .9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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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말 간호 어려움

생애말 간호 어려움이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

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생애말 간호의 어려움과 부

정적인 감정들을 말한다[14]. 본 연구에는 Kinoshita[14]

가 개발한 Difficulties Felt by ICU Nurses providing

End-of-life care(DFINE)를 Kim 등[7]이 번역한 도구

로 측정하였다. 총 28문항으로 ‘임종 장소로서의 중환자

실의 한계’ 4문항, ‘생애말 간호를 위한 자원 부족’ 6문

항, ‘생애말 간호제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 7문항, ‘환자

및 환자가족에 대한 생애말 간호의 어려움’ 7문항, ‘임

종기 환자의 적극적 치료에 대한 갈등’ 4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생애말 간호수행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noshita[14]의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Kim 등[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6)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구성원의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

을 맞춘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및 회복탄

력성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긍정심리 상태를 말한다

[37]. 본 연구에서는 Luthans과 Youssef[38]가 개발한 PCQ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를 Lee와 Choi[39]

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자기효능

감’ 6문항, ‘희망’ 6문항, ‘낙관성’ 6문항, ‘회복탄력성’ 6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Likert 6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다는 것

을의미한다. Luthans과Youssef[38]의연구에서Cronbach's

α는 .89이었고, Lee와 Choi[3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

행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

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 후 자

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완료 후에

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종관련 특성,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

리자본 및 생애말 간호수행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종관련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

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리자본 및 생애말 간호수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검정 평균비교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

였다. 생애말간호수행과제변수와의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생애말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도 J시 G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GIRB-A20-Y-0055).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자

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

리고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대상

자의 개인정보와 조사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하며, 설문참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종관련 특성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22명(91.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88±4.23세로, 25~29세가 85명(59.0%)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91명(63.2%)이었고, 최종

학력은 4년제 졸업이 114명(79.2%)으로 대부분이었다. 임

상경력은 평균 5.17±4.32년이었으며, 중환자실 평균경력

은 3.94±3.33년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40명(97.2%)

이었고, 근무부서는 내과계중환자실이 41명(28.5%), 외과

계중환자실이 40명(27.8%)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임종관련 특성으로 죽음경험횟수는 1~5회가 24명

(16.7%), 6~10회가 20명(13.9%), 11~20회가 25명(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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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이상이 75명(52.1%)이었다. 생애말 간호 교육경험

은 없는 경우가 108명(75.0%)으로 많았고, 생애말 간호

교육경험이 있는 36명이 받은 교육 경로는 병원 내 직

무교육이 15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생애말 간호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을 55명(38.2%)이 선택

하였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종관련 특성에 따른 생애말 간호수행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and End-of-Life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4)

Variables Categories n(%) M±SD t/F p value Scheffe'
Gender Men 12(8.3) 2.46±0.53

-1.46 .0171
Women 132(91.7) 2.68±0.34

Age(years) <25 25(17.4) 2.79±0.31

2.44 .067
25∼29 85(59.0) 2.61±0.32

30∼34 17(11.8) 2.62±0.31

≥35 17(11.8) 2.79±.57
Marital status Married 29(20.1) 2.62±0.34

-2.79 .006
Unmarried 115(79.9) 2.83±0.37

Religion Yes 53(36.8) 2.66±0.35
-0.25 .083

No 91(63.2) 2.67±0.37
Education level Diploma 17(11.8) 2.55±0.46

1.37 .258Bachelor 114(79.2) 2.67±0.32

≥ Graduate 13(9.0) 2.77±0.49
Total work duration(years) < 2 33(22.9) 2.70±0.33

1.21 .309
2 ∼< 5 59(41.0) 2.61±0.30

5 ∼< 10 31(21.5) 2.67±0.35

≥ 10 21(14.6) 2.76±0.53
ICU work duration(years) < 1 13(9.0) 2.72±0.33

0.39 .761
1 ∼< 3 61(42.4) 2.63±0.29

3 ∼< 5 35(24.3) 2.70±0.41

≥ 5 35(24.3) 2.66±0.43
Position Staff nurses 140(97.2) 2.67±0.36

0.93 .355
Charge nurses 4(2.8) 2.50±0.36

Working unit MICU 41(28.5) 2.72±0.44

1.26 .290

SICU 40(27.8) 2.66±0.38

EICU 28(19.4) 2.55±0.25

CCU 11(7.6) 2.77±0.31

CICU 24(16.7) 2.67±0.27
Number of EOL care
experience

1~5 24(16.7) 2.65±0.26

1.00 .395
6~10 20(16.7) 2.56±0.27

11~20 25(13.9) 2.63±0.48

≥21 75(52.1) 2.71±0.36
Experience in education for
End-of-Life care

Yes 36(25.0) 2.62±0.35
-2.42 .017

No 108(75.0) 2.79±0.35
Path to acquisition of
End-of-Life care knowledge
(n=36)

Job training 12(33.3)

Continuous education 15(41.7)

Hospice education 7(19.4)

Other 2(5.6)
The most difficult point in
End-of-Life care performance

Not have time 55(38.2) 2.64±0.41

0.21 .892
Lack of expertise & skill 36(24.3) 2.68±0.31

Communication immature 38(26.4) 2.66±0.35

Fear of death & others 16(11.2) 2.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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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생애말 간호수행,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및 긍정심리자본 정도

대상자의 생애말 간호수행은 평균 55.94±7.52점, 도

덕적 고뇌는 평균 117.92±57.41점, 윤리적 환경은 평균

89.90±14.07점, 생애말 간호 어려움은 평균 91.17±13.87

점이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91.29±15.83점이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생애말 간호수행,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리자본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생애말 간호수행은 긍정심리자본(r=.397,

p<.001) 및 윤리적 환경(r=.264, p=.001)과는 양의 상관

이 있었으며, 생애말 간호 어려움(r=-.296, p<.001)과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Table 3).

4. 생애말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특성 중 생애말 간호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와 생애말 간호 교육경험, 상관분석에서

생애말 간호수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리자본 총 5개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2.049로 2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

차항의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

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

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0.779~0.937

로 0.1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67~1.283으

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

았다.

분석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긍정심리자본(β=.30, p<.001)

Variables M±SD Min Max Range
End-of-Life care performance 25.12±3.49 27 80 21-84
Physical area 23.12±3.82 14 32 8-32
Psychological area 7.71±2.86 8 32 8-32
Spiritual area 55.94±7.52 5 19 5-20

Moral distress (frequency*intensity) 117.92±57.4
1 0 270 0-336

Futile care 36.15±17.55 0 80 0-80
Nursing practice 31.25±20.75 0 80 0-80
Institutional and contextual factor 23.28±12.87 0 64 0-64
Limit to claim the ethical issue 9.87±9.42 0 48 0-48
Physician practice 12.76±11.31 0 57 0-64

Ethical climate 89.90±14.07 45 116 26-130
Peer 12.01±1.80 3 15 3-15
Patient 18.92±2.53 8 25 5-25
Manager 23.63±4.69 6 30 6-30
Hospital 18.29±3.77 9 26 6-30
Physicians 17.06±4.73 6 26 6-30

Difficulties felt by ICU nurses 91.17±13.87 52 127 28-140
Limitation of ICU as a dying place 14.38±2.96 4 20 4-20
Lack of resources of End-of-Life care 19.60±4.26 8 30 6-30
Psychological burden on the proving of End-of-Life care 19.48±4.95 7 34 7-35
The difficulties of End-of-Life care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24.03±4.75 7 33 7-35
Conflict on excessive treatment for a patient in End-of-Life phase 13.67±2.69 5 20 4-2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91.29±15.83 34 128 24-144
Self-efficacy 20.89±5.15 6 35 6-36
Hope 23.28±4.80 6 33 6-36
Optimism 22.63±5.06 9 36 6-36
Resilience 24.50±4.08 11 33 6-36

표 2. 생애말 간호수행,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및 긍정심리자본 정도
Table 2. Level of End-of-Life Care Performance, Moral Distress, Ethical Climate, Difficulties in End-of-Life Car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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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애말 간호 어려움(β=-.18, p=.035)으로, 생애말 간

호 어려움이 적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생애말 간호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

귀모형은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10,

p<.001), 전체 설명력은 24.8%였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간호 중재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생애말 간호수행 점수는 84점 만점에 55.94±7.52점이

었으며, 평균은 4점 만점에 2.66±.36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중환자실 간호사 238명을 대상으로 한 Ko[2]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60±0.31점, 중환자실 간

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한 Lee와 Ann[9]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86±0.65점, 병동 및 중환자실간호사

224명을 대상으로 한 Shim[40]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

에 2.02±0.27점으로, 본 연구대상자는 생애말 간호수행

을 중간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

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이 3.14±0.44점, 심리

적 영역이 2.89±0.48점, 영적 영역이 1.54±0.57점 순이었

다. 선행연구[2,9,40,41,42]에서도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영적 영역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영적 간호보다 신체적 간호에 치

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cEwen[43]은 간호사

가환자의영적요구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거나,

자신의 영적상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영적간호수

행을 잘할 수 없다 하였다. 호스피스 전문 병동이나 의

료기관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지만 중환자실에서 급성

기 치료를 받는 중에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증가하

고[9],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완화간호보다는 응급간

호에 더 익숙해 영적 간호 점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영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영적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며, 생애말 간호수행 시 환자를 총체적 인간으로 존

중하고 심리적 영역, 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생애말

간호를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 중 기혼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보다 생애

말 간호수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79, p=.006). 이는 Seo 등[44], Jo 등[41], An과 Suh

Variable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End-of-Life care performance 1

2. Moral distress -.06 (.473) 1

3. Ethical climate .26 (.001) -.38 (<.001) 1

4. Difficulties felt by ICU nurses -.30 (<.001) .49 (<.001) -.43 (<.001) 1

5.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0 (<.001) .10 (.233) .16 (.060) -.18 (.027) 1

표 3. 생애말 간호수행,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및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nd-of-Life Care Performance, Moral Distress, Ethical Climate, Difficulties in End-of-Life Car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44)

Dummy variables: Marital state (Singles=0), Participation of End-of-life care education (No=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97 .36 5.43 <.001

Marital state (1=Married, 0=Singles) .11 .07 .12 1.56 .122

Participation of End-of-Life care education (1=Yes, 0=No) .09 .06 .11 1.44 .153

Ethical climate .07 .06 .11 1.27 .206

Difficulties felt by ICU nurses -.13 .06 -.18 -2.13 .035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6 .04 .30 3.81 <.001

R2=.248, Adj-R2=.221, F=9.10, p<.001

Durbin-Watson=2.049, Tolerance=.779∼.937, VIF=1.067∼1.283

표 4. 생애말 간호수행의 영향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End-of-Life Care Performance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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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Kim[45]은 기혼 간호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

원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유연 근무제

등의 적절한 가족 친화적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임종관련 특성에 따른 생애말 간호수행은 생애말 간

호 교육경험(t=-2.42, p=.01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생애말 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생애말 간호

수행이 높음을 의미하는 하는데, Ko[2]의 연구, Shim[40]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애말 간호 교육

을 받은 간호사는 25%뿐이며, 교육방법은 병원 내 직

무교육이 41.7%, 보수교육이 33.3%였다. 중환자실 간호

사는 생애말 간호를 자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Kim 등[7]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생애말 간호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간호사와 환자 및

환자 가족 감정 돌봄 프로그램, 영적 간호,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해 보는 경험, 전문적인 생애말 간호 가

이드라인을 교육받길 원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상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식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

한 모바일 앱을 통한 생애말 환자 간호 교육 프로그램

[46]과 죽음준비 프로그램이 포함된 호스피스 교육[47]

및 호스피스 의료진의 의사소통 방법인 Buckman[48]의

‘나쁜 소식 전하기’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

라서 이들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생애말 간호수행과 주요변수의 상관관계에서는 윤리

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긍정심리자본이 생애말

간호수행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윤리적 환경과 생

애말 간호 어려움은 생애말 간호수행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웠고, 혈액종양내

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긍정심리

자본이 생애말 간호수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9]에서 도덕적 고뇌와

생애말 간호수행이 상관성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생애말 간호수행에 가장 큰 영

향요인은 긍정심리자본이었다. 혈액종양내과 병동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에서 긍정심리자본 하위

영역 중 희망과 회복탄력성이 생애말 간호수행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 중 회복탄력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회복탄력성이란 조직구성원

개인이 느끼는 고난, 갈등, 실패 또는 정반대되는 긍정

적인 사건 등에 부과된 책임감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역량을 말한다[49]. 또한 회복탄력성은 불확

실성이 큰 상황인 즉흥적인 대응, 유연함, 적응력이 요

구될 때 그 가치가 커진다[39]고 볼 때 중환자실 간호

사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대상자

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반

복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 인지를 통해 나타나는 복합

적 심리역량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

서 웰빙을 유지시키고[50,51], 직무와 관련해서는 태도,

행동, 역할 수행을 포함한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였다[52,53].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54]와 심리적 안녕감[55]은 향상되고, 나

아가 간호사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6].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룹코칭 프로그

램[62]과 긍정심리향상 프로그램[57]인 회상훈련, 나의

강점 알기, 감사연습으로 편지쓰기, 성공경험담과 질의

문답, 스트레스 관리, 음악요법을 적용한 결과 긍정심리

자본이 향상되고, 전문직 삶의 질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학습 어플

리케이션을 적용한 결과[58] 학습효과와 학습만족도를

향상 시켰으며, 비용효과와 접근성에서 웹 기반 프로그

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하였다. 간호관리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61]에서는 근무 시간 이외 프로그

램 진행으로 대상자가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

도록 간호조직과 병원조직에서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

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근무 시간 이외의 교육보다는

비용효과와 접근성에 효과적인 웹 기반 프로그램 또는

간호사 보수교육, 실무 교육에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

그램을 적용한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면

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생애말 간호수행에 영향은 미치는 주요

한 영향요인은 생애말 간호 어려움이었다. 혼합연구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가 느끼는 생애말 간호의 어려

움 정도를 확인한 연구[7]에서 ‘임종 장소로서 중환자실

의 한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59]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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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존엄한 임종 장면을 맞이하

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발생 빈도는 낮

게 나타났다. 중환자실은 사생활이 보장되기 힘들고 다

양한 의료장비로 인한 소음으로 가족들이 환자의 임종

에 집중하고 슬퍼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

종환자로 인하여 옆의 다른 환자들이 동요할 때 이를

대처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국외연

구[60]에서는 생애말 환자 간호의 가장 큰 지지요인으

로 가족들이 환자의 평화롭고 존엄한 죽음을 곁에서 함

께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병원 차원에서 중환

자실의 특수한 환경을 파악하여 중환자실 내에서 물리

적 구획을 정해 생애말 환자만을 위한 별도의 간호공간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생애말 환자를 간호하며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사들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 지원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긍정심리자본, 생애말 간호 어려

움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의 유의한 영

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 시키고, 생애말 간호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여 자료수집하

였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생애말 간호 어려움이 생

애말 간호수행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가 부

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움 및 긍정심리자본이

생애말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으며, 그 결과 긍정심리자본, 생애말 간호 어려움

이 생애말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수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G도의 1개

의 상급종합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도덕적 고뇌, 윤리적 환경, 생애말 간호 어려

움, 긍정심리자본이 생애말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임종 다빈도 부서별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생애

말 간호수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연구가 필

요하겠다.

넷째, 생애말 간호수행에서 영적영역의 수행도를 높

이기 위한 영적간호 중재연구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반복연구를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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