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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종간호태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생애말기 간호 실무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환자의 임종을 1회 이상 경험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중 편의 표출된 16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가보고 형

식의 웹 기반 설문지를 이용하여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로, 임종간호태도는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FATCOD)로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8.18(±4.58)세였고 여성이 91.9%였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문항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하위 속성별 문항

평균은 친밀감(3.49±0.31), 임상증상(2.85±0.83), 통제감(2.83±0.63)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좋은 죽음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를 상관분석

한 결과 친밀감(r=.24, p=.002)과 임상증상(r=.19, p=.014)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임종간호태도

의 영향요인은 결혼 상태(β=.19, p=.012)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

밀감(β=.22, p=.005)이었으며, 이들 요인이 임종간호태도 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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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를 설명하였다.

생애말기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해 종합병원 간호사들에게 기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증관리에 국한된 교육에서 벗어나 좋은

죽음과 그 속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말기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와 간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주요어: 생애말기 간호, 좋은 죽음, 임종간호, 호스피스

학 번: 2015-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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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위적인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생애말기

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 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부정의 근거가 된 ‘보라매병원사건’을 시초로

시작되었다. 이후 ‘김 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

능한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이지은, 2015). 국내에서 존

엄한 죽음은 좋은 죽음(well-dying)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나

‘편안한 죽음’과 ‘존엄한 죽음’ 두 요소를 포함한 ‘좋은 죽음’으로 용

어가 통일되는 추세이다(김명숙, 2015).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입장과 문화에 따라 다르고

맥락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Benoliel, 1991; Vig & Pearlman,

2004) 좋은 죽음의 특성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의미나 속성이 다양하다(McNamara, 2004). 국외 연구에 따르면

말기 환자들은 신속하고 최소한의 고통을 겪는 죽음의 과정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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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생각하였고, 죽는 순간까지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Kastbom, Milberg,

& Karlsson, 2017). 국내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간호사도 환자들과 유사하게 ‘지지적 환경에서의 죽음’, ‘현실

삶에서의 편안한 죽음’, ‘존엄성이 보장된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다(김상희 & 김익지, 2014).

사전의료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에서는 환자의

의견이 생애말기 치료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Lewis,

Cardona-Morrell, Trankle, & Hillman, 2016). 그러나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으로 임종 직전까지 연명치료가 지속되는

국내에서는 환자가 사전의료결정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Shin,

Lee, Cho, Yoo, Kim, & Yoo, 2015). 이에 따라 생애말기 치료의

결정에서 의료인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치료 선호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애말기 의사결정을 의료인이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순, 소애영, 이경숙, &

최정숙, 2013). 즉, 국내의 생애말기 치료에서 의료인의 영향이 크고,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애말기 간호 실무가 정착된 외국과 달리 국내의 생애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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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과 국가사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현재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창곤, 2017).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생애말기 간호의 대상이 말기 암환자를 포함한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6). 따라서 생애말기

간호에 대한 연구의 대상도 모든 말기 환자, 그리고 그를 간호하는

간호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가 죽음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

하고(홍은미, 전미덕, 박은심, & 류은정, 2013), 죽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Matsui & Braun, 2010)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

라고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죽

음에 대해 수행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는 좋은 죽음의 속성으

로 친밀감, 임상증상, 통제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정현숙,

2010; 안미숙 & 이금재, 2014; 한지영, 2015). 그러나 선행연구는 의

사(정현숙, 2010), 검시관(한지영, 2015) 등 다른 직종과의 비교에 초

점을 두고 있거나, 연구의 대상이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안미숙 외,

2014), 응급실 간호사(한지영, 2015)로 제한되어 있다. 생애말기 간호

의 주된 현장이 상급종합병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의 대상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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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종간호태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생애말기 간호 실무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를 파악한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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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란 죽음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

켜지는 것과 자기조절감을 갖는 것에 대해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

는 것을 의미한다(이경주, 황혜경, 라정란, 홍정아, & 박재순,

2006; Schwartz, Mazor, Rogers, Ma, & Reed, 2003). 본 연구에

서는 Schwartz 외(2003)의 ‘the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를 연구자가 번역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란 임종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완화, 지지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태도이다(Frommelt,

2003). 본 연구에서는 Frommelt(1991)의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를 번안한 조혜진과

김은심(2005)의 ‘임종간호태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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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에 대

한 태도가 임종간호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문헌고찰을 하였다. 첫째는 좋은 죽음에

대해 고찰하였고, 둘째는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

였다. 셋째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좋은 죽음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와 문화 등 맥락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의미나

속성이 다양하다(Benoliel, 1991; Vig 외, 2004; McNamara, 2004).

Granda-Cameron과 Houldin(2012)은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분석을 수행하여 좋은 죽음의 일반적 속성을

통증과 증상 관리, 죽음에 대한 인지, 환자의 존엄성, 가족의 존재,

가족의 지지, 환자 간 의사소통, 의료인으로 요약하였다.

노인들은 좋은 죽음을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죽음,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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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되지 않는 죽음, 질병 없이 오래 아프지 않다가 맞는

죽음이라고 응답했다(김명숙, 2012).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의

범주는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천수를 누리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 준비된 죽음, 원하는 삶을

누리다 가는 죽음이었다(이명숙, & 김윤정, 2013). 연구 간에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대상자가 인식한 좋은 죽음은 임상증상이 조절되고,

죽음 과정에서 통제감을 가지며, 가족 및 의료인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간호사들도 좋은 죽음에 속성에 대해 대상자와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좋은 죽음에 대해 지지적

환경에서의 죽음, 현실 삶에서의 편안한 죽음, 존엄성이 보장된

죽음이라고 인식하였다(김상희 외, 2014). 의료인과 간호학생은

육체적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것, 남겨진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것, 주어진 삶을

살다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준비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인식하였다(김선영, 허성순, & 김분한, 2014). 그러나

간호사는 예정된 죽음에 대한 의사소통, 돌봄을 위한 시간, 환경,

지지, 지식(Oliver, & O'connor, 2015), 솔직함, 전문가 간 관계,

완벽한 돌봄을 위한 효과적 준비와 조직화 및 제공(Griggs, 2010)

또한 좋은 죽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임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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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약물이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전문가

간 관계가 성공적이지 않고 팀워크가 부족할 경우 대상자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Griggs, 2010).

위와 같이, 좋은 죽음은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여 하나의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좋은 죽음에 대해 대상자와 간호사 모두 임상증상의

조절, 대상자의 통제감, 주변 환경과의 친밀감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4점 척도의 도구로 측정한

결과,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는 3.13점(안미숙 외, 2014), 응급실

간호사는 2.95점(한지영, 2015)으로 보고되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정현숙(2010)의 연구에서는 3.06점, 김숙남과

김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2.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안미숙 외, 2014),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김숙남 외, 2016)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김숙남 외, 2016)와 직무만족(안미숙 외, 2014), 죽음교육

경험(김숙남 외, 2016) 등 간호사의 임상적 특성도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하위 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친밀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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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임상증상, 통제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안미숙

외, 2014; 정현숙, 2010).

상기와 같이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다룬 현재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좋은 죽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질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양적 연구는 다른 직종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좋은 죽음과 그 하위 속성에 대한 간호사의 관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2.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와 관련요인

간호사는 대상자의 임종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타성적이고 무

성의한 태도로 죄책감과 분노를 경험하며, 사후처리와 임종간호직무

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는 등 부

정적 경험을 한다(강성례 & 이병숙, 2001). 또한, 간호사는 도덕적

고뇌와 전문가로서 직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대상자와 그 가족

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죄책감

을 겪고, 임종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에 한계를 느낀다

(Zheng, Guo, Dong, & Owens, 2015). 김애경과 박계선(2000)의 연

구에서도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대해 회피, 무력감, 무감각, 소극적

태도 등 부정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10 -

그러나 간호사들이 임종간호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만은 아니다.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을 생각하며 임종환자의 인간적인 권리를 재인식하고 임종환자 간

호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등 긍정적 경험을

한다(강성례 외, 2001). 또한 간호사는 임종간호 과정을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해 개인적인 철학을 발전시키고 임종간호 경험을 통해 성장

하기도 한다(Zheng 외, 2015). 임종간호 과정에서 간호사는 역할 구

분의 틀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의료진과 대상자의 의견

을 조율하는 긍정적 접근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회피하기도 하

는 부정적인 접근 등 다양한 접근을 실천한다.(정미경, 2012). 임종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들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하고 상황

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며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형

성한다.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는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 다른 것

으로 보고되었다. 4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2.78점(지순일, & 유혜숙, 2014), 노인요양병원에서는 평균 2.94점(안

미숙 외, 2014)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임종간호에 대해 종합병원

간호사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종합

병원에서 연구의 대상자를 근무지별로 세분화한 연구에서는 암 병

동 평균 2.95점(홍은미 외, 2013), 호스피스 완화병동 평균 2.99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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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2015)으로 보고되어 암 병동과 호스피스 완화병동은 임종간호

태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에서 임종간호태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란의 암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수행한 Iranmanesh, Razban, Ghazanfari와 Nejad(2014)의 연구에

서 3.18점, 호주의 완화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대상의 Tait,

Higgs, Magann, Dixon, Davis와 Fernandez(2015)의 연구에서 3.99

점으로 보고되었다. 간호사들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으나,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Tait 외, 2015).

한편,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사가 학력이

높고(안미숙 외, 2014; 김향, 2013; 김성자, 2015; Iranmanesh 외,

2014; Kassa, Murugan, Zewdu, Hailu, & Woldeyohannes, 2014),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안미숙 외, 2014; 김향, 2013), 삶의 만족이

높은 경우(안미숙 외, 2014).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은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김향(2013), 김성자(2015), 그리고 홍은미 외(2013)는

간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안미숙 외(2014)는 간호사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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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태도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김성자(201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기혼인 경우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안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결혼상태와 임종간호태도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Iranmanesh 외(2008)와 홍은미

외(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

경험이 있는 경우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안미숙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 경험여부와 임종간호태도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간호사의 임상 관련 특성 중 직위가 높을수록(Miyashita,

Nakai, Sasahara, Koyama, Shimizu, Tsukamoto, & Kawa, 2007;

김향, 2013; 김성자, 2015), 임상경력이 많을수록(Miyashita 외, 2007;

김성자, 2015)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부서가 내과병동(Kassa 외, 2014) 혹은 독립형

호스피스 병동인 경우(김성자, 2015), 근무지가 암센터 내에서

병동이 아닌 중환자실인 경우(홍은미 외, 2013)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간호사의 근무기간이 길수록(김향, 2013; Kim 외,

2014), 직무에 대해 만족할수록(안미숙 외, 2014)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한편 안미숙(2014)은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원 근무경력과 노인요양병원 근무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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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임종 관련 특성으로 좋은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고,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높으며,

임종환자를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안미숙 외, 2014). Miyashita 외(2007),

홍은미 외(2013)는 임종환자 간호 횟수가 많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했으나, 안미숙(2014)은 간호사의 임종환자 간호

횟수와 임종간호태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여 임종환자

간호 횟수와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가 영적으로 건강할수록(지순일 외, 2014), 영성이

높을수록(안미숙 외, 2014), 죽음에 대해 접근적 수용의

태도(Iranmanesh, Dargahi, & Abbaszadeh, 2008; 김향, 2013)와

자연적 수용의 태도(Iranmanesh 외, 2008)를 가질수록, 죽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홍은미 외, 2013), 직무에 몰입할수록(Mahiro, Takashi, &

Satoko, 2014), 간호사가 전문적 자율성을 가질수록(Iranmanesh 외,

2014)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임종간호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지순일 외, 2014), 죽음에 대해 공포나

회피의 태도를 가질수록(김향, 2013)는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Iranmanesh 외(2008)와 김성자(2015)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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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죽음 불안이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은미(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죽음 불안과

임종간호태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양승애, 2015), 간호사가

대상자의 죽음에 많이 관여하며, 간호사가 죽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식하고, 최근 1년 간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이

있으며(홍은미 외, 2013; Iranmanesh 외, 2008), 근무기간이 길고,

근무지가 호스피스 병동일 경우(Kim 외, 2014)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간호사가 전통적 역할 제한에 저항을

할수록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Miyashita, 2007).

한편, 간호사의 죽음 불안이 높거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양승애, 2015), 죽음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할수록(Miyashita 외, 2007)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특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고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간호사의 연령, 결혼상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경험 여부, 임종환자 간호 횟수, 죽음 불안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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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관련요인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외 연구

중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가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고 죽음을 회피하며 죽음에

대해 탈출적 수용의 태도를 보일수록 임종간호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evik & Kav, 2013). 임종을 경험해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 불안이

높으며, 죽음에 대해 수용적으로 접근할수록 임종간호태도가

부정적이라고 보고되었다(Braun, Gordeon, & Uziely, 2010).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태도(Nikanishi, & Miyamoto, 2016; 서민정,

김정연, 김상희, & 이태화, 2013)와 죽음불안(Peters, Cant, Payne

외, 2012; 이용미, 정계아, & 손미애, 2015; 김성자, 2015)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데

비해 좋은 죽음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간호사의 좋은 죽음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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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내 단일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안미숙 외(2014)의 연구결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인 친밀감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간호사의 좋은 죽음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의 대상이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안미숙 외, 2014)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임종을

경험해 본 간호사로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간호사의 좋은 죽음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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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환자의 임종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 상급종합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간호사

- 담당 환자의 임종을 1회 이상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간호사

-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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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제외기준

- 실제적인 환자 간호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사

- 근무부서가 암 전문 병동, 호스피스 전문 병동인 간호사

표본은 편의 추출하였고,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일원분산분석, 유의수준 0.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0.3) (홍은미 외, 2013), 검정력 0.8으로 계산한

결과 150명이 나왔고 탈락률을 10%이하로 고려하여 165명을 목표로

모집한 결과 총 16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될 도구는 자가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이며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 임종간호태도 도구와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와

임종간호태도 도구는 원 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되었다.

1) 일반적 특성과 임상관련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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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또는 임종간호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로 구성하였다. 성별, 연령(안미숙 외, 2014; 김향, 2013;

김성자, 2015; 홍은미 외, 2013), 학력(안미숙 외, 2014; 김향, 2013;

김성자, 2015; Iranmanesh 외, 2014; Kassa, 외, 2014), 종교(안미숙

외, 2014; 김향, 2013), 결혼상태(김성자, 2014), 임상경력(Miyashita

외, 2007; 김성자, 2015), 근무부서(홍은미 외, 2013), 가까운 지인의

죽음경험 여부(Iranmanesh, 2008; 홍은미 외, 2013), 임종환자 간호

횟수(Miyashita 외, 2007; 홍은미 외, 2013), 생애말기 돌봄 교육 경

험(안미숙 외, 2014) 등 10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Schwartz 외(2003)의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를 본 연구에서 번역 및 영문학 전공자에

의한 역번역 후 원저자의 내용 검토 및 승인을 거친 도구로

측정하였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는 17개 문항으로 된 4점

Likert 척도로써, 친밀감 9문항, 통제감 3문항, 임상증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로 측정된 하위요인 간의 점수 비교를 통해

응답자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어떤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이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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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69이다.

3)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는 Frommelt(1991)의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를 번안한 조혜진 외(2005)의

‘임종간호태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척도이며,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20문항, 환자의

가족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으로

서술된 15문항과 부정적으로 서술된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 도구는 5점 척도이나 번역 저자가 중심 수렴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30점에서 1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였고, 번역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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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이며,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에게 링크를 배포하고 자가보고로

응답하게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IRB 심의(IRB No. E1611/003-010)에서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웹 기반 설문지

링크에 응답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및 이익, 참여철회 가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을

종료한 후에는 연구참여자에게 소액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화

하였으며,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 이상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 22 -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는 일반적 특성이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명목변수인

경우에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One-way

ANOVA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변수는 Scheffe test로

사후분석 하였다.

4)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5)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stepwis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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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61명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91.9%, 남성 8.1%로 구성되

어 있었고, 연령층은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8.18세였다. 교육수준은 학사 졸업이

92.5%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졸업 이상이 5.6%, 전문대 졸업이

1.9%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80.7%, 기혼이 19.3%였다. 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2.8%, 무교가 47.2%였으며, 종교가 있

는 경우는 기독교(28.0%), 가톨릭(14.9%), 불교(9.3%), 기타(0.6%)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상자의 병원간호사 경력은 평균 56.69개월이고, 현재 근무부서

는 일반병동이 가장 많았으며(47.8%), 중환자실(24.2%), 응급실

(19.3%), 기타부서(8.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 29.2%가

최근 일 년 사이에 가족 또는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임종간호

제공 횟수는 한 달 평균 1.60회이며, 72.7%의 간호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말기 돌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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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47.8%이고, 평균 교육시간은 8.88시간이

며 교육 경로는 학부수업(71.4%), 보수교육(26.0%), 병원 또는 시설

에서의 직무교육(24.7%), 대학원 수업(6.5%), 호스피스 실시 기관에

서의 교육(5.2%) 순으로 나타났다.

2.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대상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총점 평균 54.14점(문

항 평균 3.18점), 하위속성인 친밀감은 평균 31.37점, 통제감은 평균

31.37점, 임상 증상은 평균 14.27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속성의 문

항 평균은 친밀감이 평균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상증상(평균

2.85점)과 통제감(평균 2.83)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속성

의 문항 평균 점수가 친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종간호태도는 총점 평균 91.89점(문항 평균 3.06점)이었고, 하위

척도 중 환자에 대한 태도는 평균 59.83점, 환자의 가족에 대한 태

도는 평균 32.07점이었다. 문항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환자의 가족

에 대한 태도(평균 3.21점)가 환자에 대한 태도(평균 2.99점)보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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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았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애말기 간호를 제공할 때 환자에

대한 태도보다 환자의 가족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 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사랑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평균 3.89점), ‘당사자가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갖는 것’ (평균 3.78점), ‘평화로워야 하는 것’ (평균 3.74

점), ‘당사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평균 3.72점), ‘통증이

없거나 대체로 통증이 없는 것’ (평균 3.70점) 순이었다. 한편, 가장

점수가 낮았던 문항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 (평균 1.76점),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명료한 것’ (평균 2.57점), ‘당사자가 중대사

가 진행될 때까지 사는 것’ (평균 2.63점), ‘당사자가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 (평균 2.78점), ‘죽을 때까지 신체 기능을 조절 혹은 통

제할 수 있는 것’ (평균 2.80점)이었다(Table 3).

한편, 임종간호태도 도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간호

사는 임종환자가 필요시에 면회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

어야 한다’ (평균 3.76점),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변화를 받아들

이기 위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평균 3.68점), ‘간호는 임

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평균 3.63점),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적 중재에 대해 의사결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평균 3.60점),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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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평균 3.57점)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

를 받은 문항은 ‘내가 말기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평균 1.64점),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평균

1.80점), ‘임종환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평균 2.01점), ‘임종환자에게 감정적, 결정적으로 밀착된 가족들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 수행에 종종 방해가 된다’ (평균 2.30점),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평균 2.32점)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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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13 (8.1)

Female 148 (91.9)
Age (yrs) 20-24 13 (8.1)

28.18±4.5825-29 112 (69.6)
30-34 21 (13.0)
≥35 15 (9.3)

Education Associate 3 (1.9)
Bachelor 149 (92.5)
Master 9 (5.6)

Marital status Single 130 (80.7)
Married 31 (19.3)

Religion In religion 85 (52.8)
No religion 76 (47.2)

Clinical career (year) <3 years 64 (39.8)
56.69±58.79 3 or more, less than 6 66 (41.0)

≥6 years 31 (19.3)
Current work unit Emergency room 31 (19.3)

ICU 39 (24.2)
Ward 77 (47.8)
Others (OR, DR, etc.) 14 (8.7)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or relatives 
during previous 1 year

Yes 47 (29.2)

No 114 (70.8)

Exposure to 
patient  death
(1 month average) 
(n=155)

0 44 (27.3)

1.60±2.56
1 59 (36.6)
2 23 (14.3)
≥3 35 (21.7)

Experience with 
education for EoLC

Yes 77 (47.8)
No 84 (52.2)

Education hours for 
EoLC (n=77)

<8 hours 46 (59.7) 8.88±12.34≥8 hours 31 (40.3)
Education routes for 
EoLC* (n=77)

Undergraduate course 55 (71.4)
Graduate course 5 (6.5)
Refresher education 20 (26.0)
Job training 19 (24.7)
Hospice institution 4 (5.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1)

*: more than one answer possible
Abbreviations: ICU, Intensive care unit. OR: Operating room. DR: Dialysis 
room. EoLC: End of lif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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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Min-Max
Possible 

range
Item 

M±SD
Concept of a Good Death 54.14±4.56 42-65 17-68 3.18±0.27

Closure 31.37±2.75 23-36 9-36 3.49±0.31
Personal control 8.49±1.90 3-12 3-12 2.83±0.63
Clinical 14.27±1.92 8-19 5-20 2.85±0.38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91.89±6.83 74-106 30-120 3.06±0.23
Attitude Toward the Patient 59.83±5.18 46-70 20-80 2.99±0.26
Attitude Toward the Family 32.07±2.87 19-38 10-40 3.21±0.29

Table 2. Concept of a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of the Participants                                    (N=161)

Subscale Item content M±SD

Closure

That loved ones be present 3.89±0.31
That the person had an opportunity to say good-bye 3.78±0.46
That it be peaceful 3.74±0.45
That the person be able to accept death 3.72±0.50
That the person's spiritual needs be met 3.67±0.51
That the person had a chance to complete important tasks 3.66±0.54
That family and doctors follow the person's wishes 3.49±0.71
That the person was able to remain at home 2.78±0.74
That the person lived until a key event 2.63±0.76

Personal 
control

That the ability to communicate be present until death 3.13±0.73
That there be control of bodily functions until death 2.80±0.76
That there be mental alertness until the end 2.57±0.74

Clinical

That it be painless or largely pain-free 3.70±0.55
That it occur naturally, without technical equipment 3.09±0.76
That the dying period be short 2.89±0.81
That death occurs during sleep 2.84±0.79
That it be sudden and unexpected 1.76±0.80

Table 3. Concept of a Good Death of the Participants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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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 Item content M±SD

Attitude 
Toward 

the 
Patient

Nurses should permit dying persons to have flexible visiting 
schedules. 3.76±0.44

The dying person should not be allowed to make decisions 
about his/her physical care. 3.60±0.64

It is beneficial for the dying person to verbalize his/her 
feelings. 3.57±0.52

Giving nursing care to the dying person is a worthwhile 
learning experience. 3.55±0.55

When a patient asks, "Nurse am I dying?", I think it is 
best to change the subject to something cheerful. 3.43±0.59

I would feel like running away when the person actually 
died. 3.37±0.79

The nurse should not be the one to talk about death with 
the dying person. 3.26±0.74

Dying persons should be given honest answers about their 
condition. 3.21±0.57

It is possible for nurses to help patients prepare for death. 3.19±0.60
Addiction to pain relieving medication should not be a 

nursing concern when dealing with a dying person. 3.18±0.93

There are times when death is welcomed by the dying 
person. 3.14±0.56

Death is not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a person. 3.06±0.79
I would be upset when the dying person I was caring for 

gave up hope of getting better. 2.86±0.74

As a patient nears death, the nurse should withdraw from 
his/her involvement with his/her remaining life. 2.79±0.73

I am afraid to become friends with a dying person. 2.76±0.86
I would hope the person I'm caring for dies when I am 

not present. 2.74±0.93

I would not want to be assigned to care for a dying 
person. 2.60±0.84

The length of time required to give nursing care to a dying 
person would frustrate me. 2.32±0.79

I would be uncomfortable talking about impending death 
with the dying person. 1.80±0.69

I would be uncomfortable if I entered the room of a 
terminally ill person and found him/her crying. 1.64±0.68

Attitude 
Toward 

the 
Family

Families need emotional support to accept the behavior 
changes of the dying patient. 3.68±0.48

Nursing care should extend to the family of the dying 
person. 3.63±0.59

Families should be concerned about helping their dying 
member make the best of his/her remaining life. 3.52±0.60

Table 4.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of the Participants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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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ward 

the 
Family

The dying person and his/her family should be the 
in-charge decision makers. 3.50±0.60

Educating families about death and dying is not a nursing 
responsibility. 3.47±0.66

Nursing care for the patient's family should continue 
throughout the period of grief and bereavement. 3.39±0.67

Families should maintain as normal an environment as 
possible for their dying member. (20) 3.32±0.57

The family should be involved in the physical care of the 
dying person. (12) 3.26±0.63

Family members who stay close to a dying person often 
interfere with the professionals' job with the patient. (29) 2.30±0.70

It is difficult to form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a dying person.(9) 2.01±0.7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r=.268, p=.001)과 병원간호사 경력(r=.227,

p=.004)이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대상

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간호사 경력이 길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의 총점이 높았다. 다른 일반적 특성과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

념 도구의 총점은 종교 유무(t=2.22, p=.028), 생애말기 돌봄 교육여

부(t=-3.26, p=.001), 호스피스 시행 기관에서의 교육(t=2.73, p=.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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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먼저,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

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의 총점이

높았다.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

들보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의 총점이 높았다. 생애말기 돌

봄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 중에서 교육 경로가 호스피스 시행기관인

경우,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보다 좋은 죽음

에 대한 개념 도구의 총점이 높았다. 또한, 한 달 평균 임종간호 제

공 횟수와 생애말기 돌봄 교육 또는 훈련시간과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상관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좋은 죽음의 하위 속성과의 관계는 Table 6와 같

다. 친밀감과 연령(r=.242, p=.002), 병원간호사 경력(r=.250, p=.001),

종교유무(t=2.28, p=.024), 최근 1년간 가족 혹은 친척의 죽음 경험

(t=-2.00, p=.047), 호스피스 시행 기관에서의 교육 여부(t=-2.08,

p=.041)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대상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간호사 경력이 길수록 친밀감을 중요시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

우, 최근 1년간 가족 혹은 친척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호스

피스 시행기관에서의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경우에 좋은 죽음

의 속성 중 친밀감을 중요시하였다.

통제감은 근무부서(F=5.14, p=.002), 생애말기 돌봄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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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96, p=.004)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근무부서 중 기타부서(수

술장, 신실 등),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순으로 통제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사후분석 결과 중환자실과 기타부서, 병동과 기타부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들 중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

은 간호사보다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들이 통제감을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임상증상은 연령(r=.180, p=.023), 생애말기 돌봄 교육 여부

(t=-2.51, p=.013)와 학부과정에서의 교육 여부(t=-2.18 p=.032)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죽음의

개념 중 임상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

지 않은 경우와 학부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임상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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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Gender Male 13 53.85±3.95 0.24 

(.812)Female 148 54.16±4.62
Education Associate 3 51.67±2.89 1.21 

(.301)Bachelor 149 54.07±4.66
Master 9 56.00±2.24

Marital status Single 130 53.83±4.57 -1.75 
(.081)Married 31 55.42±4.35

Religion In religion 85 54.88±4.45 2.22 
(.028)*No religion 76 53.30±4.56

Current work unit Emergency room 31 54.74±4.17

1.93 
(.127)

ICU 39 52.77±4.20
Ward 77 54.31±4.74
Others
(OR, DR, etc.) 14 55.64±4.86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or relatives 
during previous 1 year

Yes 47 53.70±4.76 -0.78 
(.439)No 114 54.32±4.48

Experience with 
education for EoLC

Yes 77 52.95±4.35 -3.26 
(.001)**No 84 55.23±4.50

Education routes
for EoLC (n=77)

Undergraduate 
course

Yes 55 52.45±4.50 -1.59 
(.116)No 22 54.18±3.75

Graduate
course

Yes 5 54.80±2.17 0.98 
(.328)No 72 52.82±4.44

Refresher 
education

Yes 20 53.75±3.81 0.96 
(.341)No 57 52.67±4.52

Job training
Yes 19 52.05±3.39 -1.03 

(.304)No 58 53.24±4.61
Hospice 
institution

Yes 4 58.50±2.65 2.73 
(.008)**No 73 52.64±4.23

Table 5. The Differences of Concept of a Good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1)

   *p<.05 , **p<.01
Abbreviations: ICU, Intensive care unit. OR: Operating room. DR: Dialysis 
room. EoLC: End of lif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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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임종간호태도와 연령(r=.199, p=.011), 병원 간호사 경력

(r=.189, p=.016), 결혼상태(t=-2.76, p=.007), 종교유무(t=2.03, p=.044)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 간

호사 경력이 길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결혼상태

기혼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생애말기 돌봄 교육 여부와 임종간호태도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

성이 없었지만(t=0.00, p=.998),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간호사

중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그렇지 않은 간호사 사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 p=.036). 한편, 임종간호태도

와 한 달 평균 임종간호 제공 횟수와 생애말기 돌봄 교육시간 사이

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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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Gender Male 13 93.08±8.72 0.65 
(.517)Female 148 91.79±6.66

Education Associate 3 92.33±4.04 2.50 
(.085)Bachelor 149 91.59±6.92

Master 9 96.78±3.53
Marital status Single 130 91.19±6.73 -2.76 

(.007)**Married 31 94.87±6.50
Religion In religion 85 92.92±6.32 2.03 

(.044)*No religion 76 90.75±7.22
Current work unit Emergency room 31 92.55±7.68

0.23 
(.878)

ICU 39 91.41±6.43
Ward 77 91.74±6.41
Others
(OR, DR, etc.) 14 92.64±8.61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or relatives 
during previous 1 year

Yes 47 92.30±7.71 0.48 
(.632)No 114 91.73±6.46

Experience with 
education for EoLC

Yes 77 91.90±6.78 0.00 
(.998)No 84 91.89±6.91

Education routes 
for EoLC (n=77)

Undergraduate 
course

Yes 55 91.95±6.67 -0.10 
(.920)No 22 91.77±7.21

Graduate 
course

Yes 5 98.00±6.67 -2.13 
(.036)*No 72 91.47±6.62

Refresher 
education

Yes 20 93.40±8.01 -1.16 
(.252)No 57 91.37±6.29

Job training Yes 19 93.21±5.16 -0.97 
(.333)No 58 91.47±7.22

Hospice 
institution

Yes 4 95.75±6.70 -1.17 
(.246)No 73 91.69±6.77

Table 6. The Differences of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1)

  *p<.05 , **p<.01.
Abbreviations: ICU, Intensive care unit. OR: Operating room. DR: Dialysis 
room. EoLC: End of lif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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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losure Personal control Clinica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3 30.69±2.29 0.93 
(.355)

8.69±2.10 -0.40 
(.691)

14.46±1.85 -0.37 
(.714)Female 148 31.43±2.79 8.47±1.89 14.26±1.93

Education Associate 3 29.67±2.08 1.27 
(.284)

7.67±1.53 1.19 
(.306)

14.33±1.53 0.01 
(.995)

Bachelor 149 31.34±2.79 8.46±1.91 14.28±1.97
Master 9 32.44±1.94 9.33±1.80 14.22±1.30

Marital status Single 130 31.25±2.76 -1.20 
(.234)

8.42±1.93 -1.03 
(.305)

14.17±1.88 -1.41 
(.160)Married 31 31.90±2.69 8.81±1.78 14.71±2.05

Religion In religion 85 31.84±2.59 2.28 
(.024)*

8.65±1.89 1.11 
(.271)

14.40±2.05 0.88 
(.378)No religion 76 30.86±2.86 8.32±1.91 14.13±1.77

Current work unit Emergency rooma 31 31.61±3.01
1.44 

(.233)

9.00±1.75 5.14 
(.002)**

(b<d, 
c<d)†

14.13±1.59
1.05 

(.370)
ICUb 39 30.69±2.71 8.18±1.93 13.90±2.05
Wardc 77 31.71±2.57 8.17±1.87 14.43±2.02
Others (OR, DR, etc.)d 14 30.86±3.16 10.00±1.41 14.79±1.63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or relatives 
during previous 1 year

Yes 47 30.70±3.02 -2.00 
(.047)*

8.64±1.97 0.63 
(.529)

14.36±1.80 0.37 
(.709)No 114 31.65±2.60 8.43±1.88 14.24±1.98

Experience with 
education for EoLC

Yes 77 31.03±2.92 -1.54 
(.127)

8.04±1.95 -2.96 
(.004)**

13.88±1.72 -2.51 
(.013)*No 84 31.69±2.56 8.90±1.77 14.63±2.03

Education routes 
for EoLC (n=77)

U n d e rg r ad u a t e 
course

Yes 55 30.73±3.02 -1.43 
(.158)

8.11±2.11 0.50 
(.621)

13.62±1.72 -2.18 
(.032)*No 22 31.77±2.60 7.86±1.52 14.55±1.60

Table 7. The Differences of Subscale of Concept of a Good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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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routes 
for EoLC (n=77)

Graduate 
course

Yes 5 33.20±1.64 1.74 
(.086)

7.20±1.79 -1.00 
(.323)

14.40±1.14 0.69 
(.492)No 72 30.88±2.94 8.10±1.96 13.85±1.76

Refresher 
education

Yes 20 31.80±2.67 1.38 
(.170)

7.80±1.28 -0.80 
(.426)

14.15±1.50 0.80 
(.425)No 57 30.75±2.98 8.12±2.14 13.79±1.80

Job training Yes 19 30.11±2.28 -1.60 
(.114)

7.68±1.77 -0.91 
(.364)

14.26±1.66 1.11 
(.271)No 58 31.33±3.06 8.16±2.01 13.76±1.74

Hospice 
institution

Yes 4 34.00±2.16 2.73 
(.036)*

9.75±1.71 1.83 
(.071)

14.75±1.71 1.03 
(.305)No 73 30.86±2.88 7.95±1.93 13.84±1.72

  *p<.05 , **p<.01,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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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친밀감, 통제감, 임

상증상)과 임종간호태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은 통제감(r=.20, p=.010)과 임상증상

(r=.29, p<.001), 임종간호태도(r=.24, p=.002)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통제감과

임상증상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며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임상증상은 임종간호태도(r=.19, p=.014)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 임상증상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긍정적인 임종간호태

도를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통제감은 임상증상, 임종간호

태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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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임종간호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속성 중 유의한 변수들로만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β=.22, p=.005),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β=.19, p=.012)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영향 요인들이 임종간호태도를 30.5%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이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

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결혼상태가 기혼일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

정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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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cept of a Good Death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Total Closure Personal 
control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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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1 .81**

(<.001)
.58**

(<.001)
.64**

(<.001)
.26**

(.001)

Closure 1 .20*

(.010)
.29**

(<.001)
.24**

(.002)

Personal control 1 .09
(.249)

.08
(.324)

Clinical 1 .19*

(.014)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1

Table 8. The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61)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74.23 5.92 12.53 <.001**

Closure 0.54 0.19 .22 2.88 .005** .991 1.009
Marital status 
(married)

3.33 1.31 .19 2.54 .012** .991 1.009

Table 9. The Predictors of the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of 
the Participants                                 (N=161)

  *p<.05 , **p<.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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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죽

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를 조사하고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과 임종간호태도의 상관관계 및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

여 생애말기 환자 간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 불안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를

확인하였던 것에 반하여, 본 연구는 간호사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개념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를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총

점은 문항 평균 3.18점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정현숙(2010)의 연

구에서 3.06점, 김숙남 외(2016)의 연구에서 2.4점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 모두 편의표출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수준, 병원 규모, 대상자의 중증도 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죽음의 속성에 대한 문항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친

밀감 3.49점, 통제감 2.83점, 임상증상 2.85점으로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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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숙 외(2014), 정현숙(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Kastabom 외(2017)의 연구에서 말기 환자들은 죽음의 과정이 신

속하고, 고통이 적으며 당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독립적

인 상태를 유지하고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을 원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좋은 죽음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 간호

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

는 것(3.89점)’, ‘당사자가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갖는 것(3.78점)’이

었고,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문항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

식이 명료한 것(2.57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좋

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에 속하며, 간호사와 환자 모두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죽음의 순간까지 독립성을 유

지하기를 원한 것과는 달리 간호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명료

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통제감에 있어서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와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생애말기 돌봄 교육에 포

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총점은 간호사가 종교가 있는 경

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안미숙 외(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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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나 생애말기 돌봄 교육이

간호사의 좋은 죽음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점수가 높았다는 정현숙(2010)의 연구 결과

와 맥락을 같이한다.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77명의 대상자 중

교육 경로가 호스피스 시행기관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좋

은 죽음 개념 총점이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케이스의 수가 매우 적

기 때문에 교육 경로별 차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임종간호태도의 문항 평균은 3.06점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종합병원에서의 2.78점(지순일 외, 2014),

노인요양병원에서의 2.94점(안미숙 외, 201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

외 연구는 5점 척도로 측정되어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의 임종간호태도 도구의 총점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83점으로 호

주에서 이루어진 연구(Tait 외, 2015)의 3.99점보다 낮고, 이란에서

이루어진 연구(Iranmanesh 외, 2014)의 3.18점보다 높다. Tait 외

(2015)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서보다 높은 임종간호태도 점수가

완화의료 철학에 대한 일반적 수용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Iranmanesh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중 19.5%가 생애말기 돌

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임종간호태도는 생애말기 돌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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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

과 생애말기 돌봄 교육 여부에 따른 임종간호태도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는데, 대상자들이 받은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는 설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추후

생애말기 돌봄 교육에 관련된 연구 진행시 교육 내용에 대한 문항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경로는 주로 학부과정

과 직무교육, 보수교육으로 나타났는데, 해당하는 교육 경로에서 교

육 여부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의 교

육 수준과 임종간호태도는 관련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대학원 과

정에서 생애말기 돌봄 교육을 받은 경우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하는 대상자가 매우 적으므로 대학원

교육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어려우며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태도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연령이 많고(홍은미 외, 2013) 결혼상태가 기혼이며(김성자, 2014),

종교가 있고 병원 간호사 경력이 길수록(안미숙 외, 2014; 김향,

2013; Miyashita 외, 2007; 김성자, 2015)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연령과 병

원간호사 경력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애말기 돌봄 교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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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신규간호사와 경력이 적은

간호사를 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의

중간값인 2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말기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1.64점)’,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

다(1.80점)’ 두 문항에 대해서는 2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Iranmanesh 외(2014)와 Tait 외(201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말

기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여 생애말

기 돌봄 교육에 있어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다룰 필

요가 있다.

좋은 죽음의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밀감과 통제감,

임상증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사가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

각할수록 통제감과 임상증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간호사가 친밀감과 임상증상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임종간호태

도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재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하는 호

스피스 보수교육은 호스피스 간호의 개요, 통증과 통증 외의 증상

관리, 비암성 말기질환 관리, 심리/사회/영적 간호, 임종간호와 사별

간호, 호스피스 법과 정책, 호스피스 운영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KNA 에듀센터, 2017). 생애말기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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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내용에 더불어 좋은 죽음 개념과 그 속성, 대상자가 생

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간호사의 임종간호태

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결혼상태,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이

임종간호태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간호사의 죽음

에 대한 인식(양승애, 2015; 홍은미 외, 2013), 죽음 관여도(홍은미

외, 2013)와 죽음에 대한 태도(Miyashita, 2007)와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와 유사하였고, 최근 1년 간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경험(홍은미 외, 2013; Iranmanesh 외, 2008), 근무경력, 근무지

(Kim 외, 2014) 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

을 보고한 연구와는 영향요인으로 선정된 변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를 편의표출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간호

사들로 표본이 편중되어 교육 수준, 병원 규모, 환자 중증도 등에

차이가 있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

이 있다.

2) 생애말기 돌봄 교육 시간과 경로를 조사하였지만 구체적인 교육

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여 생애말기 돌봄 교육과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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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69로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보다 다소 낮아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원도구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여 일부 문항이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좋은 죽음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으므로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도구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연구 대상자 모집, 도구 선정 등에 있어 제

한점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그 속성을 탐구하고 좋은 죽음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관

련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생애말기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이 암 환자를 위주로 한 통

증관리보다는 좋은 죽음의 개념과 속성, 대상자가 원하는 좋은 죽음

에 초점을 맞춘다면 생애말기 간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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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생애말기 간호 실무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

한 개념의 속성과 임종간호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편의표출로 모집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61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점수는 문항 평균

4점 만점에 3.18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임상증상과 통

제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좋은 죽음 개념은 간호사의 연

령, 병원간호사 경력, 종교 유무, 생애말기 돌봄 교육여부, 호스피스

시행 기관에서의 교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종간호태도

의 경우 문항 평균 4점 만점에 3.06점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가족

에 대한 태도가 환자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병원 간호사 경력, 결혼상태, 종교유

무에 따라 임종간호태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과 임상증상이 임종간호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임종간호태도의 영향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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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태,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

과를 통하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간호사의 결혼상태와 좋은 죽음의 속성 중

친밀감이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추

가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서양의 정서에 맞게 개발된 것으

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에 적절한 좋은 죽음 개념 측정 도구의 개

발을 제언한다.

셋째, 환자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와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를 제언한다.

넷째, 신규간호사 및 경력이 적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좋은 죽음

개념과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포함한 생애말기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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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연구 책임자명: 이성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이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

태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

교 소속의 이성현 연구원(010-3434-4053)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

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

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

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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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약 170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가 좋은 죽음에 대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묻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

는지 묻는 임종간호태도에 관련된 59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시간은 총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가 계신 보수교육장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참여는 설문 조사 1회로 종료되며 설문 조사에는 약 3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참여를 중단할 경우 작성된 동의서와 설문지는 즉시 파기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불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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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

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성현(02-740-8493)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

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

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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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2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

이 증정될 것입니다.

11.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성 현 전화번호: 02-740-8493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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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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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문항이 “좋은” 죽음에 대한
당신의 개념에 비추어 얼마나 중요한지
표기하여 주세요.

전혀
필요
없는

바람
직한

중요
한

필수
적인

1
통증이 없거나 대체로 통증이 없는
것

1 2 3 4

2 임종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 1 2 3 4

3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 1 2 3 4

4
가족이나 의사들이 당사자가 바라는
것들을 따르는 것

1 2 3 4

5
기계적 장치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
게 일어나는 것

1 2 3 4

6 평화로워야 하는 것 1 2 3 4

7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1 2 3 4

8 당사자의 영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 1 2 3 4

9
당사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1 2 3 4

10
당사자가 중요한 일을 마무리 할 기
회를 갖는 것

1 2 3 4

11
당사자가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갖
는 것

1 2 3 4

12 당사자가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 1 2 3 4

13
당사자가 중대사가 진행될 때 까지
사는 것

1 2 3 4

14 자면서 죽는 것 1 2 3 4

부록 2. 설문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간호사용 설문지

1.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도구

(Concept of a Good Death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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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을 읽고 임종간호에 대한
본인의 태도와 일치하는 란에 표기
하여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임종환자 간호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다.

1 2 3 4

2
죽음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1 2 3 4

3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
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1 2 3 4

4
환자 가족을 위한 간호는 사별직
후 비탄과 사별이후 애도기간 전
반에 지속되어야 한다.

1 2 3 4

5
나는 임종환자의 간호를 맡지 않
았으면 한다.

1 2 3 4

6
간호사는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
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
다.

1 2 3 4

7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 지도 모른
다.

1 2 3 4

8
간호하고 있는 환자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때 나는
화가 날 것이다.

1 2 3 4

9
임종환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1 2 3 4

10
임종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
들일 때가 있다.

1 2 3 4

15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명료한 것 1 2 3 4

16
죽을 때까지 신체 기능을 조절 혹은
통제할 수 있는 것

1 2 3 4

17 죽을 때까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1 2 3 4
The Concept of a Good Death Scale© 2003, DeltaQuest Foundation

(TX0006408226). All rights reserved.

2. 임종간호태도 도구
(Frommelt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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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자가 “내가 죽나요?”라고 물었
을 때, 즐거운 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다.

1 2 3 4

12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신체적 간
호에 참여해야 한다.

1 2 3 4

13
내가 없을 때 내가 간호하던 환
자가 임종을 맞이하셨으면 한다.

1 2 3 4

14
나는 임종환자와 친밀해 지는 것
이 두렵다.

1 2 3 4

15
내가 실제로 죽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1 2 3 4

16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1 2 3 4

17
환자가 죽음에 임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것을 정
리해야 한다.

1 2 3 4

18
가족들은 죽어가는 가족이 남은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도록
돕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2 3 4

19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적
중재에 대해 의사결정 하도록 허
용해서는 안 된다.

1 2 3 4

20
가족들은 그들의 죽어가는 가족
을 위해 가능한 한 친숙한 환경
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2 3 4

21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
이 된다.

1 2 3 4

22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
도 포함해야 한다.

1 2 3 4

23
간호사는 임종환자가 필요시에
면회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해 주어야 한다.

1 2 3 4

24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

1 2 3 4

25
임종환자 간호에 있어서는 통증
완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우려
할 문제가 아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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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내가 말기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
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1 2 3 4

27
임종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 한
다.

1 2 3 4

28
죽음과 임종에 대한 가족 교육은
간호의 책임이 아니다.

1 2 3 4

29

임종환자에게 감정적, 결정적으
로 밀착된 가족들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 수행에 종종 방해가
된다.

1 2 3 4

30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을 준비하
도록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1 2 3 4

* 역환산문항: 2,3,5,6,7,8,9,11,13,14,15,19,2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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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임상관련 특성에 대한 설문지

다음은 일반적 특성, 임상관련 특성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각 질문에 답
하거나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세

3. 종교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4.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5. 교육수준
① 전문대 졸업 ② 4년제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6. 귀하의 병원 간호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년
개월

7. 현재 근무부서는?
① 응급실 ② 내과계중환자실 ③ 외과계중환자실
④ 내과병동 ⑤ 외과병동 ⑥ 기타

8. 귀하는 최근 1년 이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
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임종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
었습니까?

총 회

10. 귀하는 임종간호(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
이 있습니까?
① 있다(10-1과 10-2로 이동) ②없다

10-1. 교육 또는 훈련 시간은 얼마입니까? 총 시간
10-2. 다음 중 어떤 과정을 통해 받으셨습니까?(중복 응답 가능)

① 학부수업 ② 대학원 수업 ③ 보수교육
④ 병원 또는 시설에서의 직무교육
⑤ 호스피스 실시기관에서의 교육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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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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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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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 of a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in General Hospital Nurses

Seonghyeon L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a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in general hospital nurse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involving 161

general hospital nurses (mean age=28.18yrs, 91.9% female) was

carried out through online survey. Concept of a good death was

measured using a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Cronbach’s α=.87), while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was

measured using the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FATCOD) Scale (Cronbach’s α=.86).

Results: The item score of ‘closure’ (3.49±0.31) was the highest

among the three attributes of the concept of a good death,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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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2.85±0.83) and personal control (2.83±0.63) were

followed. Scores from the FATCOD scale ranged from 74 to

106 (91.89±6.83). In addition, among the attributes of good

death, closure (r=.24, p=.002) and clinical (r=.19, p=.014)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30.5% of the

variance in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was due to

closure (β=.22, p=.005) and marital status (β=.19, p=.012).

Conclusion: End of life education need to be considered both

on nurses’ concept of a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Future studies on difference of concept of a good

death between patient and nurses will be needed.

Key words: Terminal Care, Attitude to Deat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ursing

Student Number: 2015-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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