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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을 질적 주제분석방법으로 

탐구한 질적연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의 평화로운 죽음을 원하지만 

병원에서의 임종이 집에서의 임종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 현실이며, 각종 현대 

의학 장비를 이용하여 끝까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애쓰다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죽음은 

의학적 치료의 실패로 여겨지고, 호스피스·완화의료적 접근은 중환자 치료와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종기에 놓인 중환자의 평온한 죽음을 위해서는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의 임종간호와 관련 된 

양적연구들은 간호사가 죽음과 임종간호에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 된 연구결과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서 돌봄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서 돌봄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가 임종환자를 

간호하며 느끼는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및 

간호부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 

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총 19명의 참여자와의 면담 후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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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면담 시간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80분이었다. 수집 된 자료는 Braun 과 

Clarke (2006)의 주제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총 

55개의 코드에서 14개의 하부 주제와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제 1 주제 ‘총체적인 불협화음 속 심리적 좌절’은 환자의 죽음을 두고 

환자 본인, 보호자, 의사의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보여준다. 

제 2 주제 ‘임종 환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성찰’에서 참여자들은 

부질없이 이어지는 연명치료에서 환자의 고통이 우선시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결국에는 죽음 역시 삶의 일부분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간호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제 3 주제 ‘기계론적 인간관에서 전인적인 인간관으로의 전환’에서는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일의 대상으로 환자를 인식하지만 결국에는 환자도 한 

인격체이고, 사회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전인적 인간관으로 환자를 

재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제 4 주제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전문적 실천’에서는 죽음에 

단련되며 환자와 가족을 아우르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간호사의 임종 

간호가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서의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에서 임종간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임종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중환자실 간호사, 임종간호, 죽음, 질적연구 

학  번 : 2016-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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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2006년 이후 의료기관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주택에서의 

사망률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15.3%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16). 이는 20세 성인 이상의 절반이 ‘자택’을 가장 

이상적인 임종장소라 생각하고,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품위 있는 죽음으로 나타난 대국민 조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윤영호 등, 2004).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완결되는 죽음보다 병원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죽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현실이다(권수현, 2015).  

중환자실은 생명징후(vital sign)가 불안정한 장기 부전(organ failure)에 

이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복잡하고 현대화된 각종 혈역학 지표 감시 

장치와 생명유지장치를 동원하여 집중적인 감시와 치료를 하는 곳이다(문재영, 

2015). 그러나 의학적,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사망률은 약 16.9%에 달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이는 

중환자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상당수의 

환자들이 임종을 맞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Hamric & Blackhall, 

2007). 그러나 중환자실에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진들은 치료가 실패하였다고 

여기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죽는 환자는 결코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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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King & Thomas, 2013).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삶의 질을 위한 방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공격적인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상호 배타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견해는 현재까지도 만연해 있다. 

또한, 환자를 한 명의 총체적인 인간으로 접근하기보다 여러 단계의 장기 

부전의 합으로 접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적 접근이 중환자 

치료 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된다(Rocker, Puntillo, Azoulay, & Nelson, 

2010). 따라서 중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로의 전환이나 호스피스 

병동으로의 전실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임종기에 있는 중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임종간호가 그 역할까지 대체할 수 밖에 없다. 

임종간호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지와 돌봄을 의미한다. 또한 임종간호는 

생의학적∙정신 사회적∙영적 측면을 망라한 안락하고 근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김금순, 김복자, 이영희, 최은희, 강지연, 2014; 

LeMone, 2017).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집중 간호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부서의 간호사보다 더 빈번하게 임종상황을 맞게 되므로, 

급성기 질환 환자와 말기 환자의 임종간호를 임상현장에서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고문정, 문소현, 2016; Faber-Langendoen & Lanken, 2000). 또한 

간호사는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전인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양승애, 2015). 그러므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종간호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돌봄의 연장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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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임종간호와 관련 된 양적연구들은 간호사들이 임종간호와 

죽음을 피하고 싶고 극복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임종간호수행 및 간호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고문정, 문소현, 2016; 서민정, 김정연, 김상희, 이태화, 

2013; 양승애, 2015; Braun, Gordon, & Uziely, 2010).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간호사의 죽음 불안이 

높았고, 임종간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강정화, 한숙정, 2013; 김성자, 

2015; 홍은미, 전미덕, 박은심, 류은정, 2013). 내외과 병동과 응급실 병동과 

비교했을 때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죽음불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우영화, 김경희, 김기숙, 2013).  

간호사의 환자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이상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의료인으로서의 한계를 더 크게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는 임종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다(홍은미 등, 2013). 죽음을 한 개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임종간호의 돌봄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관련 질적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중환자실의 임종간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중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종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aun et al., 2010). 본 

질적연구를 통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간호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찾음으로써 간호사의 내적 성찰을 이끌고 임종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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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을 탐색하고 서술하여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서 돌봄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서 돌봄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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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중환자실에서의 죽음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전신 상태로 인해 생명을 위한 

혈역학적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장기부전에 이르게 된 중환자를 

집중관찰하고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문재영, 신용섭, 2013). 그러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입실하고, 환자의 질병 상태가 언제든지 

급성기로 변할 수 있어 예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중환자실 의료진은 

환자가 입실함과 동시에 연명치료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Monteiro, 2014). 실제로 대부분의 연명치료는 고도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입원환자 100명 중 1.6명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면, 공주영, 이재란, 허대석, 고윤석, 2010; 이수정, 김혜영, 2016).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로 무의미하게 생을 유지하다가 임종하는 환자들의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되어 왔다. 임종기 환자의 사망 

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계는 2001년 ‘무익한 연명치료의 중지에 관한 

지침’을, 2009년에는 의료단체가 합의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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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부분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2017)에서는 임종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시 중증도를 나누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과 간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증도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환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사망에 임박한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말기환자보다 훨씬 더 중증의 환자를 의미한다. 이 

때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의학회(2016)에서는 급성 질환(acute illness) 환자, 만성 

질환(chronic illness) 환자, 만성중증질환환자, 체외막 산소화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적용 환자 등 4가지 임상 

상황으로 임종기를 판단하고 있다. 반면 최근 중환자실에서의 혈액투석 

(hemodialysis), 지속성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체외막산소화장치(ECMO)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내·외과 

중환자실의 경우 40%가 넘는 환자들이 기계환기보조를 받고 있을 정도로 

중환자의 중증도는 높아지고 있다(대한중환자의학회, 2015). 이는 많은 

중환자실 환자들의 임상적 상황이 결국 임종기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법안을 통해 환자의 임종기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치료와 무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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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치료를 제한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스스로 자신의 죽음과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치료거부권의 행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박형욱, 2017). 또한 현대의학에서 장기간의 생명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의료적 검사나 처치를 중단해야 하는가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들은 적절한 임종기 돌봄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며 환자의 존엄성 역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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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개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건이다(Gama, Barbosa, & Vieira, 

2012).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죽음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기에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와 부담의 위험을 안고 있다(Velarde-Garcia et al., 

2016).  

간호사들은 환자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 상실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이는 

직업적 회의로 이어지기도 한다(강현주, 방경숙, 2013; Holms, Milligan, & 

Kydd, 2014; Mak, Chiang, & Chui, 2013; Stayer, 2016; Yu & Chan, 2009).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갑작스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자신이 

제공한 간호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거나 환자의 죽음을 치료의 실패로 

느끼기도 하였다(이미정, 이정섭, 2015; Espinosa, Young, Symes, Haile, & 

Walsh, 2010).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침습적인 치료가 진행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킬 때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McCallum & McConigley, 2013). 또한, 노화나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인해 예상 된 죽음이 아닌 갑작스런 죽음일수록 무력감과 슬픔, 도울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유대관계가 깊었던 환자의 죽음일수록 환자의 죽음 시 

형성 된 애착을 끊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Velarde-García, 

Pulido-Mendoza, Moro-Tejedor, Cachón-Pérez, & Palacios-Ceña, 

2016).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들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반응으로,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Yu &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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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는 임종 시 의사는 관련 처방을 내릴 뿐, 환자에게 시행되는 각종 

치료를 멈추고 온 몸의 튜브를 제거하는 것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에 대해 더 무력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Espinosa, Young, Symes, Haile, & Walsh, 2010).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하여 간호사가 의사보다 도덕적 고통(moral distress)을 더 

많이 느끼고, 환자의 죽음 후 간호사의 정신적 외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Hamric & Blackhall, 2007; Traubman-Ben-

Ari & Weintroub, 2008). 

간호사들은 임종간호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힘든 감정을 자신과 분리하여 간호를 지속하는 대처 방식을 보이고 있었다. 

업무 중심의 태도를 유지하며 감정의 선을 확실히 함으로써 생의 마무리를 

돕는 버거움을 이겨내려 하였다(권수혜, 태영숙, 홍민주, 최금희, 2015). 

이러한 대처 방식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보호자나 죽음을 맞이한 환자 

혹은 동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믿음 때문으로 볼 수 

있다(Gama et al., 2012; Gerow et al., 2010). Epp(2012)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깊게 감정이입하는 것이 중환자실의 문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일종의 금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슬픔에 대한 방어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죽음 앞에서 무뎌진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의 이입과 감정의 통제의 딜레마에서 정서적 소진을 겪기도 

하였다(강현주, 방경숙, 2013; 이명선, 2003).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가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고 존엄성을 유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임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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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역할은 임종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이자 옹호자로 인식하였다(Espinosa, Young, 

Symes, Haile, & Walsh, 2010; King & Thomas, 2013; Kisvetrová, 

Školoudlk, Joanovič, Konečná, & Mikšová, 2015; Mak, Chiang, & Chui, 

2013; Ranse, Yates, & Coyer, 2012).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의 증상과 통증을 해결해주고 욕창 관리, 구강 간호 등 

기본 간호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Fridh, Forsberg & Bergbom, 2009; 

McCallum & McConigley, 2013). 

임종 환자의 가족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것 역시 

임종간호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가족이 환자에게 말을 

하고 만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가족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었다(McCallum & 

McConigley, 2013). Ranse, Yates와 Coyer(2012)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과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핸드프린팅을 하거나 환자의 머리카락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추억을 

만드는 활동을 제공하기도 했다. 임종 환자의 가족 간호는 환자의 죽음 

이후까지 연결 되기도 하는데,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가족이 몇 일 뒤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중환자실에 찾아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Fridh, Forsberg 

& Bergbom, 2009; King & Thomas, 2013). 환자와 가족의 종교,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것 역시 존엄한 죽음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Faber-Langendoen & Lanken, 2000; 

McCallum & McConigley, 2013; Pattison, 2007). 종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임종간호는 죽어가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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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Kisvetrová, H., Klugar, 

M., & Kabelka, L., 2013). 

이처럼 외국에서는 중환자실에서의 임종간호에 관련 된 다양한 

질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배경, 의료 환경이 다르며 

가족 간 상호작용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임종간호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연구 된 간호사의 임종환자간호경험과 관련 된 질적연구에는 

병동간호사의 경험(이명선, 2003), 신규간호사의 경험(노준희, 엄지연, 양경순, 

박효선, 2009)과 호스피스 완화병동 말기 암환자 간호 경험(권수혜 등, 

2015), 노인병원 환자 간호 경험(이미정, 이정섭, 2015), 호스피스 완화병동 

환자의 임종간호경험(정미경, 2012) 등이 있다.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는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를 보며 느끼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버거움을 

참고 견디기 위해 업무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환자가 평온한 임종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생과 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권수혜, 태영숙, 

홍민주, 최금희, 2015). 

이수정과 김혜영(2016)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연명치료환자 

간호를 하며 점점 늘어나는 업무량과 연명의료를 위한 첨단 기기 및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존엄성을 위협하는 연명치료의 연장과 중단에서 딜레마를 느끼면서도, 

환자의 나빠지는 상태를 지켜보며 안타깝고 추스르기 힘든 감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간호를 지속해야 하기에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고 간호사로서 의무를 

다하며 이러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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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서 시공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명옥(2010)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예측하지 못 했던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삶과 죽음에 대해 지녀왔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내적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죽음을 치료의 실패로 보는 의사와 죽음은 

편안해야하고 임종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간호사의 생각이 상충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들은 임종 

순간에 보호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임종 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간호사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는 연명치료환자의 임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죽음이 

예측 가능하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간호경험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환자실에서 죽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다양한 임종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어떠한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돌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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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분석방법 

 

질적연구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관심을 갖는 현상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떤 

현상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때 혹은 그 현상에 현재 알고 있는 

것이나 개발된 이론이 편향되었다는 것이 의심될 때 유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귀분, 2005).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러한 것이 

포함된 행위나 상황,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질적연구를 

시행하므로(Maxwell, 2009),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을 통해 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주제분석방법은 면담, 관찰, 

현장 메모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본질적으로 이론이나 현상학으로부터 독립적이므로 좀 더 유연하고 

유용한 연구 도구와 풍부하며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Braun & 

Clarke, 2006).  

주제분석방법은 1970년대 ‘방법(method)’으로 등장하였으나 종종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Boyatzis(1998)가 근거이론방법에서 

벗어나 코딩과 주제 개발에 핵심을 둔 좋은 설명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Braun & 

Clarke의 주제분석방법에 대한 논문 발표 이후 실제적으로 주제분석방법이 

사회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Braun & Clark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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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석방법은 다른 질적연구 분석방법 중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서 사용하기 유용한 핵심 기술들을 제공하므로 질적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첫 번째로 배우기에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다(Braun & Clarke, 2006; 

Vaismoradi, Turunen, & Bondas,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aun & 

Clarke(2006)이 제시한 주제분석방법의 6단계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간호경험을 파악하고 돌봄에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방법의 자료 분석 과정은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료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코딩 및 해석의 과정을 앞뒤로 넘나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제분석방법이 다른 질적연구방법과 차별화되는 것은 유

연성(flexibility)으로, 이론에서 자유로운 것뿐만 아니라 연구 질문, 표본 수, 

표본 구성, 자료수집방법,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 유연성을 보인다. 또

한 귀납적, 연역적 해석이 가능하여 많은 연구에 넓은 적용을 할 수 있다. 특

히 두 단계로 나누어진 review process를 통해 분석 과정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음이 큰 특징이다. 

Braun & Clarke이 제시한 주제분석방법은 코드를 발견하고 주제를 드러

내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Code)는 연구 질문과 잠재적으로 관련

이 있는 자료의 특성을 포착하는 가장 작은 해석 단위로, 주제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며 중심 개념을 생성하도록 뒷받침한다(Braun & Clarke, 2017). 코딩 

과정은 텍스트나 시각 자료를 작은 정보의 범주들로 통합하고, 연구에서 사용

될 상이한 자료들로부터 코드를 위한 증거를 찾으며, 코드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코드들을 통해 도출되는 주제(Theme)들은 공통적인 아이

디어를 형성하기 위해 통합된 여러 개의 코드들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정보의 

단위이다(Creswell, 2015). 



15 

Braun & Clarke(2006)의 주제분석방법 첫 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자료에 

친숙해지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필사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떠오르

는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자료가 가지는 내용의 깊이와 폭에 익숙해지기 위하

여 적극적으로, 분석적으로, 비평하며 자료를 읽고 다시 읽으며 자료에 침잠

(immersion)한다. 나머지 분석 및 해석 과정의 기반이 되므로 중요한 단계이

며 필사(transcription)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자료를 더욱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언어적, 비언어적인 대화 내용을 정확히 말 그대로

(verbatim) 필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에서 연구자의 흥미와 관련 있는 자료들의 특징을 찾

고 코딩하는 과정이다. 첫 코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자료를 의미 있는 그룹으

로 조직화하면서 코딩을 시작한다. 연구자의 주제가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것

인지, 이론적인 주제인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 잠재적으로 주제를 

생성하고 의미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코드를 만들고 각 코드들

이 원 자료들과 일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전체 자료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나 주제를 확인하며, 처음으로 생성한 코드들을 원래의 자료와 비교하여 실제

로 코딩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코딩이 끝나면 각각의 다른 코드들을 잠재적인 주제로 

분류하고, 도출 된 주제들과 관련 있는 원 자료들을 모으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연구자는 코드들을 어떻게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표, 마인드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잠재적인 주제들과 부주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연구자는 각 주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최종적으로 어떤 주제가 선택될지, 혹은 다른 주제들과 결합 되거나 세부 

주제로 분리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도출 된 어떠한 주제도 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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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단계는 앞서 도출 된 잠재적인 주제들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이다(Review process). Patton(1990)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원 자료들

이 서로 의미 있게 일관성을 보여야 하지만 주제들 간에는 확인 가능하고 깨

끗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주제를 다시 확인

하는 과정은 세부 두 단계인 Level 1, Level 2로 나뉜다.  

Level 1은 주제와 코딩 된 자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 주제

에 해당하는 수집된 자료를 다시 읽어보고 일관성 있는 패턴을 형성하는지 고

려한다. 일관성이 보인다면 다음 Level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제의 문제인지, 자료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제에 맞지 않는 자료들

은 다시 모아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보거나 분석에서 제외한다.  

Level 2에서는 주제와 전체 자료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각 주제의 타당

도(validity)를 고려하고 잠재적인 주제지도(thematic map)가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는지 검토한다.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가 전체 자료와 관련 있

는지, 초기 코딩 단계에서 놓친 코딩이 없는지 확인한다. 만족스러운 주제지

도가 도출될 때까지 다시 코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

계가 마무리 될 때는 도출 된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분석을 위해 제시할 주제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주제에 명확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이다. 주제의 본질을 확인하고 

자료의 어떠한 측면을 포착하는지 결정한다. 단, 너무 많은 주제를 만들거나 

복잡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주제와 자료가 일관성을 보이는지, 자료에서 주목

할 만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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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이 단계를 마칠 때에는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주

제가 아닌 것들 역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

들이 주제를 보고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이

름을 만들어야 한다. 

분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해석이 일관되는지 검

토하고 학술 논문으로 작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분석 기회이며, 독자가 연

구자의 분석 및 해석의 장점과 타당성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교하고 일

관성 있으며, 논리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설명을 해야 한다. 생생한 상황을 보

여주거나 증명하고자 하는 관점의 본질을 보여주는 예시를 사용한다. 단지 자

료를 제공하거나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해석적 기술, 연구 질문과 관련 된 논

의점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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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을 탐구하여 그 속에 내재 된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주제분석방법을 사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이다. 임종간호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간호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간호사의 임종간호경험에 대한 관련 질적연구들을 살펴보면, 5명에서 

최대 22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자는 15~25명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참여자 포함 기준은 임상 경력 1~3년으로 

다양했다. 참여자가 속한 병동에서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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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1년이거나 아예 포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경력 간호사가 경험이 풍부하고 간호 업무에 익숙하여 

상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반면, 신규 간호사는 일에 서툴지 

몰라도 처음 해 보는 임종간호에서 경력간호사와는 또 다른 시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종간호를 1회 이상 

경험했다면 참여자에 포함하며 임상 경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대상 연구기관의 내과계 중환자실 근무 경험 및 임종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자신의 임종간호경험과 느낌에 대해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간호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기 위하여 목적적 표본표출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 

하였다(Patton, 2017). 연구 참여자에게 다른 관점을 가지거나 비슷한 관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른 간호사를 소개할 것을 요청하는 눈덩이 표출법을 

이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수는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늘려나갔다. 

최종적으로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진 참여자 수는 1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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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절차 

 

1) 면담 질문 

 

질적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s)은 연구자가 질문은 알지만 답을 예측할 수 없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할 때 유용하다(신경림, 2014).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할 반구조화 된 면담 지침과 개방적 형태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매번 참여자와 면담 후 질문들이 의도된 대로 작용하는지 

확인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면담 질문을 수정·보완하여 다음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중환자실에서의 임종간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임종간호를 할 때 보람을 느꼈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임종간호에서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임종간호에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동료 간호사의 임종간호를 지켜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임종 환자의 가족 간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사후처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연차가 쌓이면서 변하는 것이 있나요? 

·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종간호의 가치와 돌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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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장소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으며 녹음이 가능한 곳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가 편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집이나 조용한 

카페를 면담 장소로 선택했다. 

 

3) 면담 진행 

 

면담은 일종의 상호작용이며 관계이고(Patton, 2017), 연구자와 참여자는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다(김귀분, 2005). 참여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감정이입을 발전시키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연구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거나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면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연구자는 참여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면담을 시행하고 

연구자는 간호사가 아닌 연구자의 자세로 면담에 임하였다. 

신뢰는 면담 초기 연구자는 누구이고 연구의 목적과 어떤 이유에서 

면담을 원하는지 털어 놓으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김귀분, 2005). 면담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진행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으며 면담을 시작하였다. 

모든 면담 과정을 녹음하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행동, 표정, 

손짓 등 비언어적인 요소들과 연구자가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메모하였다.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면담 내용에 대해 적절히 응답하며 공감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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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적절하고 

풍부한 내용을 유도하며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80분 

동안 진행되었고, 면담 종료 시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추후 면담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 면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렸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 등을 통해 얻은 질적자료를 발견, 분석하여 의미의 

패턴(주제)을 해석하는 질적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방법(Braun & 

Clarke, 2006)의 6단계를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친숙해지는 단계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 후 

24시간 내에 필사를 완료하였으며 참여자의 말을 온전하게 그대로 옮겼다. 

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며 자료에 

익숙해지고 침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코딩을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흥미와 관련 된 다양한 

코드들을 최대한 많이 생성하였다. 반복되어 나타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코드들을 묶어서 잠재적인 주제가 드러나는지 확인하였다. 코드들을 다시 

원래의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는 잠재적인 주제로 분류하고 도출 된 주제들과 자료를 

연결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코드들을 이용하여 마인드 맵을 그리면서 도출 

가능한 주제들을 고민하였다. 자료를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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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을 마인드 맵에 추가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코드와 

주제는 마인드 맵에서 제외하면서 분석해나갔다. 이 때 Braun & Clarke 

(2006)이 제시 하였듯이 이 단계에서 도출 된 주제는 다시 다른 주제와 

결합되거나 세부적으로 분리될 수 있기에 버리지 않고 분석을 진행했다. 

앞서 도출 된 잠재적인 주제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네 번째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뉜다. Level 1 단계에서 연구자는 도출 된 주제에 해당되는 자료를 

다시 읽어보고 일관성 있는 패턴이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 때 자료와 

주제의 의미가 서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주제 지도를 작성하면서 각 주제가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주제들이 서로 다른 의미와 패턴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하나의 큰 주제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지, 연구자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주제와 각 자료의 일관성을 넘어 전체 참여자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의미와 맥락이 일관적이고 포괄적인지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의 명확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한다. 연구자는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보며 

제일 적절한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고, 일반 독자들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끝까지 자료와 주제 및 해석이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주제와 하부 주제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하여 수정 및 보안을 반복하였고, 주제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자료를 예시로 제시하기 위하여 자료를 계속하여 검토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24 

5. 연구의 질 확보 

 

연구자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의‘질적연구방법론’수업과 

‘질적자료분석론’수업을 수강하고, 대한질적연구학회의 학술세미나와 

워크샵에 참여하여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대상 기관의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4년차로 근무하며 

다수의 임종간호경험이 있으므로 참여자의 의도와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였다. 

Guba & Lincoln(1981)이 양적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기준에 

비교하여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다음 네 가지와 같다. 

 

1) 신빙성 

 

신빙성(credibility)은 연구자가 충실하게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해석하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또한 

독자와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접한 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연구 

결과를 떠올리게 되면 신빙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풍부하고 생생한 경험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면담 동안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방형 질문으로 

참여자가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면담 

중 참여자의 행동,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를 메모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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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고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직후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대상자가 자신이 언급한 내용과 의미가 

비슷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적용성 

 

적용성(fittingness)은 연구 결과가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도 부합하고 

독자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 결과가 의미 있으며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될 때 확보된다. 적용성을 위해서는 연구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에 기초하며 연구 결과는 참여자의 경험에서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에서의 임종 간호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를 참여자로 선정하는 

목적적 표본추출을 시행했다.  자료가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지속하여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중환자실 

간호사 2인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어 있을 수 있고 연구 결과가 의미 있는 

내용인지 확인 받는 과정을 거쳤다. 

 

3) 감사가능성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은 다른 연구자가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 도출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때 확보된다. Sandelowski(1986)는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주제에 어떻게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연구 목적,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자료 수집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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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설명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이유,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대상자와 면담 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면담노트를 사용하여 면담 과정을 기록하여 자료 수집 

과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Braun & Clarke(2006)이 제시한 thematic analysis의 6단계를 

충실하게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4) 확인가능성 

 

확인가능성(credibility)은 신빙성, 적용가능성, 감사가능성이 모두 

확보되었을 때 확립되는 마지막 요소이다.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시각과 경험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 중 의미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바로 질문하여 의미를 

확인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 기관의 기관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1706-062-859).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및 면담 과정과 면담 내용 등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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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은 본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임과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 면담 시작 시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보상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개인 정보는 모두 기호화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녹음 자료 

및 필사본은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암호설정을 하여 보관하고, 문서 자료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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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내과계 중환자실 근무 경험과 임종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 19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5세부터 34세로 평균 27세였고, 전체 

참여자 중 17명이 여성이었으며, 2명이 남성이었다. 전체 참여자 모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명은 기혼상태였다.  

근무 병동에 관계 없이 간호사로서 일한 전체 임상 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 10개월이며 평균 3년 1개월이었다. 연구 대상 기관의 내과계 

중환자실 외 병원 내 다른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3명이었으며, 

현재 4명의 참여자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참여자 중 6명이 

병원에서 가족 또는 지인의 임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실제 가족 또는 지인의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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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 

 Gender/ 

Age(y) 

Material 

status 

Religion Total work  

duration 

(y) 

Work 

experience in 

other ward(m) 

Experiences of  

the acquaintance’ 

death 

A F / 25 Single None 2.4 No No 

B F / 26 Single Catholic 3 No No 

C F / 24 Single None 1 No No 

D F / 25 Single Catholic 1.3 No No 

E F / 28 Single None 2.3 No No 

F F / 29 Single None 2 3 Yes 

G F / 28 Single None 5.4 No No 

H F / 26 Single None 2.5 No Yes 

I F / 26 Single Christian 2.3 No Yes 

J F / 30 Single None 7 No No 

K F / 25 Single Christian 1.1 No Yes 

L F / 33 Single Christian 5 36 No 

M F / 31 Married None 7 No No 

N M / 32 Single None 7.8 No No 

O F / 25 Single None 1.1 No No 

P F / 23 Single None 1.5 No Yes 

Q F / 24 Single None 2.1 No Yes 

R F / 24 Single None 1.8 3 No 

S M / 34 Married Christian 2.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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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 

 

19명의 참여자의 면담 자료들을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에서 도출 된 코드는 55개였으며 

이를 토대로 14개의 하부 주제와 4개의 주제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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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of the Findings 

 

 

 

 

 

Categories Sub-Categories 

총체적인 불협화음 속 

심리적 좌절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환자의 임종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족 

치료에만 집중하는 의사 

임종 환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성찰 

부질없는 연명치료에 대한 환멸 

환자의 고통이 우선시 되지 못하는 현실 직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용기 있는 수용 

다양한 임종상황에서 얻는 통찰력 

기계론적 인간관에서 

전인적인 인간관으로의 

전환 

몸과 마음이 분리 된 존재 

수치화 된 환자의 몸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환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환자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전문적 실천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 

정성과 예를 다하는 사후처치 

사후에 남는 가족의 이별 준비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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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주제 : 총체적인 불협화음 속 심리적 좌절 

 

첫 번째 주제인 ‘총체적인 불협화음 속 심리적 좌절’은 중환자실 

환자의 죽음을 두고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의 의견과 생각이 서로 

통일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부 주제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환자의 임종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족’, ‘치료에 집중하는 의사’의 3가지이다. 

 

(1)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대부분의 임종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 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미 임종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는 환자도 있었고, 치료를 위해 

sedation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깨어나지 못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환자도 있었다. 특히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치료의 방향이나 효과, 

예후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환자는 배제 된 채 치료가 진행되는 중환자실의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했다. 

 

환자가 힘들어해서 결국 intubation 하는데, sedation 하기 전에 환자한테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거의 말 안 하잖아요. 하기 전에 시간을 주기도 

어렵구요. 보호자한테는 나중에 깨울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환자는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E-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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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안 좋으니까 환자에게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가족이랑 이야기도 하고. 의사라든지 간호사든지 누군가는 와서 설명을 

해줘야 가족이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할 텐데. 아무도 환자에게는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아요.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M-1-22] 

 

응급 상황이 많고 긴박하게 처치를 해야 하는 순간이 많지만 참여자들은 

최대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알려주고, 부득이하게 진정제로 환자를 재워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보호자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정말 안 좋아져서 의식 있는 환자를 sedation 하고, 약 걸고, 재우고 

하면 그 때 환자한테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나중에 깰 수 

있든, 못 깨든 간에 ‘이제 곧 기관삽관을 하실 거고, 며칠 간 푹 주무실 

거다. 그러니 눈 뜨게 되면 너무 놀라지 마시라.’라고,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좀 하려고 노력해요. [G-5-104] 

 

보호자도 결국 intubation 하겠다고 했을 때, intubation 하면 앞으로 더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면회를, 환자분과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고 

보호자분이 가시면 저희가 (intubation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려드렸어요 그냥. 충분히 면회할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사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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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며칠을 흘려 보내다가 돌아가시면, 누워있는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혼자 인사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S-6-128] 

 

(2) 환자의 임종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가족 

 

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 하고 끝까지 모든 치료와 검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살아 생전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혔던 환자인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환자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모든 치료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차마 환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의식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듯이, 막 

이렇게 고개를 젓고 인상 찌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한 의사표현을 

했는데, 딸들이랑 어머님이 쉽게 못 포기했어요. 나중에 ECMO까지 넣었는데, 

넣고 나서도 소용이 없어서 다음날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들은 기억에 

계속 남아요. 환자는 원하지 않는데 보호자들이 막 밀어붙이는 것. [A-1-24] 

 

신경과 교수님이 환자 보시더니 이미 brain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보호자가 환자한테 ‘누구 아빠, 빨리 눈 뜨고 병실 가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호자는 모든 걸 다 하면 병실에 갈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에요. 언제 병실 갈 수 있냐고 계속 물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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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은 정말 착하셨는데 그런 insight가 없으니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D-4-86] 

 

그러나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가족과 보호자들의 의견대로 모든 

처치가 진행되기에 그만큼 환자가 더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가족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 분이 숨이 엄청 차서 오셨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CPR을 했어요. 

CPR 하는 그 당시에 suction을 하면 가래랑 초록색 무언가가 같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아드님은 이제 DNR에 동의가 되었는데 배우자분이 끝까지 CPR 

해달라고 하셔서 계속 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이 막상 ROSC가 되어 이렇게 살아나는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망이 전혀 없고 말기인 상태에서는 보호자 욕심이라고 

생각되요. [O-4-81]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저것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처치를 많이 하고, 

보호자가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되요 ... (중략) ... 결국은 돌아가시는 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나. 그 환자를 봤던 간호사 입장에서도,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P-3-61]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환자와 오랜 세월 함께 하며 누구보다 환자를 잘 

아는 가족들의 생각이고 결정이므로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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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의료진으로서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가족이 내린 결정의 가치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20~30대의 젊은 간호사로서 지인이나 

가족의 죽음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과 삶에 대하여 함부로 

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으며, 실제로 본인이 가족의 임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과연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호자들이 마지막까지 모든 처치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것.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만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거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중략) ... 그런데 만약 엄마 아빠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면, 본인들은 하고 싫다고 하신대도, 나는 보호자 된 입장에서 사실 

모든 걸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G-3-60] 

 

저희 아빠가 예전부터 평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병원 가서 이것 저것 

이상한 거 하지 말아 달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다른 

보호자들처럼 아빠를 ICU에 데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 (중략) ... 저도 한 

때는 왜 환자가 중환자실을 거부하는데 보호자가 무슨 권리로 데려오나 

싶었는데, 만약 저라도 조금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중환자실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의문이에요, 보호자의 결정은 맞는 것일까. [H-7-149] 

 

사실 ‘너가 못 겪어봐서 그래.’, ‘안 겪어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희 간호사들이 다 나이가 어린 

편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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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0-243] 

 

(3) 치료에 집중하는 의사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임종환자를 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시각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생명을 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로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임종이 

예상 되는 환자들에게 조차 모든 치료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옳은 일인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미 70몇 세에 intubation도 했고, heart도 안 좋고, 딱히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입실 후 얼마 안 돼서 CPR이 나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ECMO까지 넣었어요 ... (중략) ... TAVI 까지 

받고 왔는데 그 때부터 의식이 없고, 그 다음날 DNR 받고 결국 사망하셨어요, 

TAVI 받은 지 2일만에 ... (중략) ... 너무 무책임하게 보호자나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시술을 의료진이 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N-2-43] 

 

쯔쯔가무시 때문에 오셨던 환자가 있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던 

환자였어요 ... (중략) ...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과도하게 치료를 해서 

ECMO를 넣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건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환자한테 

실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O-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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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의료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치료를 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치료의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감과 어려움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당연히 환자를 살리는 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와 최선을 

다 해야 해요. 이 사람이 어찌됐든 안 좋을 걸 알고, 사망할 걸 알아도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게 의료진의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할 

거라고 미리 DNR을 작성하고 intubation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 

(중략) ... 중환자실에서 죽는 건 불행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J-8-195])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왜 의사가 설명을 안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가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걸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해요. 저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환자를 보지만 의사들은 여러 명 봐야 

하고 병동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일일이 다 설명 하기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또 관점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DNR 받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죽는 건데.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는 

건데 쉽지 않을 거에요. 심적으로 부답도 되게 클 것 같구요. [S-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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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주제 : 임종 환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성찰 

 

참여자들은 다양한 임종을 경험하며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나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죽음은 억지로 

막을 수 없으며 생로병사의 일부분으로써 순리처럼 찾아오는 것이기에 담담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기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평온한 

임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부 주제는‘부질없는 

연명치료에 대한 환멸’, ‘환자의 고통이 우선시 되지 못하는 현실 직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용기 있는 수용’, ‘다양한 임종상황에서 얻는 

통찰력’의 네 가지이다. 

 

(1) 부질없는 연명치료에 대한 환멸 

 

중환자실에서 모든 치료와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전혀 호전이 없고 질병의 

악화만 계속되는 경우 결국 연명치료로 이어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연명치료는 어떻게든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한 부질없는 치료로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나 ECMO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기계들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사망은 더뎌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의학적인 사망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환자들이 무의미하게 방치 된다고 

생각했다. 

 

ECMO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사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EKG 리듬이 flat이 되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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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전 11시부터 heart rate 0 알람이 계속 울렸는데, 사후처치는 그 날 

오후 4시에 했어요. 중간 중간 EKG는 분명 0이었지만, 가끔씩 VPC같은 

리듬이 한 두 번 지나가니 완전 standstill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에요. 이미 환자 몸은 다 굳고 ... (중략) ... 방치 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인데 다른 처치 해준 것도 없고. 의학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환자를 세 네 시간 동안 방치해 뒀다가 물은 나올 대로 다 

나오기 시작하고, 강직은 다 온 상태이고. [D-10-208] 

 

연명 치료로 인해 환자들은 각종 치료 장치와 모니터링 기계들을 온 몸에 

단 채로 더욱 더 긴 투병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연명치료를 

끝내지 못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환자들을 보면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는 느낌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굳이 굳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것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  

Central line, Sheath, 여러가지 기계들, ECMO 이런 것들 다 제거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비로소 편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죽음이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G-10-235] 

 

(2) 환자의 고통이 우선시 되지 못하는 현실 직시 

 

참여자들은 삶의 의지와 희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결말이 결국 

죽음이라면 고통이라도 없는 평온한 임종이 되길 원했다. 중환자실에 입실 

했을 때부터 시작 된 각종 침습적인 처치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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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환자가 고통 속에서 

보내야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분이 좀 더 평온하게 갔으면 좋겠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가실 거라면 

좀 더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D-8-176] 

 

이 사람의 현 상태에서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중략) ... 정맥 주입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날 15kg이 쪘다는 거에요. 하루 

사이에 15kg가 찌면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도 들고. [O-5-

108] 

 

그러나 대부분의 임종 환자들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고통이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임종환자일수록 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통증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환자의 통증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 하고 적절한 

처방이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현실에 답답해 하였다.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더 이상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의사의 

처방이 없어 진통제를 투약하지 못할 때에는 간호사로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임상에서 환자의 고통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랬다. 

 

고통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그렇게 불치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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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워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겪는 고통들은 사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자가 되게 

우울할 수도 있고, 아플 거잖아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해요. [G-8-172] 

 

의식이 있는데 intubation을 하지 않기로 DNR을 작성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High flow full setting에 facial mask 15L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도 

saturation이 자꾸 떨어지니까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직 

선생님한테 계속 노티하고, 보호자분도 sedation을 원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과관찰만 하자는 거에요 ... (중략) ...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새벽 내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고 환자도, 보호자분들도 너무 불쌍했죠 ... (중략) ... 

환자분한테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없으니까. [R-4-87]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이미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sedation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암성 통증 환자분에게 morphine으로 

통증 조절 해주잖아요. 그런 통증이 아닌 분들의 고통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S-8-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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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죽음에 대한 용기 있는 수용 

 

참여자들은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변해가는 환자의 모습과 임상 상태를 

보며 환자의 임종을 예상하고 있었다. 몇 시간 내 또는 며칠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환자가 결국 임종하게 될 것임을 경험적으로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루 하루 무언가를 했죠. 어떤 날은 E-tube를 빼고 tracheostomy로 

바꿨는데 훨씬 더 편안해 보이셨어요. 인상도 더 푸근해 보이시고 그랬는데, 

이브닝 근무 끝나고 다다음날 다시 출근 했는데 얼굴색도 많이 변해 있고 

소화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아,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얼굴 색, 피부색 변하기 시작하면 아,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C-6-119] 

 

간혹 참여자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양한 질환과 과거 병력을 지닌 환자들이고, 중환자실에 

입실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환자가 악화되고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환자의 죽음 역시도 

예고 된 죽음과 같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첫 CPR이었어요. Nasal prong을 하고 계셨고, ER에서 왔는데 안경 끼고 

신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A-line 잡는 동안 갑자기 V-tach이 지나가면서 

CPR이 났어요. 방금 나랑 5분 전에 입원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했는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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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생기 있는 얼굴로 같이 했는데, 돌아가실 때 얼굴은 회백상인 거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죽는게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아, 그래, 여기가 이런 

곳이었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환자를 

살리려고 해도 돌아가시면 운명이 거기까지였나 보다 그런 마음이에요. [I-

7-143] 

 

갑작스러운 CPR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CPR도 하나의 예견 된 코스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미 안 좋을 걸 예상했으니 중환자실에 온 거고, 

그러니 CPR도 어느 정도 당연한 거죠. 갑작스럽게 막 CPR을 하고 상황은 

급박 하지만, ‘그래, 할 줄 알았어.’ 이런 느낌. [J-3-56] 

 

또한 어느 순간 환자의 임종이 찾아올 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환자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항상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염두 하며 간호를 하고 

있었다. 

 

환자는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소한 거죠. 하지만 

그 생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환자가 

요구하면 되도록 들어주고 싶어요. [D-1-16] 

 

결국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을 보는 건 간호사거든요 ... (중략) ...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언가를 쓰더라도, 마지막으로 그걸 본 건 저이고. 

마지막으로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더라도, 어쨌든 나랑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M-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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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임종상황에서 얻는 통찰력 

 

참여자들은 임종간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하는 

것만큼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은 중환자실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했다. 

 

(일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게 죽음인지 제대로 알지 

못 하고 ... (중략) ... 죽음의 모습들이 어떤지, 중환자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모르잖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의 모습들에 대해 생각 하고, 

가족이나 내가 어떻게 죽을 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 (중략) ... 중환자실에서 죽는 

모습이 어떤 건지 대중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아름답게 혹은, 치료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중략) ... 

포기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라는 걸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후회 말고 남는게 없고,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S-11-249] 

 

참여자들은 병원의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좀 더 평온한 죽음,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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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조차 죽음은 도외시 되는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절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 

집에서의 죽음을 원해도, 막상 가족이 집에서 죽으면 보호자들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사망한 사람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 후에 절차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사망진단서도 필요한데, 119에 전화 해야 하나? 경찰한테 

해야 하나? 그래서 막상 본인이 집에서 죽고 싶어도 가족들 생각하면 

병원에서 죽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말기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집에서의 죽음이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정보를 주면 그들도 

선택하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Q-7-150] 

 

임종간호를 병동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의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의학 박물관 한 켠에 임종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니까 ... (중략) ...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죽는 사람도 

보여주고, 사는 사람도 보여주고. 정확하게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의 선택에 따라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것 같아요. [S-12-288] 

 

또한 여러 환자들의 다양한 임종을 겪고 그들을 간호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 스스로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었다. 죽음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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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Well dying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후처치도 그렇고, 

임종간호도 그렇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죽는게 상당히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강렬한 공포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죽음도 삶의 일부분,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자연의 한 순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섭지 않았어요. 이것도 한 순리구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순리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O-9-188] 

  

중환자실은 정말 중한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병동으로 가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들이 많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 내과계 

중환자실까지 와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미루다가, 억지로 막았던 것이 아닌가 해요. [P-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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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주제 : 기계론적 인간관에서 전인적인 

인간관으로의 전환 

 

제 3 주제는 간호사가 임종환자를 간호하면서 ‘환자’ 또는 ‘일’로써 

환자를 기계적으로 대하다가 환자에게서 아프기 전의 건강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 존중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도출되었다. 하부 주제는‘몸과 마음이 분리 된 존재’, ‘수치화 된 환자의 

몸’,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환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환자’이다. 

 

(1) 몸과 마음이 분리 된 존재 

 

임종기에 있는 대부분의 중환자실 환자의 몸에는 각종 침습적인 처치와 

검사들로 인한 많은 상처가 남게 되고, 질병의 악화로 인해 전신 부종과 

사지의 피부색 변화가 동반되었다. 참여자들은 인간 존재가 아닌,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 되어 신체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또한 

환자의 신체 변화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며, 건강한 신체와 

대비되는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 번은 기저귀가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effusion이 엄청나게 나왔던 

환자를 bathing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건지 ... (중략) ... 분명 

bathing을 하고 있는데 노란물이 계속 묻어나왔어요. 가벼운 환자였는데도 못 

하겠고, 계속 신음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구요. [C-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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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CRRT를 하는 말기 환자였는데, 여기 저기 온 몸에서 

oozing이 되고 다 벗겨지고, 좀비 같은 느낌. 환자를 잡았는데 쭉 미끄러지고, 

피부는 band로 다 감아 놔야 하고. [K-3-70] 

 

특히 사망한 후에는 신체의 모든 관과 기계를 떼어내기 때문에 시신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피를 더 많이 볼 수 밖에 없고, 가려져 있던 환자의 몸을 

보게 되어 심리적으로 힘든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전에 한 번은 epinephrine을 50cc syringe에 재서 혈압 떨어질 때마다 

쏴 주면서 겨우 버티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미 산 사람이 아닌데 epinephrine 

때문에 며칠 버텼던 거고, 사후처치 하는데 이미 사후경직이 다 와서 팔도 안 

굽혀지고... 대부분 해왔던 사후처치는 사망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생의 

온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지가 다 차갑고 색깔도 

다 변하고 굳은 ‘시체’였어요. 나는 내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이게 시체구나. 진짜 시체의 느낌은 이런거구나. [E-

8-164] 

 

이미 결핵을 앓고 있는데 노숙을 하다가 감전이 돼서 왔어요. 내가 그 

환자를 봤을 때는 이미 의식도 없고, 너무 깡말라서 미이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Septic condition이 너무 진행되어서 CRRT도 하고 있었는데, 

등이랑 엉덩이랑 다 sore였어요. 그 sore에서는 VRE, MRSA 자라고 있고 

이미 다 썩었는지 냄새가 어마어마 하고. TV 역사스페셜같은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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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썩지 않는, 제대로 잘 보존 된 미이라 같은 그런 형상이었죠. [J-6-

131] 

 

몸에 bullae가 엄청 많았어요. 온 몸이 엄청나게 붓고, 환자를 옆으로 

돌렸는데 등에도 bullae가 엄청난 거에요. 그게 너무 사람 같지 않고, 

고깃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O-7-143] 

 

(2) 수치화 된 환자의 몸 

 

중환자실에서는 활력징후와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에 따라 각종 혈액 검사, 

체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늘어나는 투약과 처치, 간호 활동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환자보다는 검사 결과나 변화하는 활력징후 등의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에 

더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계속 vital sign도 보고, 환자도 보고 

있긴 한데, 정작 내가 환자한테 가서 assess를 잘 하고 있나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진짜 환자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치를 보는 건지. [H-3-

71]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였는데 임종에 거의 다가가고 있을 때 

쏟아지는 오더들을 해치우기 바쁘고. 내가 돌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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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간호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 오더를 받아서 

해치우면 또 해야 하고. [K-13-301] 

 

저는 이브닝 출근을 했는데, 데이 후반에 CPR이 난 거에요. 결국 CPR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임종보다는 CPR부터 사후처치까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의 죽음보다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로 보이더라구요. [O-8-168] 

 

(3)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환자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혼자 투병하는 환자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받는 존재로 환자가 인식될 때 그 사람의 삶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의 죽음에 슬퍼하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음을 인지하는 

순간 환자의 죽음에 더 깊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줄 몰랐기 때문에 아내분은 애기들에게 

아빠를 보여주지 않았던 거에요. 사전에 미리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고, 

가족들끼리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거에요. 갑자기 새벽에 안 

좋아지시니 아이들이 왔는데, ‘살아있을 때 나를 보게 해줘야지, 다 죽어서 

보게 해주는게 뭐가 의미 있냐’며 엄청 우는 거죠. 아, 이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그제서야 이 환자가, 이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에요. [K-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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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옆에 가족들이 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환자를 보는데... 아,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가족이고, 

사회에서는 한 구성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구나. 저한테 있어서 이 사람은 

단순히 사망 처리하고, 사후처치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에요. [O-2-35] 

 

참여자의 가족과 환자의 가족의 모습이 비슷할 때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환자 역시 한 가족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임을 인지하는 순간 온전한 인격체로 느껴지며 가족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 50대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보호자가 딸 둘이었어요. 저희 집도 딸 

둘이거든요. 그 순간 감정이입이 되더라구요. 지금까지 아빠의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딸들이 아빠의 임종을 맞닥뜨리면서 우는데, 이게 정말 

가족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그 환자도 아버지였구나. 

[L-1-2] 

 

(4) 사회적 존재로서의 환자 

 

중환자실은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힘들고, 

수용되기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인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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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었다면 

조금은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고, 죽는 방식을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선택이 들어간 경우가 없었어요. 환자는 이미 선택권에서 

배제가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보호자, 의료진의 선택에 따라 결정 되고. [G-

4-84] 

 

특히 참여자들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나 

의미 없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경우 환자의 삶이 더욱 더 존중 받지 못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미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변하여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떤 죽음의 모습을 원할지 고민하였다. 환자가 어떤 

가치관과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을 때 더욱 더 환자가 원치 

않았을 죽음의 모습에 비참함을 느꼈다. 

 

그 아줌마가 원래 우울증이 되게 심했고, 맨날 자기 죽고 싶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좀 괜찮아지면서 자기는 살아서 일본에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확 안 좋아졌고 CPR까지 하게 됐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입 안은 다 썩고, intubation 하는데 그 입에다가 막 E-tube를 

넣고, 피는 온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데면 다 나오고 배는 남산만해지고, 완전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냐면, 너무 예민하고 

깔끔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되는 걸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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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자기가 이렇게 죽는 걸 알면 얼마나 

끔찍할까. 아줌마의 원래 성격을 아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싫을 것 같았죠. 결코 이런 걸 원하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죽는 길까지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E-1-15] 

 

더 나아가 몇몇 참여자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의 결정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명치료 및 

침습적인 시술에 대하여 보호자가 결정해야 할 때 가족들의 합의로 이룬 

결정보다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랬다. 

 

아드님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 결정은 절대적으로 아드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 하셨을 때, 지금보다 더 정신이 명료 

하셨을 때 하셨을 결정을 지금 대신 해주시는 거다.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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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 주제 :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전문적 실천 

 

제 4 주제는 임종환자에게 끝까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임종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의 돌봄에 대한 주제이다. 참여자들은 인간에 대한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돌봄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자신들의 

돌봄 영역에 포함하여 비록 가족의 죽음이 슬프지만 나쁘지 않은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도출 된 하부 주제는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정성과 예를 다하는 사후처치’, ‘사후에 남는 

가족의 이별 준비 간호’이다. 

  

(1)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 

 

참여자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의식이 또렷한 다른 일반 환자들에게서는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임종기 환자들은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신체적으로 어떤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환자들의 위생에 신경 쓰고 있었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 간호에 신경 쓰고 있었다. 

 

가래 있을 때 빨리 뽑아서 숨 좀 더 잘 쉴 수 있게 해주고, 대변 보시면 

꿉꿉하고 욕창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아프게 되니까 그런 거 잘 

봐주고. 등에 베기는 것 없게 해주고, 등 두드려주는 것이요. 중환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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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C-6-127] 

 

그러나 임종기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정해지는 환자들의 활력징후 때문에 

때때로 기본간호를 제공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작은 체위 

변경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항상 간호를 하기 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대변 보시면 빨리 치워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런 임종환자들 조금만 움직여도 혈압이 후루룩 

떨어지니까, 조심하는 게 많죠. 항상 느끼는 건데 체위 변경과 bathing이 

환자한테 정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는데. [E-8-181] 

 

몸 편안하게 해줘야 해요. 사실 지금 이 사람이 욕창이 grade 1이든, 

grade 2가 됐든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환자분 편하시게. 혹시나 의식이 

있다면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시라고 하죠. 굳이 힘들게 체위 변경하고 그러지 

않아요. [M-2-32] 

 

중환자실은 시간적, 공간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불안과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임종기의 환자들은 

가족도 없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홀로 두렵고 무서운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환자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무서움을 이해하며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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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고 인간다운 정을 느끼길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간호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돌봄이기에 환자의 곁에 존재함을 알려줌으로써 정서적으로 

따듯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임종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손이라도 

좀 잡아주는 것? 손 잡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두거든요. 누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도 손 한 번 꼭 잡아주고. 사실 

간호사가 기계는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게 없으면 기계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도 없고 혼자 떨어져 있고, 창 밖도 안 보이지, 시계도 없지, 날짜도 

모르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E-

10-230]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을지라도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하듯이 간호사가 

현재 어떤 간호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소소한 일들에 대하여 환자에게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예후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내가 환자라면 차갑게 안 대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요. 항생제 투약하고, 체온 측정하고, hour urine 확인하고 그러면 

사실 끝인 거잖아요. 그런 것 말고, 더 따듯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그렇게 누워 있는데 ... (중략) ... 시간도 좀 알려주고, 오늘 날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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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고, 바깥 세상이 어떻고 이런 걸 알려주면 더 안정감이 들 것 같아요. 

[C-7-134] 

 

의식이 없더라도, 어쨌든 살아있을 때 여기 환경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좀 더 

따듯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 같구요. [K-4-91] 

 

(2) 정성과 예를 다하는 사후처치 

 

참여자들은 사후처치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람답게 떠날 수 있도록 

돕고 고인에 대하여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후처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몸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나 피를 

제거하며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최대한 깔끔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는 외관상으로라도 그 사람답게 갈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여튼 

가시는 길은 마지막이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하고 ... (중략) ... 나중에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봤을 때 ‘아, 되게 정갈하게 

잘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환자한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D-7-

146]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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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의료진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깔끔하고 정리 된 모습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O-

7-161] 

 

고인의 몸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사후처치 후 깔끔하고 평온해 

보이는 환자의 모습을 보며 보호자들이 조금이나마 덜 슬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몸은 그래도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가족들이 보는 건 얼굴이잖아요. 

입도 닫아주고, 눈도 편안하게 감겨주고, 상처 난 데는 닦아주고, 눈곱도 

떼주고. 보호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최대한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F-11-244]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팔, 다리는 안에 감싸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IV line 때문에 흘린 피나 그런 것들 보면 좀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어차피 가셔서 염하겠지만, 염하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bathing이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못 해드리면, 제가 보호자라도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닦아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10-226] 

 

사후처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위해 몸에 

꽂혀있고 붙여져 있던 모든 기계와 의료장비들을 떼어내는데, 아무 것도 

달려있지 않은 온전한 모습을 보며 그 동안 환자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보지 



60 

못했음에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내가 그 환자 볼 때 너무 힘들었고, 환자도 너무 힘들게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사후처치하면서 모든 line을, 생명을 유지시키던 모든 걸 

제거하고 나니 환자가 너무 편안해보이는 거에요. 진짜 이렇게 고우셨던 

분인데 그렇게 막 관이 꽂혀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의 본 모습, 깨끗한 모습을 내가 몰랐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G-9-198] 

 

신체 이곳 저곳에 남아 있는 상처와 손상 된 신체를 보며 애잔한 마음과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볍지 

않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신체를 조심히 다루며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쨌든 죽음은 슬픈 일이잖아요. 충분히 애도할 일이구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후처치 하면서 되도록 거칠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웃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구요. [E-9-203] 

 

환자의 죽음 앞에서 경건할 필요가 있어요. 사후처치를 하는 간호사들이 

무조건 딱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죄인처럼 그러는 건 안 

되구요. [N-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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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종 바쁜 업무들로 인해 사후처치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어느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더불어 사후처치 과정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간호로 인정받길 바라고 있었다. 

 

기계적으로 infusion pump에서 약을 떼고, ventilator circuit을 분리하고, 

막 E-tube를 빼고, foley를 빼잖아요. 가끔씩 나 역시 기계적이고, 사람들도 

기계적이고 ... (중략) ... 간호사가 사후처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말 그냥 업무처럼, 너무 후다닥 지나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될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버린 느낌. 가끔 너무 사무적이고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때는 안타깝죠. [B-9-204] 

 

종종 일로만 생각을 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사후처치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 환자를, 사람으로써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일... 빨리 빨리 하고 옷도 빨리 입히고. 이런 모습 보면 

안타깝죠. [G-9-212] 

 

(3) 사후에 남는 가족의 이별 준비 간호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지속되는 것은 환자와 가족의 관계였다. 

참여자들은 임종하는 환자 자신보다는 남겨져 슬픔을 감당해내야 하는 

가족들의 버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종환자의 인간답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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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죽음을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돌봄 역시 필수적이었다.   

 

사실 저는 임종이 남은 사람들에게 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떠난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이 떠나 보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겪는 슬픔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보호자분들이 죽음이라는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환자가 sedation 되어서 의식이 있던 없던 간에 보호자와 환자가 

같이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는 것이요. 보호자가 

정서를 분출하는 것 마저도 환자가 받아줄 수 있게. 보호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요. [B-2-40] 

 

내가 환자라면, 죽는 건 나 혼자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결국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을 사람들한테 아픔은 최대한 적게 주고 가야 해요. 

가족들은 평생을 슬퍼할 거 아니에요. [I-3-64] 

 

참여자들은 가족들이 환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환자의 죽음을 수용하면서 

떠나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종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느냐의 

시간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가족이 환자의 옆에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 (중략) ... 그것만큼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미련을 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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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 한 개도 모르는 간호사나 주치의가 와서 힘내시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쓸데 없는 위로의 말 하는 것 보다는, 그들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N-4-101] 

 

그 시간에 최대한 곁에 있으면 나중에라도 가족이 환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요 어쨌든 가족들이 환자와의 추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Q-3-64] 

 

마지막 순간에 환자와 가족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동안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참여자들은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며 적당한 선을 지키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 한 가족의 슬픔은 가족만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시간과 공간만을 제공하여 그들이 슬픔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질적으로 

좋은 이별의 시간을 가진 가족은 환자의 죽음을 더 의연하게 받아들였으며 

참여자들 역시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높게 가지게 되었다.  

 

의료진으로써 간호사가 어떤 말이 없더라도, 옆에서 같이 보고 슬픔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 (중략) ...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같이 공감하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계를 

빨리 지나가지만, 누군가가 개입해서 빨리 지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I-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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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온전히 가족끼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거기에 내가 심전도가 어떻고, 전기적인 수치가 

어떻고, 그런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온전하게 의미 있는 

일로 만드는 건 결국 가족의 몫이에요. 가족들이 환자 옆에서 마지막에 잘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끼리의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죽음에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우리 일인 것 같고. 

[J-7-169] 

 

참여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의 자신들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어설픈 위로나 섣부른 공감을 보여주기 보다는 보호자의 슬픔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최대한 가족들이 환자 곁에 같이 있게 해드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그 

상황에서 끼어들지 않아요. 제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말을 건다거나 

하는 행위는 피하고, 보호자가 정말 필요할 때만 응대하려고 해요. 가족과 

보호자가 보내는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타인이 그 

시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도 그들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O-6-125]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게. 어떻게 보면 

사무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서도 너무 과하게 친절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너무 과하게 제재를 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남의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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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구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는 안 될 거거든요. 그 

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어깨를 두드려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해야하는 영역,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 임종 순간은 친척이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같이 환자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가족들의 슬픔을 저희가 감히 공감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S-3-51] 

 

환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 하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거나 중환자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스스로 자중하려고 노력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족들이 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도 되며, 손을 잡아주도록 

격려하고 있었다. 사람의 감각 기관 중 가장 오랫동안 남게 되는 감각 기관이 

청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호자들한테도 격려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멀뚱하게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보호자들 계시면 가서 환자분께 말씀도 해드리라고 해요. 

듣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B-1-19] 

 

사실 가족분들이 환자한테 이야기 많이 하라고 해주고 싶은데 보호자들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커튼 치고 다 환자들 누워 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우리 너무 이렇게 방해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보호자들끼리 자중하더라구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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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신경을 쓰시니까. 

[F-8-166] 

 

가끔 보호자분들이 눈치 보시잖아요. 옆에 있던 기계에 닿으면 

죄송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suction 하러 가면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옆으로 

피하고. 면회 시간 아닌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고. [H-9-207]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임종 순간을 지키지 못 했거나 환자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간호사 또는 다른 의료진에게 적대감을 표하는 

가족을 경험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가족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간호사에 대한 투사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한 공감 

요구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타원에서 치료받다가 호전이 안 돼서 결국 전원을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소변도 점점 안 나왔고 scrotum이 엄청 부었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오셔서 이걸 어떻게 그냥 두냐고 화내고, 다른 남자 

보호자분이 오셔서 소송하겠다고 난리 났어요 ... (중략) ... 보호자분들도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보호자의 말은‘나는 이걸 

보고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간호사, 의료진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두느냐’였지만, 그 표현에 대한 또 다른 의사는 자신의 

슬픔에 공감해달라는 뜻 같았어요. [I-4-82] 

 

보호자분들이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고 주치의랑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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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병원 탓, 의료진 탓 하면서 능력도 없고 

제대로 안 해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은 지금 제 감정을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뱉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종까지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쁜 감정은 최대한 적게 겪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안타까웠어요.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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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임종하는 환자를 간호하며 어떠한 돌봄을 

제공하고, 자신의 돌봄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Braun과 Clarke (2006)의 주제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임종간호를 하면서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의사와 보호자는 환자의 죽음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총체적인 불협화음 속 심리적 좌절’을 겪고 있었다. 부질없이 

지속되는 연명치료와 환자의 고통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지만 환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임종 환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성찰’을 

해나가고 있었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를 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온전한 인격체,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기계론적 

인간관에서 전인적인 인간관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자, 가족을 아우르는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전문적 실천’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의미 있게 도출 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과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 

 

본 연구 결과 대부분 의학적 결정의 의사결정 주체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와 가족이었다.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하여 간호사는 환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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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중요시하는 반면, 보호자는 환자보다 의료진과의 결정을 중시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권복규, 2015; 김원정, 강지숙, 2015; 이수정, 김혜영, 2016). 

그러나 사안에 따라 간호사와 보호자 모두 중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1순위가 환자, 2순위가 가족이어야 한다고 나타난 또 다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이혜경, 강현숙, 2010). 의료 현장에서 누가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느냐는 그 사회의 인간 생명에 대한 지배적인 도덕적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하는 상호보완적인 인간관계 문화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 곧 가족의 문제가 되고, 의학적 의사결정 역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옥정휘, 이명선, 2012; 이상목, 2010; 이상목, 김성연, 2012).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박탈 된 상황에 회의적이거나 

죄책감 또는 자책감을 느꼈지만, 이 상황이 본인의 상황이라면 과연 쉽게 

가족의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자기결정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참여자들 역시 우리나라 문화 및 도덕적 관점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에 

의한 의사 결정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전부터 치료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환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병원의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반복적으로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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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에 대한 견지와 이해를 넓혀나가고 있었다. 이는 호스피스 간호사와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환자의 임종을 통해 죽음을 삶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깊은 성찰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강현주, 방경숙, 2013; 권수혜, 

2015). 그러나 중환자실 간호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 하는 죽음의미와 

죽음불안에 대한 강정화, 한숙정(2013)의 양적 연구에서는 죽음의미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연구만으로는 간호사의 임종환자 돌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가 죽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환자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Rosa, Estes, & Watson, 2017).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일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추후 

간호사의 임종환자 경험 및 죽음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3 주제 ‘기계론적 인간관에서 전인적인 인간관으로의 전환’은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써 존중하게 되는 간호사의 인간애에 대한 주제이다. 

이는 Gerow 등(2010)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가족을 통해 환자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단순한 직업적인 관계를 초월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비인간적이다’였는데, 사람이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병원 현장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사라진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원에 들어온 순간 개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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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보다는 ‘환자’로 불리기 시작하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소통의 불가로 인해 간호사와 인간 대 인간으로써의 교감을 

나누기 어렵다. 이는 참여자들이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으로써 환자와 간호사가 

다름을 인정하며 환자와의 경계를 두고 타자화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무관심과 우월성을 갖게 만들 수 있다(Johnson et al., 2004; Ryan, 2012). 

그러나 참여자들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구성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은 타자화를 초월하여 환자에게 

공감하고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사후처치에서 영적∙심리적 부분보다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Hadders(2007)와 De swardt & Fouché 

(2017) 등의 질적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신체적 

온전함(integrity)을 지키는 것을 사후처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후처치를 ‘생애 주기 마지막 돌봄의 정점’, ‘마지막 

bathing’ 등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비록 환자는 임종하였으나 참여자들은 

끝까지 죽은 사람, 죽은 신체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를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처치는 다른 간호활동들에 비하여 덜 주목받고 다른 

의료진에게도 간호사가 죽은 환자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하는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Quested, 2003). De swardt & Fouché (2017)는 간호사 

스스로 사후처치를 등한시하고 가치 저하하는 것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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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심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며 간호사 스스로 사후처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몇몇 참여자들은 

사후처치를 꼭 간호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고, 사후처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계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사후처치가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종간호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처치의 의미나 가치에 대하여 고찰해 볼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기회가 전무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죽은 사람이더라도 한 명의 

인간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유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죽음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De swardt & Fouché, 2017). 또한 임종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사후처치 역시 임종간호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간호사가 스스로 사후처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종기 환자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충분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던 선행연구 

(Ranse, Yates, & Coyer, 2012)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일부 보호자들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위축 된 모습을 보이고 

환자에게 다가가지 못 하는 모습을 보임에 의아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미미, 이명선(2017)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의 보호자들이 입실 시부터 

중환자실을 ‘죽음이 유예된 곳’으로 인식하며 매우 낯선 느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환자의 죽음까지 겹친 

상황은 가족들을 더욱 무섭고 혼돈스러운 상태로 만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의 관계 또는 애착도와 관련 없이 임종 환자와의 접촉을 꺼리는 

모습은 중환자실에서의 임종환자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질적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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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간호사가 담당했던 환자의 장례식장에 가거나 가족들이 

다시 중환자실에 찾아오는 경우를 볼 수 없었으며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와 

가족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이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Fridh, Forsberg & Bergbom, 2009; King & Thomas, 2013). 외국과 

우리나라의 병원 시스템이 다르고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의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을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빈번하게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죽음과 인간 존중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죽음이 목표가 아니기에 죽음에 대해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은 중환자실의 

터부같이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환자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지켜보게 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털어놓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임종하는 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다시 

되살리도록 하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었던 감정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질적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좀 더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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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기저 질환과 중증도가 달라 임종간호 경험이 

다를 수 있는 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근무 경력이 최소 1년부터 최대 

7년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의 참여자가 내과계 중환자실 한 곳에서 

근속했으므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제한점은 연구자의 경험으로 인한 주관적인 견해 및 입장이 연구 

결과 해석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임종상황이나 임종환자를 연구자도 경험한 경우, 연구자의 기억과 생각이 

면담 및 추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 

시 간호사가 아닌 연구자의 입장으로 면담에 참여하고, 연구자 스스로 이러한 

제한점을 인식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 번째 제한점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이거나 현재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연구자보다 후배 

간호사일 경우 면담에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역으로 이미 신뢰가 

형성 된 관계이므로 오히려 참여자가 긴장을 풀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경험을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 및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자발적 동의 하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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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고 임종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임종간호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의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몇몇 참여자들은 면담 후 자신의 임종간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고, 면담이라는 기회를 통해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하여 상기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가 중환자실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종간호가 다른 간호활동에 비하여 절대 도외시될 수 없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종간호 및 죽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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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을 탐색하고 서술하기 위하여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반복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임종간호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돌봄을 행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 근무 경험과 임종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네 가지의 

의미 있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죽음을 두고 ‘총체적인 불협화음 속 심리적 

좌절’을 느끼지만 결국 ‘임종 환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성찰’을 얻게 되며 

‘기계론적 인간관에서 전인적인 인간관으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전문직 실천’을 행함으로써 임종간호 속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환자실에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이 현재보다 더 인간적이고 존중 

받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보호자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종간호 교육 및 죽음에 대한 철학적 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가까이에서 죽음을 지켜보는 간호사의 지식과 가치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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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의 죽음에 대하여 간호사, 

의사 등 여러 직종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환자의 

예후와 치료 효과를 공유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죽음 또는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다학제 간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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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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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g for Dying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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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through the thematic analysis. 

Though most people want peaceful death at home, it becomes common to 

die in the hospital rather than at home and patients dying in the ICU 

increases even though ICU struggles to save lives using multiple medical 

equipments. But dying in the ICU is regarded as a fail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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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ce·palliative approach is believed to be in conflict with treatment in 

the ICU, so it is difficult for critically ill patients to have a dignified death. 

Therefore, the role of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is important for 

dignified death. However, several quantitative researches about nurses’ 

end-of-life care focus on that nurses have negative thoughts and attitude 

about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As this pessimistic awareness 

can make nurses feel limited as a health care provider, there is a need for 

relevant qualitative researches to reevaluate the value of the ICU nurses’ 

terminal ca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in depth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ICU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through the research questions, 

“What is the meaning of the ICU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and 

“What factors constitute in the ICU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the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uly to October 2017,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nurses who had experiences working in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of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fter data collection with 19 

participants, data were saturated and the average interview time was from 

a minimum of 50 minutes to a maximum of 80 minut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hematic analysis of Braun and Clarke (2006). In 

this study, 14 subthemes and 4 main themes were derived from 55 codes. 

The first theme, “Psychological frustration in total dis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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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e conflict situation due to the different stances of patient, family, 

and doctor regarding the death of the patient. 

In the second theme, “Reflection for the care of the dying patients”, 

the participants are faced with the fact that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cannot be given priority i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end, nurses 

calmly accept the patient death as a part of life and have a deeper insight 

into death. 

In the third theme, “The transition from a mechanistic point of view 

to a holistic point of view of humanity”, participants initially recognize 

patients as objects of the work, but later realize that patients are 

individuality and social reality, and develop a humanistic holistic view. 

In the last theme, “Professional practice for dignified death”, the 

nurses are accustomed to the death and they show the courtesy of caring 

for human be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helpful to understand in depth the 

meaning and value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in end-of-life care for 

nurses in the ICU. Also, it will be a basic data that suggests the importance 

of end-of-life care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clinical practice. 

 

Keywords : ICU nurses,  end-of-life care, death,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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