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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의료 기술의 발달이 야기한 생명의 연장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연명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연명 의료 결정

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28일,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현장에 적용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환자가 사전

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해 임종 직전, 심폐소생술 시행 직전에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후 중환

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에 대해 파악하고, 연

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

를 알아봄으로써 간호사의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상관 관계 및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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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1개의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

실한 중환자의 가족 중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자매로 편의 

표집하여 시행되었으며, 2019년 7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2

개월간 진행되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의 의학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IRB)의 연구 승인

을 받은 뒤 각 부서의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다. 총 91명

의 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91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그 중 대

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89부를 연구의 결과 해석에 사용하였

다. 자료 분석에는 R version 3.5.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의 목적에 따라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은 평균 평점 8.88점, 태도는 3.43점, 간호사 역할 인식은 

4.12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더불어 1순위로 요구되는 간호사의 

역할은 통증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과 관

련된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중환자 가족이 연명 의료에 대한 설명과 

연명 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문항들은 환자와 중환자 가족에게 

모두 입원 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가족의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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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은 환

자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t=3.527, p<.001)과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 유무(t=3.806,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는 연령대별 나이(F=4.7954, p=.0106), 중

환자실 재원 기간(F=2.3998, p=.00191),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

해 들어본 경험 유무(t=2.2588, p=.03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간호사 역할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았다.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 

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은 연명 의료에 대

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r=0.46, p<.001)를 보였다. 이에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을 다중 회귀 분

석을 적용한 결과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β = .278, p = .021) , 인식(β = −.258, p = .018)이 선택되었다. 선택

된 변수들은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23.34%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 가족에게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

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시행을 중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중환자 

가족에게 연명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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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간호 중재들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

며,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지식과 태도의 인과 관계 

및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배경에서의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 의사 결정의 대상자로 참

여할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 가족의 현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과 요

구에 대해 범주화 해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간호

사 역할의 범주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또한 관련 요인들의 상관 관계와 영향 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의 중환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은 확인하는데 있어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을 확고히 하고, 간호 

대상자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연명 의료; 연명 의료 결정법; 중환자 가족; 지식; 인식; 태

도;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 역할 요구 

학번:2018-2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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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현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이전과는 달리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구

가 증가하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2011년~2013년 사망자 총 796,062명 

중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다. 주택과 병원 이송 중 사망

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의료기관과 사회 복지시설에서의 

사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최정수 외, 2015).  

이처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의 연장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은영, 2018). 이러한 사회적인 분

위기와 더불어 연명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28일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의

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환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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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지 않으며,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들이 환자의 사망 과정을 명시적으로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도 매우 드물다(박소영, 2018).  

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입

실한다. 이로 인해 중환자실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연명 의

료의 지속 혹은 중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이수정, 2016).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 간호에 있어

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간호사

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모호한 편이다(변은경, 2003). 이와 관련해 

기존에 연명 치료 중단과 관련된 환자 가족의 인식, 태도에 관한 연

구가 다양하게 시행되었고, 연명 치료 중단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김원정&강지숙, 2015; 

변은경, 최혜란, 최애리, 홍권희, 김나미, & 김행선,2003; 한성숙, 

정순아, 문미선, 한미현, & 고규희,2001). 

2018년 2월 4일 법제화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관

련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이와 

관련된 태도, 경험 및 자신감,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희진, 손민서&강인순, 2019; 유정임, 2019). 하지만 법 시행의 

구체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과 인식, 태도 및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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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재미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의료 의향서의 지식, 경험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이현주, 2019), 연명 의료 결정 과

정의 대상자로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환자 가족에 대한 

관련 연구는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관련 지식,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중환자 가족

들의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

할 인식과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명 의료 결정

법이 시행된 이후의 실제 중환자 가족들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전반적

인 현황과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를 규명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 의

료 결정 과정에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4 

 

2. 연구의 목적  

새롭게 도입된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

료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명 의

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에 대

해 조사하고, 이들간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

의 지식, 인식, 태도,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 간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5)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을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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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중환자 가족  

(1) 이론적 정의 

가족이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

성된 집단을 가리키며(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대한민국 민법 제

779조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는 자기를 중심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

센터, 201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이란 S대학 병원의 6개의 중환자실 중 

특성이 다른 심혈관 내과계 중환자실을 제외한 내과계 중환자실, 외

과계 중환자실 1, 외과계 중환자실 2, 심폐기계 중환자실, 응급 중

환자실인 총 5개의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가족을 말한다. 이

때 가족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환자 의사 확인서 작성 시 간주

되는 가족 범위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는 

자매로 한정하며,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킨다.  

  

2)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1) 이론적 정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이란 2018년 2월 4일 시행 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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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을 개정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연명 의료와 관련해 연

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이때 지식이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타당

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한 지식은 홍선우 등(2013)

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AD(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중 연명 치료와 사전 의료 의향서 문서 

관련 지식에 대해 묻는 항목을 현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  

(1) 이론적 정의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

화하여 지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김춘경 외,2016). 연명 의료

에 대한 인식이란 연명 의료에 대해 형성된 지각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인식은 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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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1)이 개발한 도구와 배종면 등(2009)의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이혜경 등(2010)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한 도구를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상황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

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4)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뜻하며(표준국어

대사전, 2019), 일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사물, 사람, 또는 사건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말한다(Bem, 1970). 연명 의료

에 대한 태도란 연명 의료의 중단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는 박계선

(2000)에 의해 개발되고, 변은경 등(2003)이 수정하여 연명 치료

의 중단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5)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1) 이론적 정의  

역할은 마땅히 자기가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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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표준국어대사전, 2019),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은 간호사가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중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마땅

히 해야 할 책임이나 임무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중환자 

가족이 인식하고, 요구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을 말하며, 변은

경 등(2003)이 개발한 도구를 본 도구의 적용 시점과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와 순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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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연명 의료 결정법 

의료 기술의 발달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무의

미한 연명 의료가 지속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차이는 있

지만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연명 의료 

결정법에 많은 영향을 준 대만은 안녕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화

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하고 꾸준히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이

병철, 2017). 이외에도 영국의 경우 연명 의료 결정에 있어 사전 거

부라는 제한적인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관별로 양식을 도입하여 연명 의료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최은경, 

2017).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에서도 오래 전부터 연명 의료 중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왔으나, 이전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

었다(허대석, 2008).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 한 의사가 가족들의 요

구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후,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과 

2008년 2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Koh, 2010). 그 중 김할머니 사건을 살

펴보면, 당시 고령의 할머니는 기관지 내시경을 하던 중 과다 출혈

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김할머니의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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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에 대

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연명 치료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

법재판소 판결, 2009). 이전까지는 연명 치료의 중단을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들을 계기로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되었고, 이는 오

늘날 ‘연명 의료 결정법’의 제정과 시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2016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정비를 거쳐 2018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최은경, 2017). 연명 의료 중단을 위해서 이전까지는 

병원마다 독립적으로 환자 가족에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

던 것과는 달리,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추가적인 법정 서식들이 요구되며, 이는 모든 병원에서 공통

적인 양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연명 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

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의학적 시술로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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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국립연명의료관

리기관, 2018). 2019년 3월 28일부터는 연명 의료에 체외 순환술, 

수혈, 승압제 사용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상

태가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하다는 담당의와 전문의의 판단과, 환

자 스스로 혹은 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 의료는 중단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법적인 보호 

하에서 중단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병원 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이

전보다는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

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연명 의료 결정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보장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에 

의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의 임종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간략하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

이 된다. 연명 의료 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 과

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

성한다. 두 가지 서식 모두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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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18).  

 

2. 연명 의료의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명 의료 중단을 계획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박

소영(2018)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돌봄 계획의 현황과 

연명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환자의 의견, 나이, 경

제력, 치료 후 삶의 질, 의료진의 의견, 가족들의 의견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 중 연명 의료 결정법의 시행 목적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보장에 가장 부합하는 영향 요인은 

환자의 의견이지만, 실제로는 중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

자의 자기 결정권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스스로가 연명 의료 결정시에 

가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부터 개

인의 선택이나 이익보다는 가족과 집단의 이익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고(장지영, 2010), 가족 중심 문화인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연명 의료 결정에 있어

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해 임종 직전, 심폐소생

술 시행 직전에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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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의향서 또한 최종 결정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Yi et al, 

2008).  

안혜영(2014)의 병원에 내원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윤리적 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연명 

치료 중단의 바람직한 결정자로서 연구의 대상자인 국가 유공자의 

가족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라고 응답하였다. 국가 유공자는 ‘가족, 

주치의 합의’, ‘환자와 가족의 의지’ 2개의 항목에 비슷한 비율로 답

하였으며, ‘환자의 의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후 조사된 류기환(2019)의 연

구에 의하면 연명 의료가 시행된 후 11개월 동안의 운영 현황을 보

았을 때,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연명 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

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이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 

할지라도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치료 과정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아직까지도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환

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을 반증한다. 또한 이러

한 연구의 결과는 가족 중심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환자의 자율

권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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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해 섣불리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데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나 

환자와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고윤

석, 2009). 연명 의료 결정법이 법제화 됨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일상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환자의 부정적인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황혜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연명 의료 관련 대화 경험에 대

해서 61.1%의 노인 환자와 71.1%의 보호자가 가족과 연명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배우자 보다는 자녀와의 

연명 의료에 관련된 대화 경험이 더 적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

우 아직은 사전에 자신 또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에 익숙하지 않다.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도입된 연명 의료 결정법의 내용 중 연

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은 2019년 3월 28일 개정안에 의하면 질환

과 관계 없는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이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 의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

은 경우 환자나 가족들의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논의가 쉽지 않음

을 의미한다. 즉, 개정 후 작성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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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으로는 환자나 가족들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의미 있는 사전 

논의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 2018).  

 

3.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인식과 태도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

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김원정(2015)의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 가족은 

연명 의료 중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명 의

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경험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 가

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윤은자, 2011). 중환자 가족이 연명 

의료에 대해 갖는 태도는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연명 의

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환자 가족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변은경 등(200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조

사에 응한 중환자 가족 88명 중 73.9%가 연명 치료 중단이 필요하

다고 답하였고, 이혜경, 강현숙(2010)의 조사를 참고하면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 80명 중 93.8%가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연명 의료 중단에 있어 중환자 가족이 긍정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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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원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연구의 비교 집단인 간호사 보다 연명 치료 

중단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환자와 혈연 관계인 가족은 환자를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명 치료 중단 시 환자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종, 장기 기능 약화로 인한 무기력, 탈수 등의 

증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이는 환자 가족이 생각하는 환자의 존

엄한 죽음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연명 치료의 중단에 소극적인 태도

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는 환자, 환자 가족의 의견만 포함되는 것

이 아니라 의료진의 의견 또한 함께 포함된다. 중환자실에서는 다른 

장소에 비해서도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이 흔히 필요하며(고윤석, 

2009), 중환자실 간호사를 비롯한 중환자실 의료진은 필연적으로 

환자들의 죽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그들은 환자와 그 가

족이 겪을 임종의 순간 및 죽음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



17 

 

치에 있다(김연주, 2018). 

 그 중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연명 치료를 지속하는 환자를 직접 간

호하며 보이지 않는 환자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환자

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한다(이수정, 2016). 이처럼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 측면 모두를 

관리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돌봄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사결정 및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cherer 

Y., 2006). 때문에 연명 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가 배제될 경우,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도 적절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기 어렵다(변은경, 2003).  

또한 이혜경, 강현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연명 의료 결정 시 

간호사의 참여에 대해 의사, 간호사, 환자 가족 모두 긍정적인 태도

를 보였지만, 여전히 결정 과정의 대부분에서 간호사의 참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 환자 가족이 간호사에게 어떤 역

할을 요구하는지 아는 것은 간호사가 연명 의료와 관련해 수행하는 

간호, 가지는 태도, 느끼는 업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이수정, 

2016), 이는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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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경(2003)의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 가족이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정서적 지지

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간호 제공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

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환자 가족의 경우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해 주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대부분의 환자, 환

자 가족들은 생애 말 의사 결정 시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간호사를 원한다고 하였고, 이는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Coffey et al., 2016).  

이와 관련해 실제 캐나다에서는 연명 의료 관련 법정 서식의 작

성 주체로 간호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서명 없이도 간호사가 판단해 임종기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의 연명 의료 결정에 참여가 법제화 되어 있

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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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이라는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해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식, 태도와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횡단면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2.1 대상자 선정 기준 

 1) 보호자의 상주가 가능한 심혈관 내과계 중환자실을 제외한 

5 개의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 중 만 18 세 이상인 자  

 2) 위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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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자 제외 기준  

 1) 보호자의 상주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의 가족 

 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 

 3) 불안 장애 및 공황 장애 등 기타 정신의학적 질병이 있는 자  

 

2.3  대상자 수  

표본 추출 방법은 편의 표집이며, 표본 수 산정 시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다. Kang 등(2015)의 논문을 참고한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 0.8, 효과 크기 0.3, 예측 요인 수 12를 적용하여 

도출된 최소 표본 수는 82명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탈락률 10%

를 고려하여 도출된 대상자 수는 91명이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

사 연구이기 때문에 이때의 효과 크기는 Cohen(1992)의 공식에 

의해 작은 효과 크기 0.2와 중간 효과 크기인 0.5의 중앙값인 0.35

를 보수적으로 적용한 0.3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91명이었으며, 수거된 설문지 

역시 91부였다. 이 중 대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89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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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연구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지식, 인식, 

태도와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최종 학력, 

중환자와의 관계,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계기,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한 9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지식  

홍선우 등(2013)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치료, 연명 치

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측정을 위해 AD(advanced 

directives)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

한 도구를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은 뒤 사용하였다. 개발

된 도구의 문항들 중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적은 임종기 치료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연명 치료와 사전 의료 의

향서 문서 관련 지식에 대한 15개 문항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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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명 의료 결정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관련 지식과 연명 의료

에 대한 지식을 조사함으로써 대상자의 연명 의료 결정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함께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식을 측정하는 질문에 답변은 ‘아니오’, ‘예’, ‘모른다’로 구성되

며,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한다. 이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인 지식의 사전

적 정의와 김희진 등(2019), 장난순 등(2018)의 선행 논문에서 지

식 측정에 관한 도구 사용 내용을 참고하여 정답은 1점으로,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점수의 측정 가능한 

범위는 0-15점이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 의료 관련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를 참고한 문헌에서 연명 의료 관련 지식의 점수는 0-6점이

었으며, Cronbach’s α= .83이었다. 사전 의료 의향서 문서 관련 지

식의 점수는 0-9점이었으며, Cronbach’s α=.85 였다. 본 연구에

서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지식 점수는 KR 20=.9851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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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인식  

한성숙 등(2001)이 심폐소생술 금지와 관련된 간호사들의 경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와 배종면 등(2009)이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를 참고하여, 이혜경 

등(2010)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상황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혜경 등(2010)은 보호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조사

를 위해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 이었다. 16개 

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거리가 먼 개방형 질문 1개

와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후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3개 문항

을 제외한 연명 의료 중단과 설명의 필요성, 설명 제공 시점, 시행 

대상자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의 결정에 관한 12개의 문항을 설문

에 사용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해당 내용 중 대상자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2 이었다.  

4)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태도  

 박계선(2000)에 의해 개발되고, 변은경 등(2003)이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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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 사용한 도구를 원저자

의 도구 사용 승인 후 사용하였다. 변은경 등(2003)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사용된 도구에서 질문 내용은 연명 치료의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문항 15개와 부정적인 문항 4개로 구성하여 총 19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의 시

기적인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7문항을 제외한 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likert scale을 이용해 측정되었으며, 연명 의료의 중단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8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

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 반대로 연명 의료의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나타내는 4개의 역 문항(1번, 6번, 11번, 12번)에 대해서는 ‘매

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을 주어 역으로 환산해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점수 범위는 22-56점이었으며, 이

때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한 변은경 등(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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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 .883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85였다.  

5) 중환자 가족의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 및 요구  

변은경 등(2003)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총 12문항을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 측정을 위해 사용하

였다. 11개의 문항은 likert scale로, 제시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

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

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12개의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1개로 구성하여 부정적인 문항(6번)은 역으로 점수화하여 ‘매우 그

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

지 않다’ 5점을 주어 역으로 환산해 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역할 인식에 대한 점수의 범위는 34-55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 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설문지는 사전 조사 이

후 전문가 4인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883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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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가족의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더불어 

역할 요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마지막 문항에 ‘위의 내용 

중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역할을 순서대로 위 문항 번호로 기입해주세요.’

라는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여, 앞에서 likert scale로 측정한 11개의 

간호사 역할 인식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자

유롭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항목마다 지성애 등(2004)의 임상 간호사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항목에 대한 간호사 역할을 명명하였으며, 이

를 통해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범주화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2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 

윤리 센터의 의학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 승인(IRB No. 1907-117-1048)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IRB 승인을 받은 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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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비밀 보장, 연구 

참여를 통한 이익, 불이익 및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든 답을 제공함에 대해 기재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후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모든 설문 결과는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한 내용과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대상자에게 알렸다.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설명문에 기재하고, 설문지 작성 후 연구 

설명문 1 부를 대상자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설문의 결과는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서 처리되며, 연구 종료 후 

3 년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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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방법  

자료의 수집은 2019년 7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2개월 동

안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장소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1개 대학 병

원의 해당 중환자실의 보호자 대기 장소 혹은 중환자실 면회 장소

였다. 연구 대상자는 각 중환자실의 중환자 가족 중 대상자 선정 기

준에 부합하며,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중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를 대

상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은 15~30분 정도였다. 만일 연

구 참여자 혼자 설문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설문 내

용에 대해 읽어주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뒤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는 R version 3.5.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요구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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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는 t-test 와 

ANOVA 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Scheffe test 로 사후 검정 

하였다.   

3)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는 항목을 더미 변수화하여 t-test 와 

ANOVA 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Scheffe test 로 사후 검정 

하였다. 

4)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5)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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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52.21±14.76세로 연령의 범위

는 만 18세부터 만 83세까지이다. 연령별로는 만 40세 미만이 20

명(22.5%), 만 41세~59세인 대상자는 41명(46.1%)이었으며, 만 

60세 이상인 대상자가 28명(31.4%)으로 만 41세~59세인 대상자

가 41명(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0명(33.7%), 여자 59명(66.3%)으로 연

구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37명(41.6%)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

가 52명(58.4%)으로 연구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종교의 경우 63명(70.8%)의 대상자가 종

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26명(29.2%)로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22명(24.7%)였으며, 기혼인 대상자가 67명(75.3%)로 응답

자 과반수 이상이 기혼 상태였다.   

 다음으로 환자의 평소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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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법률'(연명 의료 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준

으로 정의한 가족의 범주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환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28명(31.4%), 

부모인 경우 12명(13.5%), 자녀인 경우 42명(47.2%), 형제, 자매

인 경우가 7명(7.9%)으로 중환자 가족이 환자의 자녀인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순의 관계를 나타냈다. 환자

의 중환자실 입실을 기점으로 한 재원 기간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7

일 미만인 경우가 56명(62.9%)이었으며, 재원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는 33명(37.1%)로 절반 이상이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7일 미만이었다.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계기를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이후 치료를 위해 입실한 경우가 7명(7.9%), 인공 호흡기 치료를 

위해 입실한 경우가 30명(33.7%), 투석기 적용을 위해 입실한 경

우는 10명(11.2%), 수술 후 입실한 경우는 33명(37.1%)이었으며, 

기타 사유로 입실한 경우가 9명(10.1%)의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명 의료 결정법에 들어본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65명(73.0%),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4명(27.0%)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명 의

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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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CU patients’ 

family members 

(N=89) 

ICU= Intensive Care Uni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Characteristics n(%) Mean±SD 

(range) 

Age(years)  >40 20(22.5) 52.21±14.76 

(18~83) 40~59 41(46.1) 

≤60 28(31.4) 

Gender Male  30(33.7)  

Female 59(66.3)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37(41.6)  

>High school 52(58.4) 

Religions Have 63(70.8)  

None 26(29.2) 

Married state Unmarried 22(24.7)  

married 67(75.3)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28(31.4)  

Parents 12(13.5) 

Child 42(47.2) 

Siblings 7(7.9) 

Length of stay in 

ICU(days) 

>7 56(62.9)  

≤ 7 33(37.1) 

Reason for 

admission to ICU 

Cardiac arrest  7(7.9)  

Ventilator care  30(33.7) 

Application of 

CRRT  

10(11.2) 

Post operation 33(37.1) 

etc. 9(10.1) 

Heard of Act on 

decisions on LST 

Yes 65(73.0)  

No 2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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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정도의 총점의 평균 점수는 8.88±2.80점이며, 각 문항을 정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 개인별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최

고 14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환자는 연

명 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로 94.4%의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의료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라면 평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가족 4인 이상 동일하

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된다. '로 11.2%의 정답률을 보였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법 시행과 관련해 중단 가능

한 연명 의료의 종류에 대해 묻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

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적용의 4가지이다.’ 

문항이나, 연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 대상에 대해 묻는 ‘연명 의료 

계획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다.’ 문항 대해

서는 정답에 비해 모름이나 오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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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mily members’ knowledge related to life-

sustaining treatment  

(N=89) 

Rank Items  %(n) 

1 6. Patients have the right to permit or refuse LST 94.4(84) 

2 1.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s performed when the 

cardiac arrest occurred.  

93.3(83) 

3 7. The purpose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for patients to 

finish their lives with dignity.  

89.9(80) 

4 3. LST is curing diseases.  85.4(76) 

5 9. Patients in the terminal process refer to those who show 

no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are not recovered despite 

treatment, and were medically judged by the doctor in charge 

and one specialist that they are in the dying process because 

their symptoms were rapidly deteriorated to the extent that 

their death is immanent. 

72.0(64) 

6 2. LST is a medical procedure carried out for patients in the 

terminal process, which only extends the duration of the 

dying process. 

69.7(62) 

7 10. AD refer to documents in which intentions regarding LST 

and hospice were written that can be completed by any adults 

aged at least 19 years in preparation for cases they have 

become terminal patients later.  

69.7(62) 

8 12. AD may be amended or repealed at any time.  65.2(58) 

9 14. POLST may be amended or repealed at any time.  61.8(55) 

10 11. To write an AD, the relevant person should be helped by 

a lawyer. 

60.0(53) 

11 5. Survival rates aft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re at 

least 90%. 

40.4(36) 

12 8. Holding of LST refers to not performing medical care for 

life suspension for the patient in the terminal process at all.  

30.3(27) 

13 4. There are four types of LST that can be discontinued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modialysis, 

chemotherapy, and ventilation.   

27.0(24) 

14 13. PLOST can be written by anyone aged at least 19 years. 18.0(16) 

15 15. If there is no POLST or AD, and the patient is unable to 

express his or her will, the patient's intentions regarding LST 

at ordinary times may be stated identically by at least four 

family members and the content checked by the doctor in 

charge and a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11.2(10) 

 Mean ± SD 8.876 

±2.977 

LST=Life-sustaining treatment; AD=advanced directives; 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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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인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중환자 가족은 77명(86.5%)이었으며,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환자 가족 12명(13.5%)이었다. 즉, 연

구 참여자 과반수 이상이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상위 질문에서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한 77명의 응답자 

중 그 이유에 대해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

는 항목에 37명(48%)으로 가장 많은 수가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

로 '많은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22명

(28.6%)의 가족이 답하였다.  

반대로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사유

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라도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

우가 8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나 장

애인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3명(25.0%), 

기타 1명(8.3%)순으로 분포를 나타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환자 의사 추정으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인 53명

(59.5%)의 중환자 가족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의사 추정 결정 시 

절차에 대해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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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44명(49.4%)이 답하였으며, 이어 '환자의 평소 신념

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6명(40.5%)의 대상자들이 

응답하였다.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는 86명(96.6%)의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명(3.4%)

만이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문항들은 각각 

환자에게 설명하는 시기는 '입원 즉시'가 30명(33.7%)으로 가장 높

았으며,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시기 역시 '입원 즉시'가 26명(29.2%)

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응답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의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72

명(80.9%)의 대상자가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해 작성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받

을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8명(87.6%)의 대상자들이 연

명 의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가족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0명(67.4%)의 응답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7명(7.9%)은 연명 의료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2명(24.7%)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가족이 사전에 연

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74명(83.2%)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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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료를 중단한다고 답하였으며, 5명(5.6%)은 연명 의료를 지속

한다, 10명(11.2%)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가족이 연명 의료에 대

한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가 밝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는 더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명(93.3%)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5명(6.5%)은 필요하지 않다, 1명(1.1%)은 ‘모르겠다’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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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mily members’ awarenes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N=89)  

items  answer n(%) 

1. Discontinuation of LST is 

necessary  

Yes 77(86.5) 

No 12(13.5) 

 

2-1. What is the primary 

reason why the 

discontinuation of  LST is 

necessary? 

 

The patent cannot recover even with 

great efforts.  

 

22(28.6) 

Man have the right to die gracefully. 17(22.1) 

Patients’ extreme pain should be 

relieved.  

37(48.0) 

etc 1(1.3) 

 

2-2 What is the primary 

reason why the 

discontinuation of  LST is 

unnecessary? 

 

Life is dignified in any event difficult 

persons or the disabled.  

 

8(66.7)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may be abused by the economically 

3(25.0) 

Ethical reasons. 0(0) 

etc 1(8.3) 

 

 

3. How do you think about 

the decision on whether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or not made by 

assuming patient’s intention 

when the patient’s intention 

cannot be known? 

 

 

Agree 

 

 

53(59.5) 

Disagree 24(27.0) 

Don’t know  12(13.5) 

 

4. What process do you think 

is desirable to make 

decisions by assuming 

patient’s intentions? 

 

 

It is desirable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patient's belief at 

normal times. 

 

36(40.5) 

It is desirable for the closest family 

member to make the decision as a 

deputy.  

7(7.9) 

It is desirable for the medical team 

and family members from the 

viewpoint of the patient. 

44(49.4) 

Etc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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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answer  n(%) 

 

5. Do you think that an 

explanation for stopp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s necessary? 

 

Yes 

 

86(96.6) 

No 3(3.4) 

 

6. What do you think is an 

appropriate time to explain 

about stopping LST to the 

patient? 

 

Immediately after hospitalization 

 

30(33.7) 

When vital signs begin to become 

unstable 

21(23.6) 

When the patient was admitted to the 

ICU 

11(12.4) 

Before intubation due to difficulty in 

spontaneous breathing 

14(15.7)  

etc 13(14.6) 

 

7. What do you think is an 

appropriate time to explain 

about stopping LST to the 

patient’s family members? 

 

Immediately after hospitalization 

 

26(29.2) 

When vital signs begin to become 

unstable 

22(24.7) 

When the patient was admitted to the 

ICU 

14(15.7) 

Before intubation due to difficulty in 

spontaneous breathing 

21(23.6) 

etc 6(6.8) 

 

8. Are you willing to prepare 

an advance medical directive 

to be prepared for a 

contingency? 

 

 

Yes 

 

72(80.9) 

No 3(3.4) 

Don’t know  14(15.7) 

9. Will you receive LST if 

you have become a terminal 

patient with no chance of 

recovery? 

 

Yes  7(7.9) 

No  78(87.6) 

Don’t know 4(4.5) 

10. Will you continue LST if 

your family has become a 

terminal patient with no 

chance of recovery when you 

don’t know about the 

patient’s intention? 

 

 

Yes  7(7.9) 

No  60(67.4) 

Don’t know 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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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answer  n(%) 

11. Will you continue LST if 

your family member has 

become a terminal patient 

with no chance of recovery 

when you know about the 

patient’s intention? 

 

Yes  5(5.6) 

No  74(83.2) 

Don’t know  10(11.2) 

12. Do you think an 

explanation for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necessary? 

Yes 83(93.3) 

No 5(6.5) 

Don’t know 1(1.1) 

 LST=Life-sustaining treatment;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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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점수의 총점의 평

균 점수는 41.20±7.52점 이었으며, 총점의 범위는 최저 22점-최

고 56점이었다. 각 문항별 평균 점수는 3.43±0.63점 이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다[Table 4].  

 중환자 가족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가 4.12±0.9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태도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 

과정의 고통보다는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할 경우 그것은 환자를 

위한 방법이다’로 평균 태도 점수는 3.88±0.85점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 태도 점수를 보인 항목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

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기본적인 투약(항생제, 수액 등)은 해

주어야 한다.'로 2.55±1.08점의 평균 태도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

어서 ‘아무런 치료나 처치 없이 환자의 임종을 보고만 있는 것은 의

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항목에 2.66±1.12점의 낮은 

태도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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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mily members’ attitude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N=89) 

Rank Items  Mean±SD 

1 8. Patients have rights to decide death for themselves.  4.12±0.93 

2 3. Choosing to refuse LST for incurable patients rather 

than to suffer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is for the 

patients.  

3.88±0.85 

3 2. If incurabl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k to 

suspend LST due to economic reasons, it should be 

allowed.  

3.85±0.75 

4 *1. Dying patients should continue to receive all 

possible treatment to sustain their lives as long as 

possible.  

3.79±1.06 

5 10. If cardiac arrest is predicted in incurable patients, 

receiving POLST is desirable.  

3.69±1.01 

6 9. If incurable patients do not have their family, it is 

acceptable to suspend LST according to medical 

professionals’ decision. 

3.58±0.95 

7 *6.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should be performed 

to patients if they suffer cardiac arrest even if they are 

unrecoverable.   

3.55±1.32 

8 4. If incurabl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reject 

intubation for the patients even though it is necessary, it 

should not be done.  

3.30±1.06 

9 5. Vasopressors should not be administered even though 

blood pressure of incurable patients is decreased if the 

patients or their families do not want to.   

3.21±1.08 

10 7. Patients’ families have rights to decide to end the life 

of patients.  

3.01±0.95 

11 *12. It is very unlikely that health professionals watch 

dying patients without any treatments.  

2.66±1.12 

12 *11. If incurable patients are hospitalized, standard 

medications(fluids, antibiotics, etc.) should be 

administered.  

2.55±1.08 

 Mean(range) 3.43±0.63 

(2.55-4.12)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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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환자 가족의 간호사 역할 인식 및 요구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의 간호사 역할 인식에 대한 총점의 평

균 점수는 45.42 ± 4.28점이었으며, 범위는 최저 34점-최고 55

점이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는 [Table 5]와 같다.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 중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

에서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가 문항 평균 점

수 4.51±0.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

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결정하므

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로 3.49±1.29점을 보였다.   

또한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 가지 역할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역할 3 가지를 위의 11 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순서대로 기입하게 하였으며, 89 명의 연구 참여자 중 

1 순위, 2 순위 항목에는 78 명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3 순위 항목 

응답에는 77 명의 연구 참여자가 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1순위로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역할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환자의 신체적 통증이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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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가 26 명(33.3%) 

이었으며, 2 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가 18 명(23.1%)으로 가장 많았다. 3 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로 18 명(23.1%)이 이에 

답하였다.  

이를 지성애 등(2004)의 임상 간호사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명명한 간호사 역할에 따라 범주화해 그 응답률을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제시된 표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1 순위 

응답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1 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에 가장 많은 

수가 답한 역할은 ‘통증 관리자’로 26 명(33.3%)이 이에 답하였다. 

2 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중 가장 높은 역할은 

22 명(28.2%)이 응답한 ‘영적 임종 간호 제공자’로서의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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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에서도 2 순위에서와 같이 ‘영적 임종 간호 제공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32 명(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6 

 

Table 5. Family members’ role perception of nurse and 

needs  

(N=89) 

Rank items Mean±SD 

1 3.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 should explain the 

disease and prognosis to the patient and patient’s 

family members in detail 

4.51±0.61 

2 11. In case where the patient’s physical pain is severe, 

pain relief should be given priority 

4.46±0.60 

3 8.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rom an objective and professional 

standpoint and respect their judgment. 

4.43±0.56 

4 5. Even when the patient has decided to discontinue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do their best until the end 

4.31±0.68 

5 7.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help patients 

finish their lives comfortably.  

4.26±0.67 

6 1.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provide emotional 

support to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4.17±0.50 

7 4.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unrecoverable 

patients so that they can staying with family 

members. 

4.17±0.69 

8 9.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act as consultants 

to patients or their family members. 

4.12±0.67 

9 10.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act as 

coordinator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family 

members 

3.90±0.83 

10 2. Intensive care unit nurse should help the patients or 

patients’ family members gain religious support if 

desired. 

3.58±0.95 

11 *6.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made by the patient or patient’s family 

members. Therefore, intensive care unit nurses do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3.49±1.29 

 Mean(range) 4.12±0.39 

(3.49-4.51)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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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ree main nurse’s roles considered most 

necessary 

ICU=Intensive Care Unit 

Nurse’s 

Role   

items n(%) 

1st 2nd 3rd 

Emotional 

supporter 

1. ICU nurses should provide emotional 

support to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8 

(10.2) 

4 

(5.1) 

3 

(3.9) 

2. ICU nurse should help the patients or 

patients’ family members gain religious 

support if desired. 

0 

(0) 

1 

(1.3) 

1 

(1.3) 

Educator 3. ICU nurse should explain the disease and 

prognosis to the patient and patient’s 

family members in detail 

19 

(24.4) 

16 

(20.5) 

12 

(15.5) 

Spiritual 

hospice care 

giver  

4.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unrecoverable patients so that they can 

staying with family members. 

2 

(2.6) 

3 

(3.9) 

2 

(2.6) 

5. Even when the patient has decided to 

discontinue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should do their 

best until the end. 

1 

(1.6) 

10 

(12.8) 

10 

(13.0) 

*6. The decision to discontinu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s made by the patient 

or patient’s family members. Therefore, 

intensive care unit nurses do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0 

(0) 

0 

(0) 

2 

(2.6) 

7. ICU nurses should help patients finish 

their lives comfortably. 

4 

(5.1) 

9 

(11.5) 

18 

(23.4) 

Supporter  

of family 

members 

8. ICU nurses should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rom an objective and 

professional standpoint and respect their 

judgment. 

16 

(20.5) 

18 

(23.1) 

10 

(13.0) 

9. ICU nurses should act as consultants to 

patients or their family members. 

0 

(0) 

2 

(2.6) 

3 

(3.9) 

Coordinator  10. ICU nurses should act as coordinator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family 

members 

2 

(2.6) 

5 

(6.4) 

3 

(3.9) 

Pain 

controller  

11. In case where the patient’s physical 

pain is severe, pain relief should be given 

priority 

26 

(33.3) 

10 

(12.8) 

13 

(16.9) 

 Total(n) 78 7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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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ree main categorized nurse’s roles considered 

most necessary 

Nurse’s Role   1st 2nd 3rd 

Pain controller 26(33.3) 10(12.8) 13(16.9) 

Educator  19(24.3) 16(20.5) 12(15.6) 

Family member’s supporter 16(20.5) 20(25.7) 13(16.9) 

Emotional supporter 8(10.2) 5(6.4) 4(5.2) 

Spiritual hospice care giver 7(9.0) 22(28.2) 32(41.5) 

Coordinator 2(2.7) 5(6.4) 3(3.9) 

Total(n) 78 7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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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은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과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의 재원 기간(t=3.527, 

p<.001)에서는 환자의 재원 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가 1주 이상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t=3.806, p<.001)에서는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 

집단이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아니오’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 성별, 학력, 종교, 결혼상태, 

중환자실 입실 환자와의 관계, 중환자실 입실 계기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태도는 연령대별 나이, 중환자실 재원 기간,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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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F=4.7954, p=.0106)에서는 나이가 만 40 세 미만인 

집단보다 만 40-59 세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실 재원 기간(F=2.3998 p=.00191)에서도 재원 기간에 

따라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원 

기간이 1 주 미만인 경우가 1 주 이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의 유무(t=2.2588, 

p=.0301)에서는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들어본 집단인 “예” 

집단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점수가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집단인 “아니오” 집단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학력, 종교, 결혼상태, 중환자실 

입실 환자와의 관계, 중환자실 입실 계기에 따라서는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간호사 

역할 인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나이, 성별, 최종 학력, 종교, 

결혼상태, 중환자실 입실 환자와의 관계, 중환자실 재원 기간, 

중환자실 입실 계기,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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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family members’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N=89)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Characteristics Mean±SD(range) t(p) or F(p)  Mean±SD(range) t(p) or F(p)  Mean±SD(range) t(p) or F(p)  

Age  <40a 8.9±4.27(1,14) 0.2924 

(.747) 
38.3±8.45(22,50) 4.7954 

(.0106) 

a<b 

 

45.5±3.87(38,54) 0.0039 

(.9961) 

40~59b 9.1±2.43(4,13) 43.7±6.17(32,56) 45.41±4.06(38,54) 

>60c 8.54±2.67(4,13) 39.64±7.7(22,54) 45.39±4.98(34,55) 

Gender  Male 9.07±3.23(1,14) -0.41 

(.682) 
42.7±6.79(28,51) -1.41 

(.164) 
44.97±3.74(36,52) -0.19 

(.852) 

Female 8.78±2.87(3,14) 40.44±7.82(22,56) 45.66±4.55(34,55) 

Education  

level 
≤ Hihg school  8.54±3.08(1,14) -0.89 

(.3772) 
40.35±7.68(22,54) -0.894 

(.3742) 
45.11±4.62(34,55) -0.577 

(.566) 
>High school  9.12±2.91(3,14) 41.81±7.42(22,56) 45.65±4.06(36,54) 

Religion  Have 9.02±3.0(1,14) 0.6919 

(.4924) 
41.03±8.27(22,56) -0.392 

(.6961) 
45.86±4.21(36,54) 1.462 

(.151) 
None 8.54±2.94(4,14) 41.62±5.42(32,50) 44.38±4.36(34,55) 

Married 

state 

Unmarried 8.32±3.76(1,14) -0.8565 

(.3989) 
39.14±6.52(22,52) -1.632 

(.1102) 
43.95±4.26(38,54) -1.874 

(.069) 
Married 9.06±2.68(4,14) 41.88±7.75(22,56) 45.91±4.2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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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U=Intensive Care Uni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Characteristics Mean±SD(range) t(p) or F(p)  Mean±SD(range) t(p) or F(p)  Mean±SD(range) t(p) or F(p)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8.75±2.72(4,13) 0.994 

(.3997) 
40.21±8.33(22,54) 1.28 

(.287) 
46.14±4.76(34,55) 0.8407 

(.475) 
Parents 8.42±3.12(3,12) 38.25±8.18(22,56) 44.17±5.42(36,54) 

Child 9.33±3.13(1,14) 42.57±6.77(22,52) 45.12±3.74(38,54) 

Siblings 7.43±2.76(4,11) 42±6.78(34,52) 46.57±3.15(43,51) 

Length of  

stay in ICU 

(days)  

>7  9.71±2.58(3,14) 3.527 

(<.001) 
42.63±7.39(22,54) 2.3998 

(.0191) 
45.77±4.34(34,55) 0.987 

(.327) 
≤ 7 7.45±3.10(1,13) 38.79±7.22(22,56) 44.85±4.18(38,54) 

Reason for 

admission to 

ICU  

Cardiac arrest 8.57±3.55(4,13) 1.6 

(.182) 
41±4.97(36,49) 0.5145 

(.725) 
44.43±3.10(40,48) 1.0984 

(.363) 
Ventilator care 8.93±2.60(4,14) 40.1±7.45(22,56) 44.8±4.04(34,52) 

Application of 

CRRT  
10.6±3.37(3,14) 43.8±5.33(34,50) 44±2.36(39,47) 

Post operation  8.82±3.20(1,14) 41.70±8.73(22,54) 46.2±4.18(38,54) 

etc 7.22±1.72(4,9) 40.33±7.14(32,52) 46.89±7.04(36,55) 

Heard of Act on 

decisions on 

LST 

Yes 9.55±2.78(3,14) 3.806 

(<.001) 
42.35±6.96(22,56) 2.2588 

(.0301) 
45.29±4.33(34,55) -0.49 

(.627) 

No 7.04±2.76(1,12) 

 

38.08±8.24(22,53) 45.79±4.2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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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9]. 

 분석을 위해 연명 의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인식을 묻는 12개의 

문항들 중 정성적으로 연명 의료 결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1번, 3번, 

5 번, 8 번, 9 번, 10 번, 11 번, 12 번 문항을 추출해 이를 각각 더미 

변수화 하였다. 1 번, 5 번, 12 번의 연명 의료 결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항들 중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를 

1 로, ‘필요하지 않다.’ 또는 ‘모르겠다.’라고 답한 경우는 0 으로 

처리하였다. 3 번에서 환자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환자 의사 

추정으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1 로, 반대, 모름을 0 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8 번, 9 번의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작성해 놓을 것이다’는 1 로, ‘작성해 

놓지 않을 것이다’ 또는 ‘모르겠다’는 0 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10 번, 11 번의 연명 의료 지속 혹은 중단과 관련해 ‘연명 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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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다.’는 1 로, ‘연명 의료를 지속한다’ 또는 ‘모르겠다’를 0 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위의 더미 변수는 연명 의료 결정과 중단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변수 1 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량화 하였다. 그 결과 총 8 개 문항의 

변수 1 의 개수 평균은 6.5 개, 중앙값은 7 개 였다. 위의 결과와 

집단내 표본 수를 고려하여 3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인식의 집단은 변수 1 의 개수가 8 개인 집단, 변수 1 의 개수가 

7 개인 집단, 변수 1 의 개수가 7 개 미만인 3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F=40.718,p<.001)과 태도(F=54.597, 

p<.001)는 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연명 의료 

중단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변수 1 의 개수가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간호사 역할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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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family members’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heir awareness   

 

 

 

Awareness about 

suspending LST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mean±SD 

(range) 

t(p) or F(p) mean±SD 

(range) 

t(p) or F(p) mean±SD 

(range) 

t(p) or F(p) 

Higha 10.61±2.52 

(5,14) 

40.718 

(<.001) 

b,c<a 

45.46±6.04 

(35,56) 

54.597 

(<.001) 

b,c<a 

47.07±7.25 

(34,72) 

0.048 

(.83) 

Moderateb 9.39±2.38 

(4,13) 

43.58±6.24 

(28,54) 

45.39±3.63 

(36,53) 

Lowc 6.54±2.57 

(1,12) 

34.14±4.94 

(22,48) 

44.82±3.81 

(34,72) 

High=8 Dummy variables; Moderate= 7 Dummy variables; Low = The rest ; LST=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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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 간 상관 관계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호사 역할 인식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은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r=0.46, p<.001)를 보였으며,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간호사 역할 인식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와 간호사 역할 인식 간에도 상관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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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s between family’s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N=89) 

 knowledge Attitude Role perception 

about nurse 

 r(p) 

knowledge    

Attitude 0.46(<.001)   

Role perception 

about nurse 

0.123(.252) 0.122(.256)  



58 

 

9.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및 간호사 역할 인식 중 다른 요인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지식과 태도 중 

선행 연구들에서 보다 근원적인 변수인 태도에 대해서 단계적 입력 

방식을 이용한 다중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태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던 대상자의 나이,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의 유무와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 간호사 역할 인식을 회귀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중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7 일 미만을 1,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우를 1 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인식은 앞에서 인식 분석 

방법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더미 변수 처리하여 회귀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전 Durbin-Watson 검사를 이용해 

잔차 분석 결과 1.5257 로 2 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잔차 산점도를 확인하였으며, 산점도가 특별한 

형태를 띠지 않아 독립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잔차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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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곡선을 통해 정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아래[Table 11]와 같으며,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β = .278,

p = .021) , 인식( β = −.258, p = .018) 이 선택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외되었다. 선택된 변수들은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23.34%를 

설명하였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4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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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affecting attitude of family members related to life-

sustaining treatment  

Factors B SE 𝛃 t p 

(constant) 36.404 8.941  4.072 <.001 

Age .039 .052 .077 0.761 .449 

Length of stay in ICU -2.082 1.592 -.134 -1.308 .195 

Heard of Act on 

decisions on LST 

-1.255 1.836 -.074 -.683 .496 

Knowledge about LST .702 .297 .278 2.362 .021 

Role perception about 

nurse 

.011 .173 .006 .061 .952 

Awareness about LST -4.151 1.724 -.258 -2.408 .018 

𝑅2 = .2857, 𝑎𝑑𝑗𝑢𝑠𝑡𝑒𝑑 𝑅2 = .2334, 𝐹 = 5.466, 𝑝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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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및 간호사 역할 

인식과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또한 

중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여, 이를 

제공하는데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홍선우 

외(2013)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임종기 치료, 

연명 치료,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명 치료 관련 지식, 임종기 연명 치료 

관련 지식, 사전 의료 의향서 관련 지식을 측정한 결과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 관련 지식의 정답률은 41%였으며, 임종기 연명 치료 

관련 지식 정답률은 39.4%였다. 또한 연명 치료 관련 지식 

정답률은 37.3%였으며, 이들 전체의 정답률은 39.3%였다. 반면 



62 

 

실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본 연구에서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59.2%로 선행 논문과 

비교해보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환자를 가족으로 둔 

대상자들의 관련 지식이 일반인들보다 더 유의하게 높다는 

박혜정(2011)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 보았을 때, 중환자 가족은 

자신의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실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연명 의료 

관련 지식이 선행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환자는 연명 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94.4%)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된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 가족이 연명 의료의 결정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의료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가족 4 인 이상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된다.’(11.2%)였다. 실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내용들을 토대로 조사한 본 연구에서도 

연명 의료에 대한 내용이나,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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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문항들에 대한 정답률이 낮았다. 이를 통해 법 시행 후 1 년이 

지났으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이에 대한 대상자들의 관심이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 가족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중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명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실생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관련 지식은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본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상이 다르긴 하나 간호사의 DNR 경험에 따른 연명 

치료 중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김순자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관련 지식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의 차이는 중환자 

가족 중 연명 의료 결정법에 들어본 대상자가 이미 그 단어에 

노출됨과 동시에 가족의 중환자실 입실이라는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정보들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은 지역사회의 

일반인들보다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유정임(2019)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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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중환자 가족의 지식의 정답률 

59.2%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환자 가족에 비해 의료진인 간호사의 지식이 높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 실제 참여하는 

중환자 가족에게 연명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지식의 간극으로 인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의료진이 연명 의료 관련 지식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차이를 고려해 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명 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환자 가족은 77 명(86.5%)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환자 가족 12 명(13.5%) 의 약 6 배 정도 많은 대상자가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 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한 77 명의 중환자 가족이 그 

이유로 꼽은 가장 주된 이유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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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항목에 37 명(48%)의 응답자가 답하였고, 이어 ‘많은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선행된 

이혜경(2010)의 연구에서 연명 치료 중단이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가 ‘많은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과 ‘환자의 극심한 

고통 경감’ 순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고통 경감을 연명 의료 중단 필요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었다.  

반대로 연명 의료의 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중환자 가족의 

주된 이유는 ‘어떤 경우라도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선행된 이혜경(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존엄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고려와 더불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중단과 환자의 고통 경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시행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환자의 의사 추정 결정 시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항에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44 명(49.4%)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역시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의사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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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혹은 의료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환자의 다양한 

신체적, 기능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변인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윤은숙, 2009; 

박연옥, 2003).  

본 연구에서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중환자 가족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모두 입원 

즉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참고한 

이혜경(2010)의 선행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중환자실로 입실 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은 것과 비교하면 실제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시기가 연명 의료 

결정법의 시행 전보다 다소 빨라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연명 의료에 대한 설명과 논의의 시점은 안아름(2012)의 연구에 

따르면 그 작성 시기가 임종에 가까울수록 중환자실에서 임종하게 

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료 비용 역시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미국의 경우 입원 환자는 의료 기관이 환자에게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해 입원 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설명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논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의식 상태 저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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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악화로 인해 환자가 직접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한 대리 의사 결정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명 의료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의논하는 적절한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보다 이른 시기에 자신 

또는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해 미리 논의해보는 것은 환자 

스스로의 의사 결정 참여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견을 

반영한 연명 의료와 임종 간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추후 연명 의료 관련 서류의 작성 시기에 

관한 추가 연구를 토대로 연명 의료와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 제공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과 

시행은 그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환자 

가족 본인의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에 있어서는 작성해 놓을 

것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72 명(80.9%)였으며, 대상자 스스로가 

회복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참여자 또한 78 명(87.6%)로 모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본인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선행된 이혜경(201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의 82.5%가 본인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답하였으며, 71.3%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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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오히려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전의 상황과 비교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다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족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0 명(67.4%) 으로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본인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수의 

참여자들이 가족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본인이 아닌 가족의 대리 의사 결정은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라도 가족이 사전에 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해서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수가 74 명 

(83.2%)으로 미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혜경(2010)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55%만이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사전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79.9%에서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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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모두 환자가 사전에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중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 의료의 

결정에 있어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았으며,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밝힌 경우에 모두 밝히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환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생각을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은 추후 환자가 실제 연명 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총점의 평균은 41.20±7.52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평점은 3.43 점이었다. 이는 참고한 변은경 외(2003)의 선행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 점수가 3.26 점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이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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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태도 점수를 보인 항목은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였으며, 이를 통해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의 목적인 환자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은경(2003)과 이혜경(2010)의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선행 연구가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장 높은 태도 점수를 보인 

문항은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문항 중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역시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높은 태도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는 객관적인 지침이 제정된 후 시행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으며, 비슷한 시기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서 역시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문항에 가장 높은 태도 

점수를 보였다(엄정경, 서길희, &박선아, 2019; 유정임 ,2019). 

이는 중환자 가족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인 간호사 역시 연명 의료 결정에 있어 환자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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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명 의료 중단에 있어 가장 낮은 태도 

점수를 보인 항목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기본적인 투약(항생제, 수액 등)은 해주어야 한다.’였다.  

또한 이혜경(2010)의 선행 연구에서 가장 낮은 태도 점수를 

보인 문항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의 대부분이 연명 의료의 중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약이나 처치는 지속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장원경 외,2015).  

 이러한 결과는 질병을 환자 개인의 일이 아닌 가족 전체의 일로 

생각하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엄정경 외, 

2019). 따라서 연명 의료의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행의 대상에 따라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최종 결정은 환자 가족이 결정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의 의사를 



72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진, 환자,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중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 및 요구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역할 인식의 총 평균 점수는 45.75±5.12 점이었다. 각 문항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로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은 건강 교육자로서의 간호사 역할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간호사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Bach et el., 2009).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문항 내에서 

3 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1 순위 역할은 환자의 신체적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었다. 범주화된 역할 역시 1 순위는 통증 

관리자였으며, 2 순위, 3 순위는 모두 영적 임종 간호 제공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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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상자들은 환자의 통증 경감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권복규 외(2010)의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 치료 중지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연구의 

결과에서 말기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 통증이라고 답한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통증의 

경감은 말기, 임종기의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때 중환자 가족이 이를 

중재하는 간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정임(2019)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지식과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 및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 역시 ‘환자의 신체적 통증이 심한 

경우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변은경(2003)의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같은 항목인 환자의 통증 경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전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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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진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 간호사 

모두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를 중재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요구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연명 치료 중단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비교한 변은경(2003)의 연구를 참고해 보았을 때 중환자 가족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이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는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간호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임상 현장에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연명 의료 결정과 환자 간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5 

 

5. 간호 실무에의 적용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에서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와 인식 또는 태도와 간호사 역할 인식 만을 살펴본 

것에서 더 나아가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그들의 지식, 인식, 태도 및 간호사 역할 

인식과 요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관련 특성들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 중 지식과 태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환자 가족에게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한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시행을 

중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중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연명 의료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유용성과 효과에 관련된 다양한 추가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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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 의료 결정의 의사 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71%의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가족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환자가 작성한 것에 비해 그 철회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김정선 

외, 2019). 따라서 연명 의료 결정에 있어 건설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사전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한 추가 연구들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 의료 결정과 이에 대한 설명의 제공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중환자 가족이 

마주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일부는 본 연구 참여를 

계기로 연명 의료 결정법과 연명 의료 중단 과정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으며,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과 요구에 대해 범주화해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실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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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의 역할의 범주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았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추후 연명 의료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는데 있어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을 확고히 하고, 간호 대상자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명 의료의 시행 혹은 중단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 

그들의 실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1 개의 

상급 종합 병원에서 89 명의 적은 수의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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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 후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및 간호사 역할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관계를 규명하고자 서울 소재 1 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가족 

8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술적 횡단면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태도 간 

유의한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는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이 선정되었다. 

위 결과들을 통해 중환자 가족에게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연명 의료 중단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환자 가족에게 연명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간호 중재들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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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태도의 인과 관계 및 영향 요인에 대한 다양한 배경에서의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환자 가족의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인 통증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대상자를 확대한 추가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 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가족을 

편의 표집하여 실시한 연구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의료 기관별, 

지역별 규모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다 효율적인 연명 의료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연명 의료 

결정의 현황과 영향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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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enabled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technologies has resulted in meaningless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ith 

no possibility of recovery. Consequently, dignified death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long with the social atmosphere as such, as ethical issues related 

to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ave occurre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decisions on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as emerg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as 

enacted on February 4, 2018 and has been in effect thereafter. Some contents 

were amended on March 28, 2019, and the amended contents have been applied 

to the field. 

However, in South Korea, it has not yet been universalized for pati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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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a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plan in advance, and in most cases,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plan is completed just before the death or 

befor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y the decision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knowledge, awareness, attitude, and 

role perception, needs about nurse of family member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ew system term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lso, examine their 

perception and needs of the rol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required from nurses as medical worker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and 

influencing factors of attitude regar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family 

members were investigat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spouses, parents, children, or siblings 

among family members of critically ill patients who were admitted into the 

intensive care units of one higher general hospital in Seoul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were collected for about two months from July 

30 to October 7, 2019. For ethical protection of the subj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being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Medical 

Research Ethics (IRB)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and wa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the managers of 

individual departments. A total of 91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urvey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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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mong them, 89 copies were 

used to interpret the results of the study except for two copies with insufficient 

answer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R version 3.5.1 statistical program. 

The average score of critically ill patients’ family members for knowledge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8.88, that for attitudes was 3.43, and that 

for nurse role perception was 4.12. Additionally, the most frequently required 

nurse's role was the role as a pain controller. In a questionnaire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most critically ill patients’ 

family members answered that they needed explanations about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the stop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Furthermore, 

to the questions regarding an appropriate time for the explanations about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the ratios of the answer ‘immediately after 

admission’ were the highest among both the critic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On reviewing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 could be seen that knowledge about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ngths of patients’ stay at the 

intensive care unit(t = 3.527, p <.001) and whether the subject heard about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 = 3.806,    p <.001). Attitudes toward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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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s by age group (F = 4.7954, p = .0106), lengths 

of stay at the intensive care unit (F = 2.3998, p = .00191), whether the subject 

heard about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 = 2.2588, p = .03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ole perception about intensive care unit nurses among 

critically ill patients’ family members and this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reviewing the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ly ill patients’ family members’ 

knowledge, awareness, attitudes, and nurse role perceptions and needs about 

nurse regard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it could be seen that the 

knowledge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s toward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r=0.46, 

p<.001).  

 Accordingl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of 

family about life sustaining treatment indicated that knowledge about life 

sustaining treatment(β = .278, p = .021) and awareness about life sustaining 

treatment  (β = −.258, p = .018) were influencing factors. These variables 

explained 23.3% of attitude toward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of 

patient’s family.  

 It was concluded that an increase knowledge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family members led to an increase attitude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family 

members regarding life sustaining pro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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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present state of critically ill patients’ family members’ who 

are highly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s the subjects of decision-making was identified and 

the findings will be evidentiary materials in the development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that fit their view and 

demand. This study could provide baseline data for future stud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llow-up studies that will develop life sustaining treatment 

related 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s and evaluate the effects will be 

n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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