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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 의료적 접근은 환자의 안위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에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 논의되

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간호 지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는 2015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 까지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6개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17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횡단면적 조사연구로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Frommelt가 개발한 FATCOD(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도구를 조혜진과 김은심이 수정 · 보

완한 도구와 Ross 등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 (PCQN)을 김상

희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2.9%이고, 연령은 평균 27.39세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81.9%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47.2%, 학력은 4년제 학사를 졸업

한 간호사가 85.8%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주변인(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

인)이 사망한 경험에 대하여 사망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76.4%로 나타났고, 최근 

1년 동안 미디어를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

사가 50.4%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경험 여부에 대하여 간호사 

92.9%에서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49.6개월, 중환자

실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44.63개월 이었고, 중환자실에서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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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평균 주 1.8회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적용 된다

면 ‘자문가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52.8%이, ‘통합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36.2%가 응답하였고, 나머지 11%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총점은 80점~128점 범

위로 평균은 102±37점이었다.

셋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정답의 총점은 1점~14점 

범위로 평균은 7.96±2.44점이었다.

넷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상 관련 특성 중에는 총 

임상경력과 중환자실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총 임상경력과 중

환자실 근무기간이 61개월 이상일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보였다.

다섯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한 태도는 보통 양의 상관관계(r=.205, p =.021)로 나타나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관련요인은 총 임상 

경력, 학력,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었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

인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학력과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기간은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환자 간호사의 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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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긍정적

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중환자 간호사,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요인, 태도 

학번 : 2013-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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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의식이 없거

나 혼미하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들 중 절

반 정도가 사망 3일 내에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고(Curtis & Rubenfeld, 2005), 

급성 환자 치료 병원에 입실한 환자 중 58%가 중환자실을 거치며(Ford, 2014), 중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사망률은 5~40%의 범위에 있다고 하였다(Chen, 2015). 

우리나라 역시 중환자실에서 연간 3만 명이 임종을 맞이하고 이것은 병원 전체 사

망률의 20~30%를 차지하며(김나미, 2007; 이미혜, 2009), 우리나라 사망자 전체

의 10%에 해당된다고 하였다(Huh, 2012). 

중환자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과 최신 첨단 의료 장비를 투입해 감시, 치

료, 간호를 제공하는 장소로(오동일, 2006) 중환자실 간호의 목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을 최대한 돕는 것이다(중환자 전문 간호 교육 과정 협의회, 

2009). 하지만, 질병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하여 무의미

하게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Luce & Rubenfeld, 

2002)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치료 및 간호 목표는 질병의 완치보다는 환자의 안위에 중점을 두는 호스피스 · 완

화의료로 전환될 수 있다(정현명, 2009).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란, “생명을 위협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증과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 · 사회적, 영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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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

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정의하였다(WHO, 2014). 우리나라에서는 

암 관리법(제2조)에서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

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

하여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

고 정의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적용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만족도 증가, 우울증 감소, 재원일수 감소, 의료비용 감소, 환자 가족의 스트

레스 및 부담감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Temel et al., 2010; 

Zimmermann,  Riechelmann, Krzyzanowska, Rodin, & Tannock, 2008),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중환자실 재원

일수 감소, 중환자실 재입원률 감소,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단축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하였다(Aslakson et al., 2014; Nelson & Hope, 2012; Puntillo et 

al., 2014). 이러한 이유로 중환자실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Curtis & Rubenfeld, 2005), 환자의 질병의 진행 정도와 상관없

이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

다(Lustbade, 2012).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란 말기 환자 돌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감정 및 의욕을 의미 하는 것으로(이미라와 이원희, 2001) 의료인의 호스피

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즉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 정도를 파악하는 일은 호스

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Ogle, Mavis, & Wyatt, 

2002). 말기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태도는 생애 마지막 시기에 놓인 환자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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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민감하게 전달되고(김숙남와 최순옥, 2010),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요하다(김영주, 2012).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생애 말기 환자 및 가족들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며 영향하기 때문에(Baggs, 

Norton, Schmitt, & Sellers, 2004) 중환자실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간호

사는 생애 말기 환자 간호 시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김정희, 2009; 이미영, 2012; 

이연옥, 2004; 윤연애, 2010) 육체적 피로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력감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Kang & Lee, 2001) 국외 연구에서도 간호사

들은 생애 말 간호에 불편감을 느끼며(Michelle Lange et al., 2011) 임종간호를 

수행하기에 준비가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였다(Barrere, Durkin & 

LaCoursiere, 2008; Dunn, Otten, & Stephens, 2005; Frommelt, 1991; Tunnah 

et al., 2012; Wessel & Rutledge, 2005).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암 병동, 호스피스 완화병동, 응급실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 대학생, 요양보호사,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 완

화간호 지식과 임종간호태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요구도, 임종간호 수행

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수언, 2014; 김순희, 2013; 김정희, 2009; 김옥염, 2002; 

김영미, 2009; 김영선, 2013; 김영주, 2012; 김현숙 외, 2011; 김향, 2012; 노선

숙, 2010; 안미숙, 2013; 어단연, 2010; 조영자, 2011; 조혜진, 2004; 조혜진과 김

은심, 2005; 홍은미, 2013). 그러나 국외에서는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 

의료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환자실 완화의료 모델과 간호사의 역할

(Koh, 2014)에 대한 논문이 최근 발표 되었으나 이는 문헌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제시한 논문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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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시행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

의료에 대한 간호 지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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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2)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파악한다.

3) 중환자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 임상 관련 특성,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에 따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

   악 한다.

4)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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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이론적 정의 : 말기환자 돌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감정 및 의

                 욕을 의미 한다(이미라와 이원희, 2001).

   조작적 정의 : Frommelt(1991)가 개발한 FATCOD(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 한다.  

2)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이론적 정의 :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능

                 한 한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와 돌봄을 제공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증

                 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지와

                 영적 지지를 제공하며 환자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가 죽은 후에 가족이 사별에 대응 하도록 돕는 전인적 돌

                 봄의 한 형태(김수지, 2001)에 관한 이해를 말한다. 

   조작적 정의 :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Ross 등(Ross et al., 

                 1996)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 (PCQ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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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등(Kim et al., 2011)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각 문항의 정답을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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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의미, 우리나라의 호스

피스 · 완화의료의 현황,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과 필요성 등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호스피스 · 완화의료

 우리나라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1)을 계기로 ‘존엄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회는 의료인에게 임종을 맞

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생명 연장과 신체적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전문가 중심의 사

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미경, 2012). 과도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신체

적 ·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호스피스란 말기 치료와 죽음 및 사별까지 포괄하여 돌보는 치료를 의미하고, 완

화의료란 호스피스 뿐 만 아니라 환자가 받고 있는 생명연장 치료를 포괄하는 치료

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개념인 호스피스를 포함하여 이를 강조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김수언, 2014; 김시

영, 2008).

WHO에서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1) 2009 5월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 할머니 가족들이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존엄사’ 판결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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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과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 · 사회적, 영적인 문제들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라고 정의 하였다(WHO, 2014). 우리나라에서는 암 관리법(제2조)에서 말기 암 환

자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

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임종 시간만 연장시켜왔던 과거의 전통적인 의

료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통증과 증상을 완화함은 물론 심리 · 사회적, 영

적 요구까지도 포괄하는 접근으로(Drick & Keegan , 2011) 환자가 받고 있는 생

명 연장 치료와 동시에 제공될 수 있고, 임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통증 및 

증상 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적극적인 의료라고 할 수 있다(유선희, 

2014). 

우리나라는 2002년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2004년, 2년에 걸쳐 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 시범사

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는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2015년 현재 전국 56개 기관, 939개 입원 병상이 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201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 호스피스 · 완

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말기 암 환자의 약 11.9%에 불과해 대

만 20%, 미국 41.6%(전체 사망자 기준)와 비교하여 매우 낮고(보건복지부, 2013),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 일수 또한 평균 21.8일로 전체 이용자의 50%가 2주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이용하고 있어(이정석, 2014) 미국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 

기간이 71.7일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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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배경으로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전국 11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시범 사업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가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

험 적용 확대 방안과 함께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 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 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

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도입 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5). 이와 같이 우

리나라에서 최근 호스피스 ·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고, 국민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 의향도 2004년 57.4%에서 2008년 

84.6%로 증가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고 있지만(정복례, 2014),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도가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일

부 시행되고 있고, 암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3).

미국을 비롯한 국외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의 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제도화 하였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호

스피스 · 완화의료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되었다. 말기 암 환자의 호

스피스 · 완화의료 적용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만족도 증가, 우울증 감소, 재원일

수 감소, 의료비용 감소,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담감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Temel et al., 2010; Zimmermann,  Riechelmann, Krzyzanowska, 

Rodin, & Tannock, 2008),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질병의 초기 단계에 적용하였을 

때는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생존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Dionne-Odom, 2014). 

하지만,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으로 인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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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상에서는 여전히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Hong 등(2012)의 연구와 Karen 등(2002)의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부정적인 태도가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에 있어 특별히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하였고, Ogle, Mavis와 Wyatt(2002)의 연구에서도 의료진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한 태도 즉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 정도를 파악하는 일은 호스피스 · 완화의

료의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적용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의료진

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호스피스 · 완화의료는 심각하고 복잡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치료에 참여하

는 모든 의료진이 알아야 하고 접근해야 하는 치료 방향이다(Aslakson, Curtis, & 

Nelson, 2014). 특히,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

하고 복잡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중환자 전문 간호 교육 과정 협의회, 2009),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Puntillo et al., 2014).

 국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은 환

자의 삶의 질 향상, 환자 가족의 만족도 증가, 병원비용 감소, 중환자실 재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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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중환자실 재입원률 감소,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단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Aslakson et al., 2014; Nelson & Hope, 2012; Puntillo et al., 

2014). 이러한 이유로 중환자실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

로 여겨지고(Curtis & Rubenfeld, 2005), 환자의 질병의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중

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Lustbade, 2012).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

지 핵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자의 증상 사정 및 중재, 환자와 환자 

가족의 치료 목표 설정을 위한 의사소통, 환자 가족의 지지와 돌봄을 말한다

(Nelson & Hope, 2012). 

 첫째, 복잡하고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환자와 구분된 특유의 증상 사정과 중재가 

필요하다(Aslakson et al., 2014).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

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 및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들의 전반

적인 증상 사정은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적용에 가장 기초가 된다

(Nelson & Hope, 2012). 환자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통증, 심리적인 증상

(슬픔, 걱정, 분노), 호흡곤란, 갈증, 배고픔, 졸림, 섬망,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

는데(Aslakson et al., 2014; Nelson & Hope, 2012), 특히 중환자실에서 사망하

는 환자의 40% 이상은 사망 3일전에 심각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는다고 하였다

(Nelson & Hope, 2012). 따라서 이들의 증상을 조기에 사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

한 중재를 하는 것은 양질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환자와 환자 가족의 치료 목표 설정(decision-making about the Goals of 

treatment)을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이러한 치료 목표 설정은 환자와 환자 가



- 13 -

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Puntillo et al., 2014). 하지

만, 이러한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진다(Nelson & Hope, 

2012). 선행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실한 후 5% 미만의 환자와 환자 가족만이 치료 

목표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진과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환자

와 환자 가족은 현재 질병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치료를 결정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Curtis et al., 2008).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환자, 환

자 가족과 의료진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은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

은 실증적, 감정적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적(Patient-focused), 가족 

중심적(Family-focused)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Puntillo et al., 2014). 

 셋째, 환자 가족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한데, Unroe 등(2010)의 연구에서 환자 가

족은 하루 중 75%의 시간을 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로 인하

여 환자 가족의 개인적, 직업적인 삶이 황폐해 진다고 하였다(Nelson & Hope, 

2012). 선행 연구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된 것과 관련한 두려

움, 우울증, 외상 후 증후군(PTSD; Post-Traumatic-Stress-Disorder)과 같은 증

상들을 자주 보인다고 하였다(Curtis et al., 2008). 환자 가족의 지지와 돌봄은 환

자 가족의 부정적인 심리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치료 의사 결정에 대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고, 이러한 결과는 환자 가족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

진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Nelson & Hope, 2012). 따라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적용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만 국한 되

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가족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발전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세 가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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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모델이 있다. 첫째, 미국 대부분의 급성 환자 치료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문가 모델(consultative model)로 이들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

문가에게 의존하는 모델이다(Nelson & Hope, 2012). 자문가 모델(consultative 

model)은 특별히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효율성에 초점을 둔 모델로 이미 훈련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 필요 없고, 중환자실 퇴원 후에도 연속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Nelson et al., 2010). 하지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를 선택하고 

자문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빠른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Hua, Wunsch, 2014). 둘째, 중환자실 팀 내부의 인력으로 호

스피스 ·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통합 모델(integrative model)로 중환자실 의료진이 

직접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호스피스 · 완화의료 팀이 요

구되지 않고, 중환자실에 입원 한 모든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

므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적용을 위하여 내부 인력의 교육과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

다(Nelson et al., 2010). 셋째, 자문가 모델(consultative model)과 통합 모델

(integrative model)의 혼합 모델(Mixed model)로 중환자실 의료진이 직접 호스피

스 ·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간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필요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환자에 한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델이다. 이

러한 세 가지 모델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병원의 사정과 실정에 따라 

선택되어 질 필요가 있지만(Nelson & Hope, 2012), 자문가 모델(consultative 

model)과 통합 모델(integrative model)의 혼합 모델(Mixed model)은 향후 양질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제공을 위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여겨진다(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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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sch, 2014).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 의료적 접근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와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

료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실무에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간호 지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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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S 대학병원 6개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175명이고 본 연구는 6개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전체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175부 중에 140부가 회수 되어 80%의 

회수율을 보였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13부

(10%)를 제외하고 127부(90%)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탈락한 13

명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평균 27.38(±2.18)

세, 학력은 4년제 학사 졸업 이상이 7명(69.2%)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45.38(±21.85)개월, 중환자실 근무기간은 평균 43.07(±20.08)개월, 호스피스 · 완

화의료 교육경험은 모두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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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Frommelt(1991)가 개발한 FATCOD (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도구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도

   구 개발 당시의 5점 Likert’s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말기 

   환자 개인에 대한 태도’ 22문항,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 8문항의 총 3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측정은 5점 Likert's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배정하였으며 부정 문항과 긍정 문항은 각각 15문항

   이다. 그 중 부정 문항인 ‘3,5,6,7,8,9,11,13,14,15,17,19,26,28,29번’ 15개 문

   항은 역환산 처리 하였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30점~150점이고, 총점이 높을

   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을 의미한다. 

   Frommelt(1991)의 연구에서 Cronbach α= .94 였고 조혜진과 김은심(2005)

   의 연구에서의 Cronbach α= .7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65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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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 관련 특성 

 

    문헌고찰 결과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 관련 특성은 성

    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및 종교 생활 기간, 종교 활동 정도, 최종 학력, 임

    상 경력, 현재 근무 부서, 중환자실 근무 기간, 호스피스 · 완화 의료 교육 경

    험 및 교육 기간, 중환자실 임종 환자 간호 경험 횟수, 주변인 임종 경험, 지

    난 1년 간 미디어를 통한 호스피스 · 완화 의료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 적합

    한 완화 의료 모델 유형으로 구성된 13문항이다.

② 호스피스 · 완화의료 지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Ross 등(Ross et al., 1996)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 (PCQN)을 김상희(2011)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그 내용은 철학과 원리 4개 문항, 통증

  과 증상관리 13개 문항, 간호의 정신·사회적인 측면 3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

  며 각 문항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

  의 정답은 1,3,5,7,9,11,13,15,17,19는 ‘틀리다’, 2,4,6,8,10,12,14,16,18,20은 

  ‘맞다’로 되어 있고,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에 답한 경우 0점

  의 점수를 주어 최저 0점부터 20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각 문항의 정답을 합

  한 총점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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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자료수집에 앞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IRB No. 

1501/001-015)을 받고, S 대학병원 간호 교육 연구부에 허락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작성 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병동 성인중환자실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익

명성 보장을 위하여 밀봉 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각자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이루어졌고, 2015년 1월 15일부

터 2주간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병동 성인중환자실 책임자가 연구자

를 대신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연구

에 동의하는 참여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응하였

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었고, 연구 동의서에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

를 기재하였다. 연구 과정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위험은 

없으며 만약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표기 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밀봉 봉투

를 제공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설문지 작성 후 바로 밀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밀봉

되어 병동 책임자에 의하여 회수 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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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1501/001-015)을 

받고 설문지와 함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를 통한 이익, 단점,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

었고,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대상자의 권리 보호, 의문제기 가능함,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포기하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

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오로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연구 논문을 마친 

후에는 모든 설문지를 폐기 할 예정이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할 통계 분석 방법은 

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 관련 특성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를 이용한다.

②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LSD test

   를 이용한다.

③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지식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s

   test를 이용한다. 

④ 대상자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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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18명(92.9%), 남성이 9명(7.1%)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많았다.

연령은 평균 27.39(±3.53)세이며, 연령 군으로 나누어 보면 20대가 99명(78%)

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27명(21.3%), 40대 이상이 1명(0.8%) 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04명(81.9%)이고, 기혼이 23명(18.1%)으로 나타났고, 사별

과 이혼인 연구 대상자는 없었다.  

종교는 무교인 간호사가 60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31명(24.4%), 

천주교 20명(15.7%), 불교 14명(11%), 기타 2명(1.6%)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크

게 종교 없음과 종교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면 종교가 없는 간호사가 60명(47.2%)

이었고,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67명(52.8%)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의 

종교 생활을 해 온 기간은 평균 9.44년(±11.39)으로 나타났고, 종교 활동 정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34명(26.8%)으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2~3일’이 12명

(9.4%), ‘주 1회’가 11명(8.7%), ‘주 2~3회’가 3명(2.4%), ‘주 4~5회’가 1명(0.8%), 

‘매일’이 2명(1.6%)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전문학사를 졸업한 간호사는 12명(9.4%), 4년제 학사를 졸업한 간호사는 

109명(85.8%), 석사 과정 중인 간호사는 2명(1.6%), 석사 졸업 이상인 간호사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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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1%)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전문학사 졸업자와 4년제 학사 졸업자, 대학원 

이상의 학력으로 나누면 각각 12명(9.4%), 109명(85.8%), 6명(4.7%)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주변인(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험은 사망 경험

이 있는 간호사가 30명(23.6%), 사망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97명(76.4%)이었다.

최근 1년 동안 미디어를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에 대

한 조사에서는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64명(50.4%), 들어본 경험이 없는 간

호사가 63명(49.6%)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9명

(7.1%)이었고,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118명(92.9%)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험

이 있는 간호사의 총 교육 기간은 평균 2.25일(±14.60)로 조사 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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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 ± SD

Gender
M 9  (7.1)

F 118  (92.9)

Age (yr)

23~29 99  (78)

30~39 27  (21.3)

≥40 1  (0.8)

                                                   27.39 ± 3.53

Marital status

Single 104  (81.9)

Married 23  (18.1)

Widowed 0  (0)

Divorced or Separated 0  (0)

Religion

Christian 31  (24.4)

Buddhism 14  (11)

Catholic 20  (15.7)

None 60  (47.2)

Others 2  (1.6)

Religion period (yr)          9.44 ± 11.39 

Frequency of 

religious activities

Hardly at all 34  (26.8)

2~3 Times a month 12  (9.4)

1 Time a week 11  (8.7)

2~3 Times a week 3  (2.4)

4~5 Times a week 1  (0.8)

Everyday 2  (1.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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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Diploma 12  (9.4)  

Bachelor 109  (85.8)

Of Master 2  (1.6)

≥ Master 4  (3.1)

Hospice and palliative

education experience 

(day)

Yes 9  (7.1)

No 118  (92.9)

2.25 ± 14.60

Hospice and palliative 

heard of experience

  Yes 64  (50.4)

  No 63  (49.6)

Mortality experience 

an acquaintance

  Yes 30  (23.6)

  No 97  (76.4)

Variables Categories n      (%)          M ± 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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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를 살펴보면 외과계 중환자실이 46명

(36.2%)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 중환자실이 41명(32.3%), 심폐기계 중환자실이 

15명(11.8%), 응급 중환자실이 14명(11%), 심혈관 내과계 중환자실이 11명(8.7%) 

순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4년 1개월로, 추가 분석을 위하여 대한간호협회(2003)에서 간

호 직무 분석을 통하여 간호 영역에 따라 분류한 임상 등급을 이용하여 1개월~24

개월, 25개월~60개월, 61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총 임상경력

이 2년 미만이 45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2년~5년 미만이 42명(33.1%), 5년 

이상이 40명(31.5%)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3년 6개월로, 임상경력과 마찬가지로 추가 분석

을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2년 미만이 46명(36.2%), 2

년~5년 미만이 44명(34.6%), 5년 이상이 37명(29.1%)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 횟수는 평균 주 1.8회(±2.9)이고, 임종환자 

간호 경험 횟수를 다시 주 0회, 주 1회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에 하였을 때, 주 0회 

29명(22.8%), 주 1회 이상이 98명(77.2%)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적용 된다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

는 유형에 대하여 67명(52.8%)이 ‘자문가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고, 46명

(36.2%)이 ‘통합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4명(11%)은 모르겠

다고 대답 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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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 ± SD

Types of ICU

MICU 41  (32.3)

SICU 46  (36.2)

EICU 14  (11)

RICU 15  (11.8)

CCU 11  (8.7)

Others 0  (0)

Length of clinical career

(month)

1~24 45  (35.4)

25~60 42  (33.1)

≥61 40  (31.5)

49.60 ± 38.80 

Length of ICU career

(month)

1~24 46  (36.2)

25~60 44  (34.6)

≥61 37  (29.1)

44.63 ± 33.64

Number of 

end-of-life care (week)

0 29  (22.8)

≥1 98  (77.2)

1.8 ± 2.9

Right mode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the ICU

Consultative 

model
67  (52.8)

Integrative 

model
46  (36.2)

Don't know 14  (11)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Work Experienc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RICU=Respiratory Intensive Care Unit; CCU=Coronary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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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30

점~150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 85점에서 최고 128점의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

은 102±37점으로 측정되었다. 두 개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태도 

영역의 평균은 73.10±5.79점 이었고, 가족 구성원의 태도 영역의 평균은 

29.26±2.69으로 측정되었다. 

 개인에 대한 태도 영역의 22문항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23 

‘간호사는 임종환자가 필요시 면회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가 

4.27점, 문항 11 ‘환자가 “내가 죽나요?”라고 물었을 때, 즐거운 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 4.09점, 문항 21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가 4.0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3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

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가 1.9점, 문항 26 ‘내가 말기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가 2.0점, 문항 17 ‘환

자가 죽음에 임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야 한다.’ 가 2.4

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의 태도 영역의 8문항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16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가 4.1점, 문항 22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가 4.0점, 

문항 4 ‘환자 가족을 위한 간호는 사별 직후 비탄과 사별 이후 애도 기간 전반에 

지속되어야 한다.’ 가 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12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신체적 간호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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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져야 한다.’ 가 3.2점, 문항 29 ‘임종환자에게 감정적, 결정적으로 밀착된 가족

들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수행에 종종 방해가 된다.’ 가 2.5점, 문항 28 ‘죽음

과 임종에 대한 가족 교육은 간호의 책임이 아니다.’ 가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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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Items    M±SD

Personal 

attitude

1. Giving nursing care to the dying person is a worthwhile learning experience. 3.79±0.75

2. Death is not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to a person. 3.00±1.11

3. I would be uncomfortable talking about impending death with the dying person. 1.96±0.65

5. I would not want to be assigned to care for a dying person. 2.74±0.87

6. The nurse should not be the one to talk about death with the dying person. 3.62±0.87

7. The length of time required to give nursing care to a dying person would frustrate me. 2.77±0.82

8. I would be upset when the dying person I was caring for gave up hope of getting better. 3.08±0.88

9. It is difficult to form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the dying person. 2.99±0.84

10. There are times when death is welcomed by the dying person. 3.1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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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ful.
4.09±0.68

13. I would hope the person I'm caring for dies when I am not present. 3.00±0.92

14. I am afraid to become friends with a dying person. 3.23±0.89

15. I would feel like running away when the person actually died. 3.81±0.84

17. As a patient nears death, the nurse should withdraw from his/her involvement with the patient. 2.42±0.71

19. The dying person should not be allowed to make decisions about his/her physical care. 3.97±0.94

21. It is beneficial for the dying person to verbalize his/her feelings. 4.00±0.64

23. Nurses should permit dying persons to have flexible visiting schedules. 4.27±0.63

24. The dying person and his/her family should be the in-charge decision makers. 4.09±0.67

25. Addiction to pain relieving medication should not be a concern when dealing with a dying person. 3.62±1.00

26. I would be uncomfortable if I entered the room of a terminally ill person and found him/her crying. 2.01±0.72

27. Dying persons should be given honest answers about their condition. 3.81±0.63

30. It is possible for nurses to help patients prepare for death. 3.62±0.76

          Subtotal   73.10±5.79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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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Items      M±SD

Family 

attitude 

4. Nursing care for the patient's family should continue throughout the period of grief and bereavement. 3.93±0.69

12. The family should be involved in the physical care of the dying person. 3.22±0.76

16. Families need emotional support to accept the behavior changes of the dying person. 4.15±0.79

18. Families should be concerned about helping their dying member make the best of his/her remaining life. 3.88±0.77

20. Families should maintain as normal an environment as possible for their dying member. 3.86±0.58

22. Nursing Care should extend to the family of the dying person. 4.07±0.63

28. Educating families about death and dying is not a nursing responsibility. 3.58±0.83

29. Family members who stay close to a dying person often interfere with the professionals job with the 

    patient.(*)
2.54±0.72

Subtotal    29.26±2.69

Total 102.37±7.17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continued)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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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정답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0점~20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총점은 최소 1점, 최고 14점으로 측정되었고, 정답 

총점의 평균은 7.96±2.4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통증 및 증상

관리영역의 평균은 6.02±2.0점, 철학과 원칙영역의 평균은 1.32±0.9점, 심리 · 사

회영역의 평균은 0.62±0.68으로 측정되었다.

 통증 및 증상관리영역의 13개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4 

‘통증조절에서 보조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 98.4%, 문항 8 ‘마약

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변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82.7%, 문

항 15 ‘고통과 신체적 통증은 같은 의미이다.’ 가 75.6%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13 ‘위약(Placebo)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통증의 치료에는 적절하다.’ 가 9.4%, 문항 6 ‘죽음에 이르기 전 마지

막 며칠 동안,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기면 증상(drowsiness)이 있으므로 환자를 

진정시킬 필요가 적어진다.’ 가 19.7%, 문항 3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통증치료의 

방법이 결정된다.’ 가 26% 순으로 나타났다. 

 철학과 원칙영역의 4개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문항 1 ‘완화의료는 환자

의 건강상태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만 적절하다.’ 가 62.2%의 정답

률을 보였고,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문항 5 ‘임종 시 환자가족이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 0%로 모든 문항 중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심리 · 사회영역의 3개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문항 19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을 상실하는 경험은 친밀하거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의 상실보다 더 쉽게 극

복이 되어 진다.’ 가 31.5%의 정답률을 보였고, 문항 17 ‘상실의 누적은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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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소진(burn out)하게 만든다.’ 가 5.5%로 낮

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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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Items Response(%)

Pain and 

symptom 

management

2. Morphine is the standard used to compare the analgesic effect of other opioids. (T) 28.3

3. The extent of the disease determines the method of pain treatment. (F) 26.0

4. Adjuvant therapies are important in managing pain. (T) 98.4

6. During the last days of life, the drowsiness associated with electrolyte imbalance may decrease the 

   need for sedation. (T)
19.7

7. Drug addiction is a major problem when morphine is used on a long-term basis for the management 

   of pain. (F)
40.2

8. Individuals who are taking opioids should also follow a bowel regimen. (T) 82.7

10. During the terminal stages of an illness, drugs that can cause respiratory depression are appropriate 

    for the treatment of severe dyspnea. (T)
26.8

13. The use of placebos is appropriate in the treatment of some types of pain. (F) 9.4

14. In high doses, codeine causes more nausea and vomiting than morphine. (T) 26.8

15. Suffering and physical pain are synonymous. (F) 75.6

16. Demerol is not an effective analgesic in the control of chronic pain. (T) 29.9

18. Manifestations of chronic pai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cute pain. (T) 66.1

20. The pain threshold is lowered by anxiety or fatigue. (T) 72.4

          Subtotal    6.02±2.0

 philosophy 

 and 

principles

1. Palliative care is appropriate only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evidence of a downhill trajectory or 

   dterioration. (F)
62.2

5. It is crucial for family members to remain at the bedside until death occurs. (F) 0

9. The provision of palliative care requires emotional detachment. (F) 34.6

12.The philosophy of palliative care is compatible with that of aggressive treatment. (T) 35.4

      Subtotal    1.32±0.9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f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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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Items Response(%)

psychosocial

11. Men generally reconcile their grief more quickly than women. (F) 25.2

17. The accumulation of losses renders burnout inevitable for those who seek work in palliative care.  

    (F)
5.5

19. The loss of a distant or contentious relationship is easier to resolve than the loss of one who is 

    close or intimate. (F)
31.5

     Subtotal  0.62±0.68

   Total  7.96±2.66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f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continued)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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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환자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관련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

서 학력(F=3.45, p =.035)에 따라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

문학사를 졸업한 간호사와 4년제 학사를 졸업한 간호사, 석사 과정 중 이상의 간호

사를 분석한 결과, 4년제 학사를 졸업 한 간호사(103.03±7.20)가 전문학사를 졸업

한 간호사(98.16±5.96)와 석사과정 중 이상의 간호사(98.66±5.53)에 비하여 총점

이 높았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LSD 방법을 통

한 사후 검정 결과, 학력은 4년제 학사를 졸업 한 간호사와 전문학사를 졸업한 간

호사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p =.025)를 보였고, 4년제 학사를 졸업한 간호사가 

전문학사를 졸업한 간호사보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그 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경험, 최근 1년 동

안 주변인(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미디어를 

통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들어본 경험에 따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

의료에 대한 태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대상자의 임상 관련 특성 중에서는 총 임상경력(F=6.06, p =.003), 중환자실 근무

기간(F=4.67, p =.004)에 따라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총 임

상경력은 대한간호협회(2003)에서 간호 직무 분석을 통하여 간호 영역에 따라 분류

한 임상 등급을 이용하여 1개월~24개월, 25개월~60개월, 61개월 이상의 3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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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분석 결과 1개월~24개월(101.86±6.61), 25개월~60개

월(100.09±5.72), 61개월 이상(105.32±8.22)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 경력이 61개

월 이상인 간호사 집단에서 총점이 가장 높아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총 임상 경력이 1개월~24개월인 간호사 집단이 25개

월~60개월인 간호사 집단에 비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SD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61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1~24개월 근무한 간호사(p =.023)와, 36개월~72개월 근무한 간

호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01)를 보였다.     

 중환자실 근무기간도 총 임상 경력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1개월~24개월, 25

개월~60개월, 61개월 이상의 3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분석 결과 1개

월~24개월(102.43±7.59), 25개월~60개월(100.04±5.92), 61개월 이상

(105.05±7.22)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61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 집단에서 

총점이 가장 높아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1

개월~24개월 근무한 간호사 집단이 25~60개월 근무한 간호사에 비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LSD 방법을 이용한 사후 검정 결과 

61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와 25~60개월 근무한 간호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02)를 보였다. 

 임상 관련 특성 중 그 외 현재 근무 부서, 임종 환자 간호 경험 횟수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6).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인 개인에 대한 태

도 영역과 가족 구성원의 태도 영역을 각각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 관련 

특성으로 추가 분석하였을 때,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개인의 

태도 영역은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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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변인(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험, 최

근 1년 동안 미디어를 통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들어본 경험, 학력의 모든 변수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임상 관련 특성 중에서도 현재 근무 부서,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기간, 임종 

환자 간호 경험 횟수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8).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태도 영역은 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변인(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험, 최근 1년 동

안 미디어를 통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들어본 경험, 학력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able 9), 임상 관련 특성 중에서도 현재 근무 

부서,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기간, 임종 환자 간호 경험 횟수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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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 M ± SD  t or F p

Gender
M 9 101.77±5.44

-2.56 .798
F 118 102.41±7.30

Age (yr)

23~29 99 102.36±7.00
.743 .478

≥30 28 102.07±7.85

Marital status
Single 104 102.88±6.80

1.73 .086
Married 23 100.64±8.42

Religion

Christian 31 104.74±7.94

1.80 .133

Buddhism 14 104.42±8.83

Catholic 20 101.00±7.33

None 60 101.15±6.04

Others 2 101.50±6.36

Hospice and pallia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9 104.55±11.17
.623 .550

No 118 102.20±6.81

Hospice and

palliative heard of

experience

Yes 64 101.60±7.1
-1.19 .234

No 63 103.12±7.16

Mortality experience 

an acquaintance

Yes 30 101.40±7.83
-8.46 .399

No 97 102.67±6.97

Education

Diploma 12 98.16±5.96
a

3.45 .035Bachelor 109 103.03±7.20
b

≥Of master 6 98.66±5.53
ab

Table 5.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LSD Test : a ＜ b

  ICU=Intensive Care Unit



- 39 -

Variables Categories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 M ± SD  t or F p

Types of ICU

MICU 41 102.85±5.39

1.71 .151

SICU 46 102.13±5.66

EICU 14 99.71±12.41

RICU 15 101.06±7.61

CCU 11 106.72±.43

Others 0

Length of clinical

career (month)

1~24 46 101.86±6.61
b

6.06 .00325~60 44 100.09±5.72
a

≥ 61 37 105.32±8.22
c

Length of ICU career

(month)

1~24 46 102.43±7.59
ab

5.22 .00725~60 44 100.04±5.92
a

≥ 61 37 105.05±7.22
b

Number of 

end-of-life care

(week)

0 29 100.83±5.83

3.02 .225

≥ 1 98 100.50±7.16

Table 6.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by Work Experiences                                            (N=127) 

  LSD Test : a ＜ b ＜ c

  ICU=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RICU=Respiratory Intensive Care Unit; CCU=Coronary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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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ersonal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 M ± SD  t or F p

Gender
M 9 69.44±5.20

.805 .409
F 118 67.88±5.60

Age (yr)

23~29 98 68.45±5.53
1.15 .133

≥30 29 66.53±5.65

Marital status
Single 104 67.57±5.46

-1.83 .069

Married 23 69.91±5.77

Religion

Christian 31 68.41±6.11

.198 .939

Buddhism 14 68.71±5.16

Catholic 20 67.30±5.34

None 60 67.88±5.63

Others 2 67.00±2.82

Hospice and pallia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9 67.94±5.56

-.371 .711
No 118 68.66±6.06

Hospice and

palliative heard of

experience

Yes 64 68.50±5.47

-1.01 .310

No 63 67.49±5.67

Mortality experience 

an acquaintance

Yes 30 68.30±5.76
-3.36 .737

No 97 67.30±4.99

Education

Diploma 12 68.83±4.28

.147 .864Bachelor 109 67.91±5.72

≥ Of master 6 67.83±5.84

 Table 7. Differences in Personal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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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 M ± SD  t or F p

Types of ICU

MICU 41 67.24±5.89

2.15 .078

SICU 46 68.13±4.84

EICU 14 65.50±6.59

RICU 15 70.80±5.47

CCU 11 69.63±4.71

Others 0

Length of clinical

career (month)

1~24 46 68.04±5.48

.134 .87525~60 44 68.28±5.58

≥ 61 37 67.65±5.78

Length of ICU career

(month)

1~24 46 67.89±5.52

.022 .978
25~60 44 68.13±5.51

≥ 61 37 67.97±5.85

Number of 

end-of-life care

(week)

0 29 68.27±4.96

.302 .763

≥1 98 67.91±5.76

Table 8. Differences in Personal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by Work Experienc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RICU=Respiratory Intensive Care Unit; CCU=Coronary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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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ersonal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 M ± SD  t or F p

Gender
M 9 28.77±2.48

-.276 .783
F 118 29.03±2.69

Age (yr)

23~29 98 29.18±2.51
1.10 .274

≥30 29 28.53±3.15

Marital status

Single 104 29.06±2.60

.460 .646
Married 23 28.78±3.02

Religion

Christian 31 29.74±2.98

1.91 .112

Buddhism 14 30.07±2.30

Catholic 20 28.85±2.39

None 60 28.43±2.61

Others 2 29.50±0.70

Hospice and pallia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9 28.88±3.33

-1.47 .883

No 118 29.02±2.63

Hospice and

palliative heard of

experience

Yes 64 29.09±2.42

.330 .742

No 63 28.93±2.92

Mortality experience 

an acquaintance

Yes 30 28.93±2.91
-.192 .848

No 97 29.04±2.61

Education

Diploma 12 28.16±2.12

2.09 .128Bachelor 109 29.20±2.68

≥Of master 6 27.33±2.94

 Table 9. Differences in Family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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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 M ± SD  t or F p

Types of ICU

MICU 41 29.21±2.39

1.57 .185

SICU 46 28.91±2.50

EICU 14 27.57±3.58

RICU 15 29.40±2.38

CCU 11 30.00±3.16

Others 0

Length of clinical

career (month)

1~24 46 29.42±2.54

1.41 .24725~60 44 28.47±2.29

≥ 61 37 29.12±3.12

Length of ICU career

(month)

1~24 46 29.52±2.60

1.90 .15325~60 44 28.43±2.37

≥ 61 37 29.08±3.01

Number of 

end-of-life care

(week)

0 29 28.86±2.55

-.351 .726

≥1 98 29.06±2.71

Table 10. Differences in Family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by Work Experienc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RICU=Respiratory Intensive Care Unit; CCU=Coronary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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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지식간의 관계는 변수의 평

균이 모두 정규성을 띄므로 모수통계로 분석하였다.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

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보통 양의 상관관계(r=.205, p =.021)를 보여 호스피

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인 개인에 대한 태

도 영역, 가족 구성원의 태도 영역과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의 하위 영역

인 통증 및 증상 관리 영역, 철학과 원칙 영역, 심리 · 사회적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분석 하였다.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철학과 원칙 관련 

지식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개인의 태도 영역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

(r=.184, p =.039)를 보였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 영역

과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r=.182, p =.041)를 보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철

학과 원칙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가족

구성원의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한 심리 · 사회적 지식과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개인의 태도 영역 간에 

보통 양의 상관관계(r=.290, p =.001)를 보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심리 · 

사회적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개인의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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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r p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205 .021

Domains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Personal attitude Family attitude

r p r p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Pain and 

symptom 

management

.067 .455 .027 .765

 Philosophy 

and principles
.184 .039 .182 .041

Psychosocial .290 .001 .055 .364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Domains of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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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간의 설명력을 알

아보기 위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기간,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

의 P-P 도표, 산점도,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 잔차는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잔차의 부분 산점도

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공차 한계는 0.62에서 0.98이며, VIF는 1.04에서 1.68

의 범위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는 총 임상경력(β=.21 , p=.013), 학력(β=.15 , p=.033), 호스

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β=.31 ,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호스

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32%를 설명하였다(F=10.13, p<.001). 총 임상경력

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약 7.9%를, 학력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약 12.7%를,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한 태도의 약 15.4%를 설명하였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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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R2 change

42.11 3.15 11.92 <.001

Education .17 .10 .15 2.02 .033 .127

Length of clinical

career (month)
.31 .04 .21 3.19 .013 .079

Length of ICU career

(month)
.054 .04 .029 1.25 .213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17 .07 .31 3.63 <.001 .154

R2=.36, Adjusted R2=.32, F=10.13, p <.001

Table 13.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to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N=127)

 ICU=Intensive Care Unit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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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간호 지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175명이었다. 

1.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102±37점으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별 총 5점 만점에 평균 3.27±0.31점으로 

Frommelt(1991)의 평균 2점 이상에서 임종 간호 태도가 보통이라고 해석한 것에 

따르면 본 연구의 임종간호태도의 결과는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도구

를 4점 Likert’s 척도로 수정하여 16점~120점 범위로 측정한 홍은미(2013)의 연구

는 평균 88.45±7점이었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혜진(2004)의 연구는 

평균 88.7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 중에서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4년제 학사를 

졸업한 간호사가 전문학사를 졸업한 간호사보다 총점이 높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 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향(2013)의 연구에서 전문대 졸업자보다 4년제 졸업자 이상의 간호사가 임종간

호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내과 중환자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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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중심으로 실시한 김은정(2012)의 연구와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선숙(2010)의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하여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전문학

사를 졸업한 간호사와 4년제 학사를 졸업한 간호사 간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

한 태도의 차이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교육 커리큘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고 생각된다.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김정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 대

학 학부 교과과정 중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교과과정이 4년제 대학의 경우 

35%의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10%의 학교에서만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비하여 학부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접할 기

회가 더 많고 이러한 부분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상 관련 특성 중에서는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 기간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는데, 중환자실 근무 기간에 따라서는 단변량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다변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이 61개월 이상인 간호사가 1개월~24개월 간호사, 25개월~60개월 

간호사에 비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 한 연구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다른 

경력 간호사에 비하여 임종간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노선숙(2010)

의 연구와 홍은미(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

의료에 대한 태도는 총 임상경력이 61개월 이상인 간호사, 1개월~24개월 간호사, 

25개월~60개월 간호사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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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선행 연구(김갑규, 2014; 김성은, 2010; 김향, 

2013; Lang et al., 2008)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호스피스 · 완

화의료에 대한 태도는 총 임상경력이 25개월~60개월인 간호사가 1개월~24개월, 

61개월 이상인 간호사에 비하여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장양민(2014)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도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경력 간호사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피로도가 높고, 낮은 만족도를 보였

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응급실과 유사한 특수한 환경

에서 근무하는 중환자 간호사도 25개월~60개월 경력의 간호사가 다른 경력의 중환

자 간호사에 비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고, 직무 만족도가 낮음으로 인한 

결과로 짐작할 수 있겠다. 

단변량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인 중환자실 근무기간의 경우, 총 임상경력과 마

찬가지로 중환자실 근무기간이 61개월 이상인 간호사가 1개월~24개월 간호사, 25

개월~60개월 간호사에 비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 태도를 조사한 최현숙(2013)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경력이 많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양순진(2014)의 

연구에서 5년 이상의 중환자실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다른 경력 간호사에 비하

여 좋은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실 근무기간이 길수록 간호 업무에 익숙해지고 상황별 대처 

능력이 향상되며, 임상에서 죽음의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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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간에는 보통 양의 상관관계(r=.205, p =.021)를 나타내었다. 즉,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수언(2014)의 연

구 결과(r=.287, p <.001)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Cagle 등(2014)의 연구 

결과(r=.22, p =.023)와 일치한다. 김수언(2014)의 연구에 의하면 호스피스 · 완화

의료에 대한 지식은 교육 시간에 비례하여 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

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 전과 후

의 지식 정도의 변화를 조사한 이영은, 최은정과 박정숙(2012)의 연구에서는 교육 

전과 비교하여 교육 후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Azami-Aghdash(2015), Fenstad 등(2014), Hsu, 

Chen, Lee와 Tsou(2012)를 비롯한 국외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교육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지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볼 때,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요소이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고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연구 대상자 총 127명 중 9명(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고,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총 교육 기간 또한 평균 2.25일(±14.60)인 것으

로 나타나 임상에서 빈번하게 임종 환자를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임종간호를 제공하고 있고, 호스피스 ·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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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교육이 시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문항 3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와 문항 5 ‘나는 임종

환자 간호를 맡고 싶지 않다.’, 문항 7 ‘임종환자들에게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문항 26 ‘내가 말기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

가 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가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태도로의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의 세부 항목인 철학과 원칙 관련 지식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개인(r=.184, p =.039)과 가족 구성원(r=.182, p 

=.041) 모두의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상관관계가 있었고, 심리 · 사회적 지식이 개

인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 상관관계(r=.290, p =.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 과정에 철학과 원칙 관련 영역 

뿐 아니라 심리 · 사회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특수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철학과 

원칙 관련 영역 뿐 아니라 심리 · 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

성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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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한

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총 

임상경력,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으로 전체의 32%를 설명하였고, 이중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살펴봤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회귀 분석한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교육을 통하여 

중재가 가능한 요인이므로 긍정적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중환자실 모든 간호사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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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연구 측면 :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우리나라의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첫 연구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간호실무 측면 :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포함하여 각 요인들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환자 간호사의 학력,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기간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호스피

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실무에서 교육을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간호교육 측면 : 본 연구결과는 중환자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특수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로인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의 토대가 되어 질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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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되어 진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조사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간호 지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 까지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6

개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1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도구는 

Frommelt(1991)가 개발한 FATCOD(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도구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수정 · 보완한 도구와 Ross 등

(Ross et al., 1996)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 (PCQN)을 김상

희(2011)가 번안한 도구로, 자료 분석은 SPSS/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s test 및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 하였다. 사후검정은 LSD test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의 유의수준은 p< .05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18명(92.9%), 남성이 9명(7.1%)이고, 연령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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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7.39(±3.53)세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104명(81.9%), 기혼 23명(18.1%), 사

별과 이혼은 없었다. 종교는 무교 60명(47.2%), 기독교 31명(24.4%), 천주교 20명

(15.7%), 불교 14명(11%), 기타 2명(1.6%)이었고, 학력은 전문학사를 졸업한 간호

사 12명(9.4%), 4년제 학사를 졸업한 간호사 109명(85.8%), 석사 과정 중인 간호

사 2명(1.6%), 석사 졸업 이상인 간호사 4명(3.1%)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주변인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험은 사망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30명

(23.6%), 사망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97명(76.4%)이었고, 최근 1년 동안 미디어를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64명(50.4%), 

들어본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63명(49.6%)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64명(50.4%),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63명(49.6%)이었

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49.60개월(±38.80), 중환자실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44.63개월(±33.64)이었고, 중환자실에서의 임종환자 간호 경험 횟수는 평균 주 

1.8회(±2.9)이었다.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가 적용 된다면 ‘자문가 모

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67명(52.8%)이, ‘통합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46명

(36.2%)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14명(11%)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총점은 80점~128점 

범위로 평균은 102±37점이었다.

셋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정답의 총점은 1점~14

점 범위로 평균은 7.96±2.44점이었다.

넷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상 관련 특성 중에는 총 

임상경력과 중환자실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총 임상경력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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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 근무기간이 61개월 이상일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보였다.

다섯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호스피스 · 완화의

료에 대한 태도는 보통 양의 상관관계(r=.205, p =.021)로 나타나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의 관련요인은 학력, 

총 임상 경력,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었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대상자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임이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학력과 총 임상경력, 중환자실 근무기간은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스

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환자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특수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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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성인 중환자실 간호

사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

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이외에도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고 있으므

로 이들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환자

실 타 직종을 포함하여 직종 간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 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호스

피스 · 완화의료 전문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넷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태도 측정 도구와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신체적, 심리 · 사회적, 영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호스피스 · 완화의

료 지식 측정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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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책임자명 : 설은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이 연구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중환자실에서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설

은미 연구원이 각 병동의 책임자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각 병동의 책임자가 

연구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

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하는 요인

을 조사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환자실에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에 대한 간호 지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175명의 성인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 할 예정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설문 작성은 1회 시행되며 수집된 자료는 오직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자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설문지 작성 후 바로 밀봉할 수 있는 봉투를 같이 동봉하오니 설문지 

작성 후 바로 봉투에 넣으시어 밀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은 각자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각 병동의 책임

자에 의하여 배포 될 것입니다. 설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태도’를 묻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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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관련 특성’을 묻는 13문항,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

한 지식’을 묻는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작성 하신 후에 각 병동의 책임자에게 

밀봉된 설문지를 제출하시면 담당 연구원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설문지 작성 시간은 대략 15~20분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설문지 작성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설문 조사이므로 설문 내용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본 연구

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ID로 처리하고 자료 수

집 후 자료는 숫자로 코딩하고 설문지와 자료 분석 문서는 책임 연구자의 연구실에 있는 잠

금장치가 설치된 서류함에 자료를 보관하고 본 연구가 출판된 후에는 자료를 분쇄 폐기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

로 인한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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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설은미 연구원 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

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

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2000원 정도의 작은 기념품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

시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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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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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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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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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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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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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V 표시 해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4.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4-1 종교가 있다면, 귀하는 종교(신앙) 생활을 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년 

4-2 종교가 있다면, 귀하의 종교 활동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한 달에 2-3일  ③주 1회

  ④주 2-3회   ⑤주 4-5회   ⑥ 매일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전문학사 졸업(3년제 간호과 졸업) 

 ② 학사 졸업(4년제 간호학과 졸업, RN-BSN, 방송통신대)

 ③ 석사 과정 중 

 ④ 석사 졸업 이상 

6. 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           ) 년  (         ) 개월

7. 귀하의 현재 근무 부서는?

 ① 내과계 중환자실 ② 외과계 중환자실 ③ 응급 중환자실 ④ 심폐기계 중환자실 

 ⑤ 심혈관 내과계 중환자실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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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의 중환자실 근무 기간은?

   (           ) 년  (         ) 개월

9.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교육 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9-1. 교육 경험이 있다면 총 교육 기간은?

   (         ) 개월  (         ) 주  (         ) 일 

10. 중환자실 임종 환자 간호 경험 횟수는?

  주 (       ) 회

11. 최근 1년 동안 주변인(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지인)이 사망한 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12. 최근 1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13. 중환자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적용 된다면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 자문가 모델 : 자문가 1인(주로, 완화 의료 전문 간호사)이 있거나 완화의료

                  팀이 있는 경우로 완화의료자문 요청 기준(triggering criteria)

                  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선별해 자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Nelson et al., 2010a).

  ※ 통합 모델 : 중환자실 의료진들에게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중환자실 의료진이 직접 중환자실 의료에 완화의료를 

                 통합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elson et al.,

                 2010a).   

  ① 자문가 모델   ② 통합 모델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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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임종 환자 간호는 가치 있는 학습 경험이다.

2
죽음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

다.

3
죽어가는 사람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

는 것은 힘든 일이다.

4
환자 가족을 위한 간호는 사별 직후 비탄과 사별

이후 애도 기간 전반에 지속되어야 한다.

5 나는 임종환자 간호를 맡고 싶지 않다.

6
간호사는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

하지 않아야 한다.

7
임종환자들에게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

을 느낄지도 모른다.

8
간호하고 있는 환자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을 포기할 때 나는 화가 날 것이다.

9
임종환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10 임종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11

환자가 “내가 죽나요?”라고 물었을 때, 즐거운 

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다.

12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신체적 간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13
내가 없을 때 내가 간호하던 환자가 임종을 맞이

하셨으면 한다.

14 나는 임종환자와 친밀해지는 것이 두렵다.

15
나는 실제로 죽는 사람을 본다면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16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변화를 받아들이기 위

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 할 것이다.

  Ⅱ. 다음은 귀하가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칸에 V 표시 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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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자가 죽음에 임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것을 정리해야 한다.

18
가족들은 임종환자가 남겨진 삶을 최상으로 만들

도록 돕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적 중재에 대해 의

사결정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20
가족들은 임종환자를 위해 가능한 친숙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21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22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간호까지도 포함해야 한

다.

23
간호사는 임종환자가 필요시 면회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24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한

다.

25
임종환자 간호에 있어서는 통증 완화 약물에 대

한 의존성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26
내가 말기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울

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27
임종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솔직한 답

변을 들어야 한다.

28
죽음과 임종에 대한 가족 교육은 간호의 책임이 

아니다.

29

임종환자에게 감정적, 결정적으로 밀착된 가족들

은 환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수행에 종종 방해가 

된다.

30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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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맞다 틀리다

모르

겠다

1
완화의료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

에만 적절하다.

2
모르핀은 다른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효과를 비교하는 표준지표로 

이용된다.

3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통증치료의 방법이 결정된다.

4 통증조절에서 보조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5 임종 시 환자가족이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죽음에 이르기 전 마지막 몇 일 동안,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기

면증상(drowsiness)이 있으므로 환자를 진정시킬 필요가 적어진

다.

7
통증 조절을 위해 모르핀을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약물중독

(drug addiction)이 주요한 문제이다.

8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변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완화의료를 제공할 때 간호사는 환자와의 정서적 분리가 요구된

다.

10
질병의 말기에, 호흡기능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은 몇 가

지 호흡곤란을 치료하는데 적합하다.

11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더 빨리 애도에서 회복된다.

12
완화의료의 철학은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treatment)의 철학

과 모순되지 않는다.

13
위약(placebo)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통증의 치료에는 적

절하다.

14 고용량의 코데인은 모르핀보다 심한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15 고통과 신체적 통증은 같은 의미이다.

16
데메롤 (Demerol)은 만성 통증의 조절에 효과적인 진통제가 아니

다.

17
상실의 누적은 완화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소

진(burn out)하게 만든다.

18 만성 통증의 임상양상은 급성통증의 임상양상과 다르다.

Ⅲ. 다음은 귀하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질

    문들입니다. 각 항목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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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을 상실하는 경험은 친밀하거나 가까운 관계

의 사람의 상실보다 더 쉽게 극복이 되어 진다.

20 통증의 역치는 피로나 불안증상이 있으면 더 낮아진다.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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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SEOL EUN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oh, Chin-Kang, RN, PhD

In the ICU, an approach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crucial to all 

patients for their comfort and quality of life. But, In Korea, it is not even 

being discussed the need in practice. S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f 

the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was also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knowledge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ICU nurses.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15th to 30th, 2015, in the S university of 

hospital in S city of six adult intensive care units for 175 nurse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research study, comple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research used a tool with 30 question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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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OD(Frommelt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 developed by  

Frommelt(1991),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Cho Hye-Jin, Kim 

Eun-Sim, and another tool with 20 questions based on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 (PCQN) developed by Ross et al and translated by Kim 

Sang-He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subjects, 92.9% were women,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27.39 years. Marital status was single the most and it’s 

percentage was 81.9%, having no religion was 47.2%, Bachelor degree 

nurses were 85.8%. During the past year, nurses who had no  

experiences to the deaths of the Family, relative, friend,  close 

acquaintance were 76.4%, During the past year, nurses who Heard about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ere 50.4%. 92.9% of the nurses took no 

education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e average length of clinical 

carrer of the subjects was 49.6 month, the average length of ICU carrer 

of the subjects was 44.63 month, the average number of end-of-life care 

of the week was 1.8 times. if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ill apply, 

52.8% answered consultant model might be the most appropriate, 36.2% 

answered integrative model might be the most appropriate, the rest 11% 

answered I don’t know.  

2) The total score of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was the range of 80~128 points with the average score of 

102±37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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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total score of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was the range of 1~14 points with the average score of  

7.96±2.44 points. 

4) As to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cording to the ICU nurses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 That is, the higher education 

, attitudes appear to be positive, as well. As to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cording to the ICU nurses work 

experience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length 

of clinical carrer and length of ICU carrer. more than 61 month clinical 

carrer and ICU carrer nurses have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5)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ICU nurses and their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ere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r=.205, p =.021).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ttitudes appear to be positive, as well.

 To summaries these results, education, length of clinical carrer and 

length of ICU carrer were crucial variables for promoting positive attitud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specially higher the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ttitudes appear to be positive, as well. 

Therefore, a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 for ICU nurs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knowledge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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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mote positive attitudes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or ICU 

patients. 

keywords : ICU(Intensive Care Unit) Nurse, Hospice, palliative care, 

influencing factors, attitude

student Number : 2013-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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