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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심폐소생술은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을 경시한 

무분별한 시행으로 의미 있는 생명유지보다는 생존기간만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심폐소생술의 폐단을 방지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금지가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심폐소생술 금지는 중환자실에서 결정되며,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중증환자와 심폐소생술 금지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임종간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진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서나 교육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환경에서 환자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이후의 

간호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며, 이미 발표된 연구들 또한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금지를 결정하는 환자의 특성과 

중환자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간호활동의 빈도와 이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기존의 중환자실 간호활동 

도구를 수정, 보완한 44개 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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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중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말초 정맥관, 중심 정맥관 삽입 및 유지간호를 

한다.’, ‘E-tube 및 tracheostomy 유지간호를 수행한다.’의 

항목에서 가장 빈도 변화가 없었다.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 하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한다’, ‘종교의식 

참여를 원할 경우 환경을 마련해 주며 원목자 및 영적 지도자를 

원할 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 ‘교우나 친지의 방문을 

격려한다’의 항목에서는 빈도 증가가 있었다.  

둘째,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실제로 시행된 간호활동의 

빈도는 대부분 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요도는 대부분 변화가 있었다. 

특히 ‘보호자의 호소를 경청하고 감정상태를 표현하게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를 갖는다.’, 

‘환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관심(존중)을 갖고 필요시 

도움(소장하던 담요, 음악을 제공)을 준다.’의 항목에서는 

중요도가 증가했고  ‘배변 및 배뇨양상과 장애유무를 사정한다.’,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를 monitoring한다.’, 

‘위장관계 기능을 사정한다.’의 문항에서는 중요도가 감소했다.  

셋째,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근무부서, 

중환자실 근무 기간, 사별경험,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주체,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면회 허용 정도,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환자의 격리실 사용 허용여부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심폐 소생술 금지 결정 이후 간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간호 활동의 빈도와 인식하는 각 활동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가 클수록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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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금지를 

결정한 환자의 경우 간호사는 중요도에 따라 간호활동의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더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영적 간호에 집중해야 

한다.  

 

주요어 :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금지, 중환자실, 

간호활동, 중요도, 빈도 

학 번 : 2014-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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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심폐소생술과 의료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생명 

유지와 연장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이런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허대석, 2008). 실제로 

심정지 30초 이내에 시행되어진 심폐소생술의 경우 성공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이상 생존율은 

9.2%로 낮았다(Myrianthefs et al., 2003). 또한 말기 환자, 

만성질환, 비가역적 신체 상태의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실시는 

생물학적인 생존기간만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강영순, 

2005). 이런 경우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환자는 

불필요한 의료 처치로 인한 인간 존엄성 상실(김현아, 2013)을, 

가족들은 치료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불완전한 

사별과정을 경험한다(장상옥, 2000). 이 후 심폐소생술과  예후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이동익, 

2007), 존엄사를 위한 사회적, 영적, 정서적인 면도 중시하게 

되었다(홍석영, 2004).  결국, 환자와 가족들은 존엄사, 무의미한 

치료로 인한 고통 감소, 불필요한 치료의 통제를 선택할 권리와 

자율성을 표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금지(DNR : Do Not 

Resuscitation, 이후 DNR)를 요청하게 되었다(권세희, 2009).  

 

국내 대학병원 의료 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DNR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는 무의미한 치료 논쟁이 59.3%, 경제적인 

이유가 22.2%이다(고윤석 & 강정민, 2005). DNR은 환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의식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자유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허대석, 2008). 실제로 DN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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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의 의사, 의사의 가치관, 의학적 판단에 의한 합의가 

우선시 된다(송태준, 김규표, & 고윤석, 2008). 이런 과정에서, 

DNR은 환자의 존엄사를 위한 결정이 아닌 환자 가족이나 의사를 

위한 결정으로 오용될 수 있다(홍석영, 2004).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도 2009년에 대한 의사 협회에서 ‘연명치료 중지’지침을 

발표하였으나, 내과 전공의의 33%가 지침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도 부재인 상태이다. 의사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DNR 결정은 다른 의사나 병원의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와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으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윤석, 2012). 명확한 기준의 부재상태에서 주치의와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DNR이 결정되고 이후의 구체적 치료 범위는 

같은 DNR 조건에서도 가변적이다(성미혜, 박재희, 정경은, & 

한혜란, 2007).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한정된 시간과 

의료자원으로 여러 중증도의 환자들을 동시에 보고 있다(장상옥, 

2000). 치료와 관계 없이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간호사는 기존의 도덕적 원칙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성미혜, 박재히, 정경은, & 

한혜란, 2007). 특히 임종환자 간호의 비율이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DNR 결정 환자에 대한 교육경험이 적고, 명확한 

간호활동의 범위나 원칙이 규정된 지침서가 없어 이런 갈등을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지각과 해석을 적용하여 해결해 

왔다(정수현, 2007).   

 

DNR을 결정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안위간호는 제공하되 의미 

없는 수명연장과 이로 인한 불편감을 유발하는 간호와 치료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Wiegand, MacMillan, Dos Santos, & Bousso, 

2015). 외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통해 DNR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치료와 간호의 제한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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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Davila, Boisaubin, & Sears, 1986). 첫째, DNR결정시 CPR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환자가 선호하는 죽음과 CPR 외 시행되는 

간호 및 중재의 방향을 선택하였다( Pennsylvania Patient Safety 

Authority, 2008). 둘째, DNR을 결정한 환자에게 실행 지침서와 

행동 촉진 임상 문서(protocol, caremap, standing order)1) 를 

적용하여 간호활동의 문서화 및 임상 수행 표준화, 환자 간호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Clarke et al., 2004).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가 DNR결정 환자에게는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재분배하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장상옥, 

200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명과 죽음의 가치 및 정의가 바뀌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윤리란 없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갈등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DNR 결정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간호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DNR결정 후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간호활동의  변화와 간호사가 제공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까지 DNR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고효정, 2004; 박영례, 김진아, 

& 김기숙, 2011; 김현아, 2013; 김현지, 2014)을 살펴보면 

중환자실에서 DNR을 결정하는 환자의 특성, 전반적 영역의 

간호활동과 각 활동의 중요도를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1)
 근거기반간호, 문사화된 간호중재, 표준화된 임상간호(Clark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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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과 관련된 간호활동과 그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관에 합의점을 찾고 간호활동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근거 

기반의 DNR 결정 후 간호중재 지침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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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 변화와 중요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DNR 결정 후 중환자실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활동들의 빈도 

변화를 기술한다. 

2) DNR 결정 후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활동들의 

중요도 변화를 기술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일반적 특성 및 DNR에 대한 인식 

관련 특성)에 따른 DNR 결정 후 간호활동 중요도의 변화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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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심폐소생술 금지(Do Not Resuscitate: DNR) 결정 

심폐소생술 금지란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죽음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일시적으로 심박동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질병의 경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앞으로 심정지가 일어나도 

심폐소생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한성숙, 정순아, 

문미선, 한미현, & 고규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S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식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주치의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간호활동  

직접간호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간호 행위로 

이는 건강 사정, 영양, 배설, 산소, 수분과 전해질, 

체온조절, 개인위생, 안위방법, 감염조절, 수술환자간호, 

투약, 영적 및 심리적 간호 등을 말한다(박청자 & 이경희, 

1994). 

중환자실에서의 간호는 전문적 행위로 사례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술, 회복에 관여하는 의료 기구, 시설 및 

검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간호를 수행하는 질적인 돌봄 

행위이다(Styles, 1989). 

본 연구에서는 김현지(2014)의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도구를 수정, 보완한 총 44개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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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DNR의 결정과 문제점  
 

1)DNR의 배경 

심장마비로 인해 뇌의 손상 및 전신 순환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구적 손상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심폐소생술협회, 2014). 이런 심폐소생술은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후 많은 생명을 구했으나(한성숙, 김중호, 

문인성, & 용진선, 2005)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시행되었다(Blackhall, Murphy, Frank, Michel, & Azen, 1995). 

특히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소생하여 퇴원하는 경우는 

3.3%의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며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한 법적 

의미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Karetzky, Zubair, & Parikh, 

1995). 이에 환자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무의식 

생존상태를 무의미한 치료, 비인간적인 기간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허대석, 2008). 또한 가족들은 임종을 병원에서 

맞이하며 생명 유지 장치의 최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DNR을 생각하게 

되었다(홍석영, 2004). 

 

2) DNR의 명문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1976년 미국에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으로 통과되어 1980년 로마 

교황청은 ‘존엄사’로 인정하였다(허대석,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족 등 대리인이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한다.’, ‘의료인들은 심장 혹은 호흡이 정지된 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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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시키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거나 환자의 의지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2009; 홍완식, 2009). 서울대병원은 2009년 암환자, 뇌사 상태 

환자,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환자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기준으로써,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공식 통과하였다(서울대병원, 2009). 

 

3) DNR 의 결정 

DNR은 환자의 죽음이 임박하고 궁극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의학적 처치가 환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이후의 삶의 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Tomlinson & 

Czlonka, 1995).  

DNR의 3가지 속성은 안위간호, 부가적 치료금지, 

심폐소생술의 금지이다. 1> 안위간호는 통증완화요법, 욕창 

간호, 위생관리 등의 신체의 보존적 간호와 정신요법, 영적 

및 정서적 지지 등의 정신의 보존적 간호이고, 2> 부가적 

치료금지는 강심제나 혈압 상승제 등 약물처치 제공금지와 

중심 정맥관 삽입,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침습적 처치 제공 금지이며, 3> 심폐소생술의 금지는 

흉부압박, 인공호흡, 전기적 제세동 등의 물리적 소생술 

금지라고 하였다(박형숙, 구미지, & 김영희, 2006). 

이런 DNR 결정은 통증 감소, 명예로운 영적 믿음, 주변 환경과 

적절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새로운 치료 

및 간호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다(Baylor College of Medicine, 2015). 이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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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치료의 무의미함을 판단하거나 치료의 수준을 재결정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 하여야 한다. 

 

4) DNR 결정 시 문제점 

DNR 결정은 의학적, 법적 결정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정수현,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개인적 

판단에 근거하여 보호자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손명세, 

1998). 이런 상황에서의 의사의 판단은 구체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여 법적, 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이소우 et al., 1997). 

또한 DNR에 대한 잘못된 인식, 생명에 대한 가치관 고려 시 환자의 

의견 결여, 문화적 미성숙,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DNR 결정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허대석, 

2008).  실제로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가족들은 DNR 결정시 

열악한 상황(불충분한 설명과 이로 인한 이해의 부족)에서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고 안타까움, 무능함,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은 환자가 

치료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느낌, DNR 결정이 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사랑 또는 불효인가라는 갈등으로 DNR 결정 자체를 철회하는 

혼돈을 가져오기도 한다.(강은희, 2011). 

 

외국의 경우 DNR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치료와 간호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문서양식을 갖고, 전문적인 팀과 

보호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에 의해,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Santonocito, Ristagno, Gullo, & Weil, 

2013).  

 

DNR 결정은 법적, 윤리적, 문화적,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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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의 DNR로 환자와 

가족에게 죽음에 대한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 부여, 

불필요한 치료를 철회함으로써 인생의 과정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해야 한다(박형숙, 구미지, & 김영희, 2006). 이런 

과정을 문서화 작업으로 남겨 혼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DNR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DNR 결정 

기준, DNR 결정 후 치료와 간호 지침을 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효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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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에서 DNR과 간호활동 
 

중환자실은 의학기술의 집약체로써 급성 기능부전이 있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과 최신 장비를 

투입하여 24시간 체제의 집중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하는 특수 

부서이다. 이런 이유로 폐, 심장, 신장 기능이 상실 되어도 의료 

장치나 약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연장시켜 연명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상당히 많다(배종면, 공주영, 이재란, 허대석, & 

고윤석, 2010). 실제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DNR 환자의 발생률은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78.8%(노화경, 2011)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들의 DNR 결정 환자와 사망을 경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김명진, 2007). 또한 중환자실에서는 DNR 결정 

이후에도 많은 치료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송태준 et al., 2008).  

 

중환자실에서의 연명치료는 환자의 고통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다른 중환자들의 

병상 이용을 제한한다(고윤석, 2012). 그러므로 희박한 생존율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료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치료로 인해 유발되는 

환자의 고통과 존엄사(Murphy & Matchar, 1990), 의료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고려하여 치료 수준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김현지, 2014).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 간호사는 DNR환자에게 

1)신체적 안위 제공, 2)따뜻한 마음과 태도로 정서적 지지(이소우 

et al., 1997), 3)존엄한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화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강성례, 2001) 제공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중환자와 함께 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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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업무상 갈등과 윤리적 고뇌에 빠지고 

있다(변은경 et al., 2003). 이는 주치의와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DNR 결정, 이후 주치의의 가치관에 따른 구체적 치료 

범위의 차이(김상희, 1998; 이순행, 김정숙, 황문정, 황버들, & 

박윤정, 1998),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간호요구 변화와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 요구,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임종환자 고통의 간접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강오 & 윤현정, 2006). 또한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침의 부재상태에서 다양한 갈등을 대처함에 있어 선임 

간호사의 모습을 사례로 습득한 윤리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발생된다(김상희, 1998; 이순행 et al., 1998). DNR결정 환자 

입장에서도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와 한정된 

면회시간이라는 중환자실 특수성으로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이명선 et al., 2008). 

게다가 이런 중환자실의 환경속에서 의료진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혼돈으로 의료법적 문제 및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Siddiqui, Sheikh, & Kamal, 2011).  

 

DNR 상황에서 발생하는 간호활동에는 결과적으로 최대의 이득을 

추구하는 입장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과 도덕을 추구하는 

입장이 존재한다(정수현, 2007). 간호사들은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자신과 신념과 가치, 도덕, 윤리에 중점을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함에 따라 다른 영향력과 기준을 제공받게 

된다(심옥주, 2002). 따라서 DNR 결정 환자 간호시 발생하는 

갈등은 전통적인 도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고(정희자 & 문희자, 

1995) 이로 인해 중환자 간호사의 윤리 기준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장상옥, 2000).  

 



- 13 -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DNR 결정 환자들에게 

‘환자치료등급제(patient care category)2)’를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줄였다(Davila et al., 1986). 이와 

함께 DNR 환자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DNR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지식 

제공으로 DNR 내용을 갱신하여 DNR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구해 왔다(Mani, 2015).  

 

DNR은 가변적, 개별적 특수상황이다. 따라서 DNR결정과 이후의 

의료자원 제공은 치료팀과 간호팀, 가족 간의 상호 작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며 간호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공병혜, 2001). 사회는 간호사의 의사결정에 뒷받침이 

되는 법적인 제도를, 병원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정수현, 2007). 

 

 

 

 

 

 

 

 

 

 

 

                                           
2)
 적극적인 치료, 심폐소생술만을 제외한 적극적 치료, 심폐소생술을 제

외한 부분적 치료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방식(Davila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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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DNR결정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지속하는 

것으로부터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안위간호만 유지하는 간호까지 

다양한 범위의 간호중재를 제공받는다(Miles, Cranford, & Schultz, 

1982). 가족들은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질을 높이는 것에 통증 조절, 

평화로움 죽음, 존엄성 유지, 의료적 문제 대한 통제, 존중감을 

느끼고 싶어한다(Mularski, Heine, Osborne, Ganzini, & Curtis, 

2005). 또한 간호사의 영적 간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간호 중재 

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Taylor & Amenta, 1994), DNR을 

결정한 보호자는 환자 상태와 돌봄에 대해 간호사를 더 믿고 

의논하고 싶어하므로(Jarrett & Payne, 1995) 간호사는 정서적, 

영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효정(2004)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간호활동에서 변화는 없었고 가장 변화가 

없었던 간호는 기도흡인, 수액선 교환, 활력징후 측정 순이었다. 

박영례, 김진아, and 김기숙 (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활동의 

변화는 없었고 가장 변화가 없었던 간호는 침상정리, 구강간호, 

기도흡인, 배액관 관리, 감염관리, 침습적 라인 관리 순이었다. 

김윤희 (2013)의 연구에서는 수액 감시 및 관리, 활력징후 측정과 

같은 활동에서 변화가 없었고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가 가장 

소극적 변화를 보였으며 침상 교환과 구강간호는 적극적 증가 

소견을 보였다. 김현지(2014)의 연구에서 변화 없는 

간호활동으로는 활력징후, 동공반응 및 의식 사정, 흡인간호, 

프라이버시 유지가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영역, 특히 정서적 

영역에서 간호활동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중환자실에서의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생명과 직결된 간호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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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정(2004), 박영례, 김진아, & 김기숙(2011), 김윤희(2013)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간호현장에서 간호활동 및 윤리적, 정서적 

태도를 동시에 조사했던 이유로 직접 간호 행위에 대한 문항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고 김현지(2014)의 연구는 호스피스 간호와 

중환자실 직무를 접목한 도구를 사용하여 각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연구도구와 장소에 따라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영역의 한계, 업무 부담, 중환자실의 

면회제한이라는 환경,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김현지, 2014). 또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DNR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김현지(2014)는 DNR 교육 필요성, DNR 결정 환자 간호 protocol 

필요성 및 사용 유무, 정수현 (2007)은 간호 전문직관, 

김경란(2015)은 DNR 결정 주체, 김윤희(2013)은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 우미경(2012)은 DNR 결정 후 가족의 면회허용, 

DNR 결정 환자의 격리실 사용, 정영란(2014)는 DNR 설명시기라고 

하였다. 간호사들은 개인적 특성과 이런 환경속에서 DNR 

결정환자에게 중요한 정성적, 영적, 사회적 영역에서 소극적 간호 

태도를 보인다(박영례 & 김기숙, 2010).  

 

중환자실에서 간호활동은 기본적 간호와 침습적 치료에서도 

필수적 항목과 부수적 항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세분화한 도구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환자실의 DNR 결정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환자의 낯선 모습, 부종, 피부 변화와 같이 관찰 

가능한 영역에 관심이 많고 정서적인 부분의 간호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김원정, 2015) 이 부분의 간호활동을 강화한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족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환경,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환자의 무의식 상태(김윤희, 20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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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 DNR은 받는 치료 

항목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안위증진,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DNR을 받은 후라면 당연히 간호활동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증가해야 하는 간호활동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 ‘감소해야 하는 간호활동이 변화가 없거나 증가’, 

‘유지해야 하는 간호활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생각의 합의를 이끌어 옳은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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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DNR 후 간호활동의 빈도 변화 및 중요도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DNR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중환자실 간호사 전수(n=195)에 설문지를 돌리고 

총 16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165부 중 DNR 환자를 본 경험이 

없고 불성실한 답변이 20% 이상인 10부를 제외한 15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의 적정수준을 계산한 결과, 유의수준 

α는 0.05, 효과크기는 0.25를 설정하고 교차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 155를 입력하여 계산하였을 때 검정력이 0.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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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중환자실 간호사의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중환자실 간호사의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는 

김현지(2014)의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변화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현지(2014)의 도구는 총 39 문항으로 

신체적 영역 21문항, 정서적 영역 15문항, 영적 영역 6문항, 

사회적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사망까지 재원기간이 평균 5.8일이고, 

DNR 결정 환자의 GCS 는 5.4점으로 악화되어 의식이 저하된 상태, 

DNR 결정을 보호자가 결정하고 보호자의 요구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김경란, 2015),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단어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용어의 적합성, 간호활동의 중복, 순서 배열에 대한 전문가 대상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중환자실 경력을 가진 

간호학과 교수 1인,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중환자실 교육간호사 

2인, 중환자 전문간호사 2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자문을 거쳐 

수정 보완된 도구는 총 44 문항이고, 최종 CVI는 0.9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의 DNR 결정 시점을 환자의 의식 악화 

상태에서 가족과 주치의에 의해 DNR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빈도의 변화 

본 연구에서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빈도의 변화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활동 44개 설문 문항 각각의 빈도에 대하여 

김현지(2014)의 도구와 같이 ‘증가’, ‘변화 없음’, 

또는‘감소’로 표시한 것을 측정하였고, 명목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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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김현지,2014).  

 DNR 결정 후 간호활동 중요도의 변화 

본 연구에서 DNR 결정 후 간호활동 중요도의 변화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활동 44개 설문 문항 각각에 대하여 DNR 

결정 전의 중요도와 DNR 결정 후의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중요도에 대한 답은 권영옥(2012)의 직무 중요도의 표현으로‘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중요하지 않다(2점), 중요하다(3점), 매우 

중요하다(4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중요도의 변화는 DNR 결정 

후의 중요도 값에서 DNR 결정 전의 중요도 값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즉 양의 값은 중요도의 증가를, 음의 값은 중요도의 

감소를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 ~ +3’이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969이었다(권영옥, 2012). 

 

2) 간호사의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최종 

학력, 임상 경력, 현재 근무 부서, 중환자실 근무 기간, DNR 환자 

경험 유무, 가족의 사별경험) 10문항과 간호사의 DNR에 대한 인식 

관련 특성(DNR교육 필요성, DNR 결정 환자간호에 대한 간호 

전문직관, DNR 결정 주체, DNR 결정 환자 간호 protocol 필요성 및 

사용 유무,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 DNR 결정 후 가족의 

면회허용에 대한 생각, DNR 설명시기, DNR 결정 환자의 격리실 

사용에 대한 생각) 9문항으로 구성된 총 19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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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자료수집에 앞서 S 대학병원(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 S시에 소재하는 S 대학 병원 간호본부의 자료수집 

허가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작성 전 각 병동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한 후 

연구자가 직접 각 부서의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과 연구참여 동의서, 

설문지, 연구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를 명시하여 배포하였다. 

2016년 1월부터 4주간 S 대학병원 6개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DNR환자를 본 경험이 있으며 설문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시행했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대상자의 정보노출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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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 대학병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고 

설문지와 함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설문 결과를 오로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리하여 회수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빠른 기일 안에 숫자화 하였고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사은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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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 및 관련 특성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② 중환자실 간호사의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 변화, 전, 

후 중요도는 평균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③ DNR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 변화는 Paired T-test, 중요도 

변화와 관련된 간호사의 특성은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였다.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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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 

  

1)  일반적인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평균 

연령은 28.42±4.05세였고, 성별은 여자가 98.7%(153명), 

결혼상태는 기혼이 17.4%(27명), 미혼이 82.6%(128명)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4.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18.7%(29명), 천주교가 17.4%(27명), 불교가 9%(14명)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4년 졸업이 79.4%(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3년제 

졸업이 5.2%(8명), 대학원 이상이 15.5%(24명) 순이었다.  

총 근무경력은 평균 61.64±50.74 개월로, 1년 이하가 

12.3%(19명)이었고 1년 초과는 87.7%(136명)이었다. 현재부서 

근무경력은 평균 53.30±39.43개월로, 1년 이하가 

12.3%(19명)이였고 1년 초과는 87.7%(136명)이었다. 근무부서는 

외과계 중환자실이 22.6%(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 중환자실이 

20%(31명), 신생아 중환자실이 17.4%(27명), 내과계 중환자실이 

14.8%(23명), 응급 중환자실이 13.5%(21명), 심폐기계 중환자실이 

11.6%(18명)이었다. 사별경험은 ‘없다’가 76.8%(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있다’가 23.2%(36명)이었다. 

 

 



- 24 - 

 

 

 

 

 

 

 

 

(N=155)

Characteristics Catergories Mean±SD

28.42±4.05

≤25 years 43 (27.7)

26years -30years 84 (49.7)

≥31years 28 (22.6)

Male 2 (1.3)

Female 153 (98.7)

Marital status Married 27 (17.4)

UnMarried 128 (82.6)

Religion Christian 29 (18.7)

Buddhism 14 (9.0)

Catholicism 27 (17.4)

Have not 85 (54.8)

Education level Diploma 8 (5.2)

Bachelor 123 (79.4)

≥Master 24 (15.5)

Total clinical career (month) 61.64±50.74

≤ 12month 19 (12.3)

>12month 136 (87.7)

53.30±39.43

≤ 12month 19 (12.3)

>12month 136 (87.7)

Current workplace MICU 23 (14.8)

SICU 35 (22.6)

EICU 21 (13.5)

CPICU 18 (11.6)

PICU 31 (20.0)

NICU 27 (17.4)

Experiences of bereavement Have 36 (23.2)

Have not 119 (76.8)

Note. ICU:Intersive Care Unit;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CU Nurses

     n(%)

Career at current workplace
(month)

Gender

Ag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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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R에 대한 인식 관련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DNR에 대한 인식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DNR을 결정한 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94.8%(147명)이였고, ‘필요 없다’가 

5.2%(8명)이었다. DNR 결정 환자를 돌볼 때 간호 전문직관은 

공리주의적 전문직관이 49%(76명), 의무주의적 전문직관이 

51%(79명)이었다. DNR 결정 주체는 환자 본인이 79.4%(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18.1%(28명), 의사가 2.6%(4명) 순이었다. DNR 

결정 환자 간호에 대한 protocol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92.3%(143명), ‘필요하지 않다’가 

7.7%(12명)이었다. DNR 결정 환자에 대한 protocol 사용유무는 

‘사용하겠다’가 94.2%(146명), ‘사용 안 하겠다’가 

5.9%(9명)이었다.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에 대한 

생각에는 중간인 3점이 41.3%(64명)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옹호에 가까운 4점이 38.6%(60명), 소극적 오더 

수행에 가까운 2점이 13.5%(21명), 1점인 소극적 오더 수행이 

5.2%(8명), 5점인 적극적으로 환자와 보호자 옹호가 1.3%(2명) 

순이었다. DNR결정 후 중환자실에서 가족에 대한 면회 허용 정도에 

대한 생각은 5점인 ‘원할 때마다’가 43.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할 때마다에 가까운 ‘4점’이 41.3%(64명), 중간인 

‘3점’이  10.3%(16명), 그대로에 가까운 ‘2점’이 4.5%(7명), 

1점인 ‘그대로’가 0.6%(1명) 순이었다. DNR 설명시기는 중환자 

입실 시 36.8%(57명)가 가장 많았고 자발 호흡 정지시가 29%(45명), 

혼수상태 시가 21.3%(33명), 입원시가 12.9%(20명) 순이었다. 

DNR이 결정된 환자들이 격리실을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된다’가 88.4%(137명), ‘사용하면 안 된다’가 

11.6%(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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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

Characteristics Catergories

Need 147 (94.8)

No Need 8 (5.2)

Utilitarian attitude 76 (49.0)

Deontological attitude 79 (51.0)

Patient oneself 123 (79.4)

Families 28 (18.1)

Dortors 4 (2.6)

Need 143 (92.3)

No Need 12 (7.7)

Use 146 (94.2)

Not Use 9 (5.8)

1(Passive order
performance)

8 (5.2)

2 21 (13.5)

3 64 (41.3)

4 60 (38.7)

5(Active avocacy of
patient and family)

2 (1.3)

1(as it is stands) 1 (0.6)

2 7 (4.5)

3 16 (10.3)

4 64 (41.3)

5(Whenever wants) 67 (43.2)

Befor admission 20 (12.9)

Intensive Care Unit
admission

57 (36.8)

Spontaneous
Circulation stop

45 (29.0)

Coma 33 (21.3)

Permit 137 (88.4)

Not Permit 18 (11.6)

Note.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DNR patient care protocol use

Nurse's role range after DNR
decision-making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DNR permittion timing

DNR patient's isolation room use
in ICU

DNR patient care protocol need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DNR Perception of
          ICU Nurses

        n(%)

Need of DNR patient care
education

DNR patient care nursing
professionalism

DNR decisio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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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활동의 변화   
 

1) 간호활동의 빈도 변화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이 빈도 변화는 Appendix A의 

Table A-1.과 같았다.  

44개 문항의 대부분인 41개 항목에서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 없음’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Table 3.과 같다.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빈도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의 간호사들이 DNR 결정 후 ‘증가’한다고 보고한 

활동은 Table 4.와 같다.  

한편 DNR 결정 후 간호활동 빈도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의 간호사들이 DNR 결정 후 ‘감소’ 

한다고 보고한 간호활동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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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4 (2.6) 139 (89.7) 12 (7.7)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3 (1.9) 136 (87.7) 16 (10.3)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tube and tracheostomy.

7 (4.5) 136 (87.7) 12 (7.7)

6. Measure body temperature. 4 (2.6) 134 (86.5) 17 (11.0)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5 (1.9) 131 (84.5) 21 (13.5)

Nursing activity

Table 3. Frequency Change(No Change)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 Decision-Making in ICU

Frequancy n(%)

Increase No Change Decrease

Note.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E-tube:Endotracheal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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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99 (63.9) 50 (32.3) 6 (3.9)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84 (54.2) 64 (41.3) 7 (4.5)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80 (51.6) 68 (43.9) 7 (4.5)

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68 (43.9) 79 (51.0) 8 (5.2)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67 (43.2) 81 (52.3) 7 (4.5)

Nursing activity

Note. ICU:Intersive Care Unit; DNR:Do Not Resuscitation

Table 4. Frequency Change(Increase)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 Decision-Making in ICU

Frequancy n(%)

Increase No Change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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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6 (3.9) 78 (50.3) 71 (45.8)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4 (2.6) 83 (53.5) 68 (43.9)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4 (2.6) 84 (54.2) 67 (43.2)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3 (1.9) 92 (59.4) 60 (38.7)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7 (4.5) 91 (58.7) 57 (36.8)

Note. ICU:Intersive Care Unit; DNR:Do Not Resuscitation;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Nursing activity
Increase No Change Decrease

Frequancy n(%)

Table 5. Frequency Change(Decrease)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 Decision-Making in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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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활동의 중요도 변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DNR 결정 전 간호활동의 중요도는 

Appendix B의 Table B-1,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는 Table  

B-2와 같다. 한편 중요도의 변화, 즉 DNR 결정 전 중요도와 DNR 

결정 후 중요도의 차이는 Appendix C의 Table C-1과 같다. 44개의 

활동 중 DNR 결정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문항들은 table 

6.과 같다. 먼저 중요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간호활동은 ‘배변 및 

배뇨양상과 장애유무를 사정한다().’이었다. 이어서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를 monitoring한다(t=-12.55, 

p<.001).’’위장관계 기능을 사정한다(t=-12.32, p<.001).’ 

‘감각, 운동, 순환을 사정한다(t=-12.14, p<.001).’ 

‘진단검사와 관련된 간호를 수행한다(t=-11.54, 

p<.001).’항목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DNR 결정 후 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간호활동들을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먼저 DNR 결정 후 

중요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간호 활동은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하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한다.’(t=9.17, 

p<.001)이었다. 이어서‘교우나 친지의 방문을 격려한다.’(t=7.63, 

p<.001), ‘종교의식 참여를 원할 경우 환경을 마련해 주며 원목자 

및 영적 지도자를 원할 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t=7.60, 

p<.001), ‘긍정적으로 애도과정(존엄한 죽음)을을 경험하도록 

격려한다.’(t=5.88, p<.001), ‘보호자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준다.’(t=5.28, p<.001) 항목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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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3.58 ±.55 2.59 ±.89 -0.99 ±.90 -13.59 (<.001) *** 1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3.64 ±.51 2.66 ±.90 -0.97 ±.97 -12.55 (<.001) *** 2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3.42 ±.62 2.50 ±.88 -0.92 ±.93 -12.32 (<.001) *** 3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3.66 ±.50 2.78 ±.88 -0.88 ±.90 -12.14 (<.001) *** 4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3.53 ±.57 2.76 ±.83 -0.86 ±1.01 -11.54 (<.001) *** 5

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3.68 ±.53 2.81 ±.89 -0.83 ±.97 -10.69 (<.001) *** 6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3.65 ±.53 2.82 ±.91 -0.78 ±.93 -10.62 (<.001) *** 7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3.67 ±.52 2.90 ±.85 -0.78 ±.93 -10.61 (<.001) *** 8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3.54 ±.56 2.80 ±.84 -0.77 ±.91 -10.57 (<.001) *** 9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3.60 ±.57 2.86 ±.85 -0.77 ±.83 -10.48 (<.001) *** 10

6. Measure body temperature. 3.57 ±.58 2.79 ±.88 -0.75 ±.91 -10.48 (<.001) *** 11

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depending on body
temperature.

3.56 ±.55 2.78 ±.89 -0.74 ±.87 -10.40 (<.001) *** 12

19. Maintain L-tube & PEG and perform feeding care. 3.52 ±.60 2.83 ±.83 -0.74 ±.93 -10.30 (<.001) *** 13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line. 3.72 ±.49 2.97 ±.90 -0.74 ±.88 -10.25 (<.001) *** 14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3.61 ±.51 2.90 ±.86 -0.71 ±.88 -10.01 (<.001) *** 15

Note. p<0.05*, p<0.01** p<0.001***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GCS:Glasgow Goma Scale; L-tube:Levin Tube;
PEG: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A-line:Arterial Line;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Table 6. Differences(Decrease) of Importance in Nursing Activities before and after DNR Decision-Making at ICU (N=155)

After DNR-
Before DNR

Nursing activities t(p) Rank
Befor DNR After DNR

Importance(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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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3.66 ±.53 2.92 ±.88 -0.69 ±.83 -9.91 (<.001) *** 16

7. Monitor none invasive blood pressure 3.64 ±.53 3.00 ±.85 -0.64 ±.89 -8.94 (<.001) *** 17

17. Assess skin damage. 3.63 ±.52 3.03 ±.81 -0.60 ±.85 -8.79 (<.001) *** 18

9. Judge and intervene EKG. 3.73 ±.46 3.15 ±.81 -0.58 ±.87 -8.13 (<.001) *** 20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3.66 ±.49 3.14 ±.78 -0.52 ±.80 -8.03 (<.001) *** 21

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3.29 ±.69 2.85 ±.88 -0.44 ±.75 -7.30 (<.001) *** 22

28. Performe oral care. 3.34 ±.66 2.93 ±.84 -0.41 ±.72 -7.15 (<.001) *** 23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tube and tracheostomy. 3.65 ±.52 3.29 ±.72 -0.36 ±.64 -6.99 (<.001) *** 24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3.66 ±.51 3.33 ±.69 -0.34 ±.66 -6.35 (<.001) *** 25

30.Perform nursing (position change, back massage) for
prevention of skin damage (bedsore, wound).

3.50 ±.59 3.16 ±.77 -0.34 ±.75 -5.57 (<.001) *** 26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3.40 ±.62 3.11 ±.82 -0.30 ±.78 -5.15 (<.001) *** 27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3.52 ±.60 3.21 ±.85 -0.30 ±.77 -4.87 (<.001) *** 28

29. Exchange patient gowns and sheets. 3.15 ±.67 2.85 ±.85 -0.29 ±.70 -4.77 (<.001) *** 29

Note. p<0.05*, p<0.01**, p<0.001***; E-tube:Endotracheal Tube; EKG:Electrocardiography

Importance(Mean±SD)

After DNR-
Before DNR

 (N=155)

Nursing activities t(p) Rank
Befor DNR After 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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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3.55 ±.57 3.29 ±.81 -0.28 ±.86 -4.26 (<.001) *** 30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3.54 ±.58 3.25 ±.86 -0.26 ±.77 -4.12 (<.001) *** 31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r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3.48 ±.56 3.28 ±.81 -0.20 ±.76 -3.28 (.001) ** 32

Note. p<0.05*, p<0.01**, p<0.001***; E-tube:Endotracheal Tube; EKG:Electrocardiography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Mean±SD)

t(p) Rank
Befor DNR After DNR

After DNR-
Before 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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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3.03 ±.78 3.67 ±.56 0.64 ±.87 9.17 (<.001) *** 1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2.95 ±.81 3.52 ±.70 0.57 ±.93 7.63 (<.001) *** 2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3.07 ±.74 3.55 ±.60 0.48 ±.79 7.60 (<.001) *** 3

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3.15 ±.76 3.55 ±.61 0.39 ±.83 5.88 (<.001) *** 4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3.25 ±.71 3.55 ±.69 0.31 ±.80 5.28 (<.001) *** 5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3.26 ±.70 3.53 ±.67 0.30 ±.72 5.03 (<.001) *** 6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3.12 ±.69 3.43 ±.71 0.26 ±.66 4.81 (<.001) *** 7

28. Have a warm-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3.44 ±.59 3.64 ±.62 0.23 ±3.35 4.03 (<.001) *** 8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3.37 ±.67 3.55 ±.68 0.20 ±.62 3.31 (.001) ** 9

Table 7. Differences(Increase) of Importance in Nursing Activities before and after DNR Decision-Making at ICU (N=155)

Note. p<0.05*, p<0.01** p<0.001***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CVP

RankAfter DNR-
Before DNR

Nursing activities t(p)
Befor DNR After DNR

Importance(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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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활동의 중요도와 빈도 변화  

중요도가 감소한 항목들 중에서 빈도도 감소했다고 한 비율은 

Table.8과 같다. 중요도가 증가한 항목들 증에서 빈도도 

증가했다고 한 비율은 Table.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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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

Increase No Change Decrease

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0.99 ±.90 5(3.2) 108(69.7) 42(27.1)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0.97 ±.97 6(3.9) 78(50.3) 71(45.8)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0.92 ±.93 2(1.3) 100(64.5) 53(34.2)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0.88 ±.90 9(5.8) 102(65.8) 44(28.4)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0.86 ±1.01 4(2.6) 83(53.5) 68(43.9)

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0.83 ±.97 14(9.0) 99(63.9) 42(27.1)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0.78 ±.93 3(1.9) 92(59.4) 60(38.7)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0.78 ±.93 13(8.4) 87(56.1) 55(35.5)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0.77 ±.91 5(1.9) 131(84.5) 21(13.5)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0.77 ±.83 4(2.6) 84(54.2) 67(43.2)

6. Measure body temperature. -0.75 ±.91 4(2.6) 134(86.5) 17(11.0)

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depending on body temperature.

-0.74 ±.87 3(1.9) 108(69.7) 44(28.4)

19. Maintain L-tube & PEG and
perform feeding care.

-0.74 ±.93 2(1.3) 120(77.4) 33(21.3)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
line.

-0.74 ±.88 13(8.4) 113(72.9) 29(18.7)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0.71 ±.88 3(1.9) 110(71.0) 42(27.1)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0.69 ±.83 7(4.5) 91(58.7) 57(36.8)

7. Monitor none invasive blood
pressure

-0.64 ±.89 9(5.8) 128(82.6) 18(11.6)

17. Assess skin damage. -0.60 ±.85 11(7.1) 118(76.1) 26(16.8)

15. Perform nursing
intervention(bedsore, wound
dressing) on skin damage.

-0.58 ±.89 12(7.7) 116(74.8) 27(17.4)

Table 8.  Frequancy Change for Decreasing Importace Items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 Decision-Making at ICU

Nursing activities

Note.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GCS:Glasgow Goma Scale; L-tube:Levin Tube;
PEG: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A-line:Arterial Line;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Importance
(Mean±SD)

Frequancy n(%)

After DNR-
Befor 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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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N=155)

Increase No Change Decrease

9. Judge and intervene EKG. -0.58 ±.87 20(12.9) 102(65.8) 33(21.3)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0.52 ±.80 3(1.9) 136(87.7) 16(10.3)

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0.44 ±.75 10(6.5) 122(78.8) 23(14.8)

28. Performe oral care. -0.41 ±.72 12(7.7) 124(80.0) 19(12.3)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
tube and tracheostomy.

-0.36 ±.64 7(4.5) 136(87.7) 12(7.7)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0.34 ±.66 4(2.6) 139(89.7) 12(7.7)

30.Perform nursing (position
change, back massage) for
prevention of skin damage (bedsore,
wound).

-0.34 ±.75 8(5.2) 125(80.6) 22(14.2)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0.30 ±.78 3(1.9) 128(82.6) 24(15.5)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0.30 ±.77 37(23.9) 93(60.0) 25(16.1)

29. Exchange patient gowns and
sheets.

-0.29 ±.70 6(3.9) 124(80.0) 25(16.1)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0.28 ±.86 36(23.2) 91(58.7) 28(18.1)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0.26 ±.77 31(20.0) 90(58.1) 34(21.9)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r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0.20 ±.76 50(32.3) 93(61.0) 12(7.7)

After DNR-
Befor DNR

Nursing activities

Note. E-tube:Endotracheal Tube; EKG:Electrocardiography

Importance
(Mean±SD)

Frequanc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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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5)

Increase No Change Decrease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0.64 ±.87 99(63.9) 50(32.3) 6(3.9)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0.57 ±.93 84(54.2) 64(41.3) 7(4.5)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0.48 ±.79 80(51.6) 68(43.9) 7(4.5)

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0.39 ±.83 68(43.9) 79(51.0) 8(5.2)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0.31 ±.80 67(43.2) 81(52.3) 7(4.5)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0.30 ±.72 64(41.3) 83(53.5) 8(5.2)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0.26 ±.66 57(36.8) 82(52.9) 16(10.3)

38. Have a warm-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0.23 ±3.35 60(38.7) 93(60.0) 2(1.3)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0.20 ±.62 61(39.4) 87(56.1) 7(4.5)

Note. DNR : Do Not Resuscitaion; ICU:Intersive Care Unit

Table 9. Frequancy Change for Increasing Importace Items in
         Nursing Activites after DNR Decision-Making at ICU

Importance
(Mean±SD)

Frequancy n(%)

After DNR-
Befor DNR

Nurs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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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중요도 변화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관련 요인은 

Table 10.와 같다. 중요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관련요인은 

Table.11과 같다. 먼저 중요도가 감소한 간호활동과 관련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활동 ‘배변 및 배뇨양상과 장애유무를 

사정한다.’ ‘개발된 간호지침을 적용한다 .’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사별경험,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를 monitoring한다.’, ‘위장관계 기능을 사정한다.’, 

‘체온을 측정한다 .’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근무부서와 

사별경험, ‘진단검사와 관련된 간호를 수행한다.’, ‘피부손상 

간호중재(욕창, 상처 dressing)를 한다.’ ‘피부손상을 

사정한다.’의 중요도 관련요인은 DNR 결정 주체, ‘감각, 운동, 

순환을 사정한다.’ 의 중요도 관련요인은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범위, ‘GCS 또는 동공반응을 이용하여 의식수준을 

사정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근무부서와 DNR 결정 후 

면회 허용정도, ‘환자상태를 사정하여 약물 용량 조절에 대해 

권고한다.’ ‘말초 정맥관, 중심 정맥관 삽입 및 유지간호를 

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DNR 결정 후 면회 허용정도, 

‘체온 에 따른 냉, 온 요법을 수행한다.’의 중요도 관련 요인은 

사별경험과 DNR 결정 후 면회 허용정도, ‘A-line을 통해 blood 

pressure를 monitoring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DNR 

결정 주체와 DNR 결정 후 면회 허용정도, ‘수액 또는 TPN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관리를 한다.’의 중요도 관련요인은 근무부서, 

사별 경험과 DNR결정 후 면회 허용정도,  ‘전해질 검사를 

감시하고 균형을 관리한다.’의 중요도 변화 요인은  결혼 상태, 

‘None invasive blood pressure를  monitoring 한다.’ ‘EKG를 

판독하고 중재한다.’ ‘통증과 불편감 조절을 위한 간호 

중재(편안한 자세유지, prn 진통제 사용)를 시행하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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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평가한다.’ 근무부서, 얼굴 세안과 부분 목욕 간호를 

시행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DNR결정 주체과 DNR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 ‘통증과 불편감의 해소를 위한 진정제 

사용에 대하여 의사 및 보호자와 상의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근무부서와 중환자실 근무기간, ‘환자 간호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의사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DNR 결정 후 격리실 사용 여부가 있었다. 이어서 

간호활동 ‘수혈간호를 한다.’, ‘감염관리를 위한 채혈 및 

배양검사와 관련된 간호를 수행한다.’, , ‘구강 간호를 

시행한다.’, ‘E-tube 및 tracheostomy 유지간호를 수행한다.’,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피부손상(욕창, 

상처) 예방을 위한 간호(체위변경, back massage)를 시행한다.’, 

‘환의와 시트를 교환한다.’, ‘진단검사와 관련된 간호를 

수행한다.’, ‘L-tube, PEG 관리, feeding 간호를 수행한다.’, 

‘통증과 불편감에 대한 환자반응(생리적 반응, 얼굴 표정, 자세, 

표현)을 관찰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 요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중요도가 증가한 간호활동과 관련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활동 ‘보호자의 호소를 경청하고 감정상태를 표현하게 

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근무부서, DNR 결정 주체와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있었다. 이어서 간호활동 ‘환자와 

보호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를 갖는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DNR 결정 후 격리실 사용 여부,‘환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관심(존중)을 갖고 필요 시 도움(소장하던 담요, 음악을 

제공)을 준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임상경력과 DNR 결정 

주체, ‘보호자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준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임상경력, ‘교우나 친지의 방문을 격려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연령이 있었다.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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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과정(존엄한 죽음)을 경험하도록 격려한다.’, 이어서 

‘종교의식 참여를 원할 경우 환경을 마련해 주며 원목자 및 영적 

지도자를 원할 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사회사업실에 의뢰한다.’,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 하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한다.’의 

중요도 변화 관련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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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36 -0.67 (0.8) 2.47 (.015) *

Have not 119 -1.08 (0.9)

MICU 23 -1.04 (0.9) 3.33 (.007) *

SICU 35 -1.31 (1.1)

EICU 21 -1.38 (0.9)

CPICU 18 -0.61 (0.9)

PICU 31 -0.77 (0.9)

NICU 27 -0.63 (0.9)

Have 36 -0.69 (0.8) 2.00 (.047) *

Have not 119 -1.06 (1.0)
MICU 23 -0.83 (1.0) 2.86 (.017) *

SICU 35 -1.37 (0.8)

EICU 21 -0.81 (1.0)

CPICU 18 -1.06 (0.8)

PICU 31 -0.71 (1.0)

NICU 27 -0.63 (0.9)

Have 36 -0.56 (0.8) 2.72 (.007) *

Have not 119 -1.03 (0.9)

MICU 23 -0.74 (0.7) 3.23 (.008) *

SICU 35 -1.17 (0.9)

EICU 21 -1.29 (1.0)

CPICU 18 -0.94 (0.9)

PICU 31 -0.65 (0.9)

NICU 27 -0.52 (0.8)

1(Passive
order
performance)

8 -1.25 (1.3) 3.04 (.019) *

2 21 -1.29 (0.6)

3 64 -0.95 (0.9)

4 60 -0.62 (0.8)

5(Active
avocacy of
patient and
family)

2 -0.50 (0.7)

Familiesa 28 -1.14 (1.0) 4.68 (.011) *

Dortorsb 4 -1.25 (0.5) c>a

Patient

oneselfc
123 -0.31 (0.8) (p=.005)

Table 10. Differences of Importance Change(Decrease) in Nursing
          Activities Related ICU Nurses's General Characteristics
          after DNR Decision-Making

Nurs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p) or F(p)

post hoc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Current
workplace

Nurse's role
range after DNR
decision-making

(N=155)

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Experiences of
bereavement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Current
workplace

Experiences of
bereavement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Current
workplace

Experiences of
bereavement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DNR decision-
maker

Note. p<0.05*, p<0.01** p<0.001***;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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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U 23 -0.78 (0.9) 2.97 (.014) *

SICU 35 -1.20 (1.0)

EICU 21 -1.33 (1.0)

CPICU 18 -0.67 (1.1)

PICU 31 -0.65 (0.9)

NICU 27 -0.52 (1.0)

1(as it is
stands)

1 0.00 (0.0) 2.62 (.037) *

2 7 -1.86 (0.9)

3 16 -0.94 (0.8)

4 64 -0.94 (1.0)

5(Whenever
wants)

67 -0.69 (1.0)

1(as it is
stands)

1 0.00 (0.0) 2.46 (.047) *

2 7 -1.71 (0.8)
3 16 -0.88 (0.9)

4 64 -0.66 (0.9)

5(Whenever
wants)

67 -0.78 (0.9)

MICUa 23 -0.83 (0.9) 3.37 (.006) *

SICU
b 35 -1.17 (0.9) b>f

EICU
c 21 -0.90 (1.0) (p=.036)

CPICUd 18 -0.94 (0.7)

PICU
e 31 -0.48 (0.9)

NICU
f 27 -0.37 (0.9)

Have 36 -0.42 (0.7) 2.74 (.007) *

Have not 119 -0.89 (1.0)

Have 36 -0.47 (0.7) 2.29 (.023) *

Have not 119 -0.87 (1.0)

1(as it is
stands)

1 0.00 (0.0) 2.63 (.037) *

2 7 -1.57 (0.5)

3 16 -0.88 (0.9)
4 64 -0.64 (0.8)

5(Whenever
wants)

67 -0.61 (0.9)

Note. p<0.05*, p<0.01** p<0.001*** GCS:Glasgow Goma Scale;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Current
workplace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6. Measure body
temperature.

Current
workplace

Table 10.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xperiences of
bereavement

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depending on body
temperature.

Experiences of
bereavement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Mean±SD
t(p) or F(p)

post hoc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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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a 28 -1.14 (0.9) 5.25 (.006) *

Dortors
b 4 -1.50 (0.6) c>a

Patient

oneselfc
123 -0.59 (0.8) (p=.025)

1(as it is
stands)

1 0.00 (0.0) 2.84 (.026) *

2 7 -1.71 (1.0)

3 16 -0.88 (1.0)
4 64 -0.78 (0.8)

5(Whenever
wants)

67 -0.60 (0.9)

MICU 23 -0.39 (0.7) 3.18 (.009) *

SICU 35 -1.11 (1.0)

EICU 21 -0.81 (0.9)

CPICU 18 -0.89 (0.9)

PICU 31 -0.55 (0.8)

NICU 27 -0.44 (0.8)
Have 36 -0.42 (0.8) 2.31 (.022) *

Have not 119 -0.80 (0.9)

1(as it is
stands)

1 0.00 (0.0) 3.78 (.006) *

2 7 -1.86 (0.7)

3 16 -0.81 (0.8)

4 64 -0.70 (0.9)

5(Whenever
wants)

67 -0.58 (0.9)

Material status Married 27 -1.30 (1.0) -3.53 (.001) **

UnMarried 128 -0.63 (0.9)

MICU 23 -0.43 (0.7) 2.47 (.035) *

SICU 35 -0.94 (0.8)

EICU 21 -0.95 (1.1)

CPICU 18 -0.67 (0.9)

PICU 31 -0.45 (0.8)

NICU 27 -0.37 (0.9)

Families
a 28 -0.96 (1.0) 3.39 (.036) *

Dortorsb 4 -0.75 (1.0) c>a

Patient

oneselfc
123 -0.68 (0.9) (p=.021)

Familiesa 28 -0.93 (0.9) 3.48 (.033) *

Dortors
b 4 -1.00 (0.8) c>a

Patient

oneselfc
123 -0.47 (0.8) (p=.038)

t(p) or F(p)
post hoc

Table 10.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15. Perform nursing
intervention(bedsore
, wound dressing) on
skin damage.

DNR decision-
maker

Note. p<0.05*, p<0.01** p<0.001***; A-line:Arterial Line;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
line.

DNR decision-
maker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Current
workplace

Experiences of
bereavement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7. Monitor none
invasive pressure.

Current
workplace

17. Assess skin
damage.

DNR decision-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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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U 23 -0.61 (0.8) 3.00 (.013) *

SICU 35 -0.77 (0.9)

EICU 21 -1.05 (0.9)

CPICU 18 -0.28 (0.8)

PICU 31 -0.52 (0.9)

NICU 27 -0.22 (0.8)

1(as it is
stands)

1 0.00 (0.0) 2.98 (.021) *

2 7 -1.43 (0.5)

3 16 -0.69 (0.9)

4 64 -0.48 (0.8)

5(Whenever
wants)

67 -0.42 (0.8)

Familiesa 28 -0.86 (0.9) 5.71 (.004) *

Dortorsb 4 -0.25 (0.5) c>a

Patient

oneselfc
123 -0.35 (0.7) (p=.027)

1(Passive
order
performance)

8 -0.50 (1.1) 2.68 (.034) *

2 21 -0.52 (0.7)

3 64 -0.63 (0.8)

4 60 -0.22 (0.6)

5(Active
avocacy of
patient and
family)

2 0.00 (0.0)

Familiesa 28 -0.75 (0.8) 4.40 (.014) *

Dortorsb 4 0.00 (0.0) c>a

Patient

oneselfc
123 -0.24 (0.8) (p=.026)

Have 36 -0.08 (0.3) 2.04 (.043) *

Have not 119 -0.35 (0.8)

MICU 23 0.00 (0.6) 3.10 (.011) *

SICU 35 -0.63 (0.9)

EICU 21 -0.29 (0.8)

CPICU 18 -0.44 (0.7)

PICU 31 -0.35 (0.8)

NICU 27 0.00 (0.4)

≤ 12month 19 -0.68 (0.8) -2.32 (.022) *

>12month 136 -0.25 (0.8)

28. Performe oral
care.

DNR decision-
maker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Experiences of
bereavement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Current
workplace

Career at
current
workplace
(month)

Note. p<0.05*, p<0.01** p<0.001***;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Visit permitted
limit after DNR
decision-making

9. Judge and
intervene EKG.

post hoc
n Mean±SD

t(p) or F(p)

Current
workplace

Table 10.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DNR decision-
maker

Nurse's role
range after DN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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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U 23 0.09 (0.7) 2.86 (.017) *

SICU 35 -0.49 (0.9)

EICU 21 -0.29 (0.8)

CPICU 18 -0.56 (0.7)

PICU 31 -0.32 (0.8)

NICU 27 0.00 (0.5)

MICU 23 0.17 (0.7) 3.24 (.008) *

SICU 35 -0.51 (1.1)

EICU 21 -0.29 (0.8)

CPICU 18 -0.67 (0.8)

PICU 31 -0.35 (0.8)

NICU 27 -0.04 (0.3)

≤ 12month 19 -0.74 (1.0) -2.50 (.014) *

>12month 136 -0.22 (0.8)

Permit 137 0.26 (0.6) 3.17 (.002) *

Not Permit 18 -0.22 (0.8)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c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DNR patient's
isolation room
use in ICU

Table 10. (Continued)

Nurs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p) or F(p)

post hoc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Current
workplace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Current
workplace

Career at
current
workplace
(month)

(N=155)

Note. p<0.05*, p<0.01** p<0.001***;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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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U
a 23 0.43 (0.7) 2.79 (.020) *

SICU
b 35 0.23 (0.7) f>e

EICU
c 21 0.29 (0.5) (p=.003)

CPICU
d 18 0.06 (0.5)

PICUe 31 -0.16 (0.9)

NICU
f 27 0.30 (0.5)

Families 28 -0.14 (0.5) 5.27 (.006) *

Dortors 4 0.75 (0.5)

Patient
oneself

123 0.10 (0.7)

1(Passive
order
performance)

8 0.38 (0.5) 2.90 (.024) *

2 21 0.48 (0.7)
3 64 -0.02 (0.7)
4 60 0.25 (0.6)
5(Active
avocacy of
patient and
family)

2 0.50 (0.7)

Permit 137 0.35 (0.7) 2.30 (.023) *

Not Permit 18 -0.06 (0.6)

≤ 12month 19 -0.05 (0.8) -2.13 (.035) *

>12month 136 0.36 (0.8)

Families 28 0.00 (1.0) 3.07 (.049) *

Dortors 4 0.75 (1.3)

Patient
oneself

123 0.43 (0.8)

Families 28 0.04 (0.6) 3.07 (.049) *

Dortors 4 0.75 (1.0)

Patient
oneself

123 0.30 .639

≤ 12month 19 -0.21 (0.8) -2.58 (.011) *

>12month 136 0.09 (0.4)

≤25 years 43 0.30 (1.0) 3.16 (.045) *

26years -
30years

84 0.73 (0.8)

≥31years 28 0.50 (1.0)

Note. p<0.05*, p<0.01** p<0.001***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MICU: Medicine Intensive Care Unit; SICU: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ICU: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Current
workplace

DNR decision-
maker

DNR decision-
maker

DNR decision-
maker

Nurse's role
range after DNR
decision-making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38. Have a warm-
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Age(year)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Table 11. Differences of Importance Change(Increase) in Nursing
          Activities Related ICU Nurses's General Characteristics
          After DNR Decision-Making

(N=155)

Nurs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p) or F(p)

post hoc

Total clinical
career (month)

Total clinical
career (month)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DNR patient's
isolation room
use in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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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간호활동의 빈도 변화와 중환자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 

변화를 측정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실제 수행 빈도와 인식된 

중요도간의 차이를 줄여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DNR을 결정 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protocol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의 경우 ‘감소’는 없었고‘변화 없음’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대부분에서 감소했다고 나타난 

김현지(2014)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김윤희(2013)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런 상반된 

결과들은 연구장소나 조직문화, 연구 대상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안위를 위해 기본간호와 

간호처치는 제공되어야 하기에 간호활동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조정화, 2015). 그러나, 이전의 선행연구(고효정, 

2004; 김윤희, 2013; 김현지, 2014)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항목에서 빈도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의 근거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NR 결정시 과정에 대한 지침만 있고 의료 및 간호 처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질적인 돌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김현아, 2011).  

둘째, DNR 동의서의 경우 제외되는 치료 부분만 기재돼 있을 뿐 

제공되는 간호활동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DNR 동의 후 

주치의의 처방에도 변화가 없다(강소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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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DNR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영향력이 낮고 주치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면서 치료범위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들은 부담스러워한다(박서윤, 2011; 

황계순, 2014). 따라서 중환자 간호사들은 독자적인 영역에서 DNR 

결정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 상황에 적합한 처치 및 

간호범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치의에게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빈도가 증가한 간호활동은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 하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한다’(63.9%), 

‘종교의식 참여를 원할 경우 환경을 마련해 주며 원목자 및 영적 

지도자를 원할 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51.6%), ‘교우나 

친지의 방문을 격려한다’(54.2%)가 있다. 이 세 항목은 차례로 

30%, 29.2%, 23.3%로 빈도가 증가했다는 김현지(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사들이 DNR 결정 후 죽음의 과정에 

따라 신체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삶을 편안하게 마감하도록 정서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손유림 & 서영숙, 2015). 

실제로 우미경(2012)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열악한 

의료현장에서도 안위를 위한 충실한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 

간의 소중한 이별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 세 항목의‘빈도 증가’비율을 살펴 보면 50~65% 값으로 

압도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조혜란(2014)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오히려  이런 간호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중증환자와 DNR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현실적 부담감 속에서 중증환자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김현아(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DNR을 결정한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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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면도 고려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으로써 의무이며  필수요건이라고 하였다.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는 빈도변화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 변화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요도의 

감소는 통증 및 불편감 조절을 포함한 신체적 증상조절을 포함한 

문항들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보호자 및 의사와 상의하는 

일부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도의 증가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분류된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로 그 결과가 유사하다. 이런 결과는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일반적인 신체적 

간호활동보다는 존엄사에 필요한 간호활동을 제공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평균 임상경력이 

4년~6년으로 연륜 있는 경력자임에도 DNR 결정 후 간호활동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DNR 관련된 

교육 및 지식의 부족으로 DNR 결정이 모든 치료와 간호의 중단, 

포기, 관리 수준의 저하 등으로 오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우미경, 

2012). 외국의 경우 DNR을 결정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각자의 방식으로 DNR을 해석했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팀(의사, 간호사, 

치료사들)의 구성, 표준화된 DNR 문서 사용,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지속적인 교육으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Field, 

Fritz, Baker, Grove, & Perkins, 2014; Fritz et al., 2013; 

Mockford et al., 2015). 그러므로 DNR 교육을 의무화하여 중환자 

간호사의 직무교육으로 추진하고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 

 

한편 DNR 결정 후 중요도가 변화 없었던 문항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보호자와 의료진이 원만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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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게 한다.’, ‘환자 간호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였다. 이는 중환자 

간호사들이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항목들로 

항상 환자의 존엄성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호활동의 중요도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관련요인으로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임상경력, 

근무경력, 결혼상태, 사별경험, 근무부서, DNR 결정 주체,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 DNR 결정 환자의 격리실 사용 유무가 

있다.  

이런 결과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죽음, 유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에서 차이가 있다는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환자를 경험한 간호사의 임상경력, 근무경력은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 대처능력, 간호활동의 계획 및 시행능력 

등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죽음과 관련된 간호활동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손유림 & 서영숙, 2015). 

사별 경험이 있을 경우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양순진, 

2014).  

둘째, 근무부서에 따라 다루는 질병과 DNR 환자가 가진 다양한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의식 상태, 신체 기능 손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간호의 차이가 생긴다(Kross et al., 

2014). 

셋째, 간호사가 생각하는 DNR 결정 주체는 환자 자신이 7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실제로 DNR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자는 배우자(47.2%)와 자녀(44.7%)였다(강나영, 2014). DNR 

결정 상황에서 진정제의 사용,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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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자율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강나영, 2014).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진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DNR결정 후 

간호활동 수행 정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사전설명과 충분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원정, 2015). 

넷째, DNR 결정 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면회 허용 정도, DNR 결정 

환자의 격리실 사용 허용여부에서 간호사들은 DNR환자와 

중증환자의 간호요구도가 동시에 증가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김현지, 2014)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DNR 환자가 존엄하고 긍정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친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현숙 (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섯째,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는 관련요인으로써 

중요도 변화의 차이를 나타낸다. 역할 범위의 정도와 현실적용에서 

오는 차이는 윤리적 딜레마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위해 간호사는 올바른 역할 정립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백미숙, 2013; 조혜란, 2014). 김현지(2014)는 

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확대를 위해 DNR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자신감과 전문성 및 임종간호 수행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 변화에 주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편적인 환자간호를 위해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인들이 임상 경험과 병행하여 DNR에 대한 가치관 형성, 

기본윤리원칙의 습득, DNR 및 치유적 활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엇보다 반복훈련을 통해 숙달시켜야 한다(정현숙, 

2010). 

 

간호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환자의 안녕과 존엄함을 위해 

애쓰는 존재이다.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이 점점 증가하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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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환자들은 간호사의 상담을 요구하고 있다(김현아, 2013). 

이는 DNR을 결정한 경우 전인적, 심리적 부분의 간호요구도가 일반 

환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DNR 결정 

환자 간호에 대한 정책 및 protocol의 부재, 간호사가 

전문인으로서 DNR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문화적 환경, 의사와 

간호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병원문화는 간호사의 역할에 

혼돈을 가져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DNR을 결정한 

환자와 가족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중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신체적 영역을 포함한 전인간호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양순진, 2014; 조정화, 2015).’ 

 

본 연구는 이런 준비와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인식하는 

중요도를 점수화하여 빈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도구를 수정하였다.  

실제로 수행하는 빈도와 인식하는 중요도의 차이가 클수록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돌봄의 확신이 없어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간호의 질적 저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환자의 상태 및 상황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간호활동의 수행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 한정된 시간과 인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의 현실에서 DNR 결정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중증환자의 최상의 돌봄을 위해 각 환자에 요구와 필요에 맞는 

간호 계획 및 수행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간호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간호활동을 조절하여 DNR 

결정 환자에게 더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영적 간호에 집중해야 

한다. DNR 결정 환자에 대한 간호능력은 임상경험과 함께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 홍보를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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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와 중요도 

변화측정에 있다. 특히 각 간호활동의 실제로 수행된 빈도변화와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점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수치의 변화에 따라 

간호활동의 중요성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활동 빈도의 수행유무, 

세심한 간격이나 시기조절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로써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DNR 경험 시기 및 회상 정도에 

따른 차이로 DNR 결정 환자의 특수성이 강조되거나 환자의 

보편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다. 둘째, 단 1회로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DNR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의 상황 및 

요구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DNR 결정 주체에 따른 DNR환자 

간호 변화의 다양성을 구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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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 중요도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DNR이 결정된 환자에게 적용될 간호 protocol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내 소재 S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자료를 수집하여 총 15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18문항, 

간호활동 4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PC 21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aired t-test로 분석하고 Scheffe로 사후분석을 시행하여 

간호활동의 빈도와 중요도 변화, 간호활동의 중요도와 일반적 

특성간의 유의한 차이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빈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중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말초 정맥관, 중심 정맥관 삽입 및 유지간호를 

한다.’, ‘E-tube 및 tracheostomy 유지간호를 수행한다.’의 

항목에서 변화없음이 가장 많았다.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 하에 같이 있을 수 있게 한다’, ‘종교의식 참여를 

원할 경우 환경을 마련해 주며 원목자 및 영적 지도자를 원할 때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 ‘교우나 친지의 방문을 격려한다’의 

항목에서는 빈도 증가가 있었다.  

둘째, DNR 결정 후 실제로 시행된 간호활동의 빈도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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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요도는 대부분 변화가 있었다. 특히 

‘보호자의 호소를 경청하고 감정상태를 표현하게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를 갖는다.’, 

‘환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관심(존중)을 갖고 필요시 

도움(소장하던 담요, 음악을 제공)을 준다.’의 항목에서는 

중요도가 증가했고  ‘배변 및 배뇨양상과 장애유무를 사정한다.’,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를 monitoring한다.’, 

‘위장관계 기능을 사정한다.’의 문항에서는 중요도가 감소했다.  

셋째, DNR 결정 후 간호활동의 중요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근무부서, 중환자실 근무 

기간, DNR 결정 주체, DNR 결정 후 간호사의 역할 범위, DNR 결정 

후 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면회 허용 정도, DNR 결정 환자의 격리실 

사용 허용여부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DNR 결정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실제로 수행하는 간호활동의 빈도는 변화 없었으나 

인식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컸다. 이런 차이에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DNR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DNR 결정 후 관련요인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protocol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한다면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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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병원의 중환자실에 국한되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DNR 결정시 선택한 치료 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구별하여 

각 그룹별 환자들에 대한 간호활동의 빈도와 중요도 변화를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활동을 처치(의사의 오더), 보고, 간호영역, 독자적, 

수동적 영역 분류 또는 monitor, 보고, 간호계획, 간호수행으로 

영역별로 세분화한 설문지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DNR 결정 이후 환자와 보호자의 개별성에 의한 간호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호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DNR 결정 환자 간호 protocol을 개발하고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자, 의사, 간호사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활동을 조절하고 처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DNR 결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처치뿐만 아니라 

간호처치에 대한 조절도 문서화한다는 정책적인 지침을 제정하고 

홍보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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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A.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4 (2.6) 139 (89.7) 12 (7.7)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3 (1.9) 136 (87.7) 16 (10.3)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
tube and tracheostomy.

7 (4.5) 136 (87.7) 12 (7.7)

6. Measure body temperature. 4 (2.6) 134 (86.5) 17 (11.0)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5 (1.9) 131 (84.5) 21 (13.5)

7. Monitor none invasive blood
pressure.

9 (5.8) 128 (82.6) 18 (11.6)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3 (1.9) 128 (82.6) 24 (15.5)

30. Perform nursing (position
change, back massage) for prevention
of skin damage (bedsore, wound).

8 (5.2) 125 (80.6) 22 (14.2)

28. Performe oral care. 12 (7.7) 124 (80.0) 19 (12.3)
29. Exchange patient gowns and
sheets.

6 (3.9) 124 (80.0) 25 (16.1)

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10 (6.5) 122 (78.8) 23 (14.8)

19. Maintain L-tube & PEG and
Perform feeding care.

2 (1.3) 120 (77.4) 33 (21.3)

17. Assess skin damage. 11 (7.1) 118 (76.1) 26 (16.8)
15. Perform nursing
intervention(bedsore, wound
dressing) on skin damage.

12 (7.7) 116 (74.8) 27 (17.4)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
line.

13 (8.4) 113 (72.9) 29 (18.7)

36. Ensure smooth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and the medical
team.

34 (21.9) 113 (72.9) 8 (5.2)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3 (1.9) 110 (71.0) 42 (27.1)

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5 (3.2) 108 (69.7) 42 (27.1)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2 (1.3) 100 (64.5) 53 (34.2)

Nursing activitites

  (N=155)Table A-1.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quency Change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 Decision-Making
           at ICU

Note. DNR: 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E-tube:Endotracheal
Tube; A-line:Arterial line; L-tube:Levin Tube; PEG: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Frequancy n(%)

Increase No Change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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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according to body temperature.

3 (1.9) 108 (69.7) 44 (28.4)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9 (5.8) 102 (65.8) 44 (28.4)

9. Judge and intervene EKG. 20 (12.9) 102 (65.8) 33 (21.3)
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14 (9.0) 99 (63.9) 42 (27.1)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37 (23.9) 93 (60.0) 25 (16.1)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c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50 (32.3) 93 (61.0) 12 (7.7)

38. Have a warm-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60 (38.7) 93 (60.0) 2 (1.3)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3 (1.9) 92 (59.4) 60 (38.7)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7 (4.5) 91 (58.7) 57 (36.8)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36 (23.2) 91 (58.7) 28 (18.1)

34. Actively communicate with
families about overall patient care.

27 (17.4) 91 (58.7) 37 (23.9)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31 (20.0) 90 (58.1) 34 (21.9)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13 (8.4) 87 (56.1) 55 (35.5)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61 (39.4) 87 (56.1) 7 (4.5)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4 (2.6) 84 (54.2) 67 (43.2)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4 (2.6) 83 (53.5) 68 (43.9)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64 (41.3) 83 (53.5) 8 (5.2)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57 (36.8) 82 (52.9) 16 (10.3)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67 (43.2) 81 (52.3) 7 (4.5)

Note. GCS:Glasgow Goma Scale; ; EKG:Electrocardiography

Table A-1.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Frequancy n(%)

Increase No Change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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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68 (43.9) 79 (51.0) 8 (5.2)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6 (3.9) 78 (50.3) 71 (45.8)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80 (51.6) 68 (43.9) 7 (4.5)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84 (54.2) 64 (41.3) 7 (4.5)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99 (63.9) 50 (32.3) 6 (3.9)

Table A-1.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Frequancy n(%)

Increase No Change Decrease

Not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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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0 (0.0) 5 (3.2) 40 (25.8) 110 (71.0)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0 (0.0) 2 (1.3) 49 (31.6) 104 (67.1)

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0 (0.0) 4 (2.6) 57 (36.8) 94 (60.6)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0 (0.0) 11 (7.1) 68 (43.9) 76 (49.0)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0 (0.0) 5 (3.2) 61 (39.4) 89 (57.4)

6. Measure body temperature. 1 (0.6) 4 (2.6) 56 (36.1) 94 (60.6)

7. Monitor none invasive blood pressure 0 (0.0) 4 (2.6) 48 (31.0) 103 (66.5)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line. 0 (0.0) 3 (1.9) 38 (24.5) 114 (73.5)

9. Judge and intervene EKG. 0 (0.0) 1 (0.6) 40 (25.8) 114 (73.5)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0 (0.0) 2 (1.3) 52 (33.5) 101 (65.2)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0 (0.0) 2 (1.3) 56 (36.1) 97 (62.6)

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depending on body temperature.

0 (0.0) 4 (2.6) 60 (38.7) 91 (58.7)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0 (0.0) 4 (2.6) 43 (27.7) 108 (69.7)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0 (0.0) 4 (2.6) 47 (30.3) 104 (67.1)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Very important(4)

Table B-1. Descriptive Statistics of Importance in Nursing Activities before DNR Decision-
           Making at ICU

Note. 4 point scale; DNR:Do Not Resuscitation; GCS:Glasgow Goma Scal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EKG:Electrocar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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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erform nursing intervention(bedsore,
wound dressing) on skin damage.

0 (0.0) 4 (2.6) 47 (30.3) 104 (67.1)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0 (0.0) 1 (0.6) 51 (32.9) 103 (66.5)

17. Assess skin damage. 0 (0.0) 3 (1.9) 52 (33.5) 100 (64.5)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0 (0.0) 4 (2.6) 45 (29.0) 106 (68.4)

19. Maintain L-tube & PEG and perform
feeding care.

0 (0.0) 8 (5.2) 58 (37.4) 89 (57.4)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tube and
tracheostomy.

0 (0.0) 3 (1.9) 48 (31.0) 104 (67.1)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0 (0.0) 3 (1.9) 46 (29.7) 106 (68.4)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0 (0.0) 6 (3.9) 50 (32.3) 99 (63.9)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0 (0.0) 6 (3.9) 61 (39.4) 88 (56.8)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0 (0.0) 8 (5.2) 59 (38.1) 88 (56.8)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0 (0.0) 7 (4.5) 58 (37.4) 90 (58.1)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0 (0.0) 6 (3.9) 57 (36.8) 92 (59.4)

Table B-1.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Very important(4)

Note. 4 point scale; L-tube:Levin Tube; E-tube:Endotracheal Tube; PEG: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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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2 (1.3) 15 (9.7) 74 (47.7) 64 (41.3)

28. Perform oral care 0 (0.0) 16 (10.3) 70 (45.2) 69 (44.5)

29. Exchange patient gowns and sheets. 1 (0.6) 22 (14.2) 85 (54.8) 47 (30.3)

30. Perform nursing (position change, back
massage) for prevention of skin damage
(bedsore, wound).

0 (0.0) 7 (4.5) 64 (41.3) 84 (54.2)

31. Protect patient's privacy. 0 (0.0) 5 (3.2) 66 (42.6) 84 (54.2)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1 (0.6) 8 (5.2) 74 (47.7) 72 (46.5)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1 (0.6) 13 (8.4) 68 (43.9) 73 (47.1)

34. Actively communicate with families
about overall patient care.

0 (0.0) 10 (6.5) 71 (45.8) 74 (47.7)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c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0 (0.0) 5 (3.2) 70 (45.2) 80 (51.6)

36. Ensure smooth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and the medical team.

0 (0.0) 8 (5.2) 74 (47.7) 73 (47.1)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2 (1.3) 18 (11.6) 74 (47.7) 61 (39.4)

38. Have a warm-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0 (0.0) 8 (5.2) 71 (45.8) 76 (49.0)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1 (0.6) 26 (16.8) 82 (52.9) 46 (29.7)

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4 (2.6) 22 (14.2) 75 (48.4) 54 (34.8)

Note. 4 point scale

Table B-1.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Very importa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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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1 (0.6) 34 (21.9) 73 (47.1) 47 (30.3)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6 (3.9) 37 (23.9) 71 (45.8) 41 (26.5)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4 (2.6) 32 (20.6) 74 (47.7) 45 (29.0)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2 (1.3) 17 (11.0) 74 (47.7) 62 (40.0)

Note. 4 point scale

Table B-1.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Very importa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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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8 (5.2) 54 (34.8) 52 (33.5) 41 (26.5)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11 (7.1) 47 (30.3) 62 (40.0) 35 (22.6)

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19 (12.3) 48 (31.0) 65 (41.9) 23 (14.8)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20 (12.9) 57 (36.8) 58 (37.4) 20 (12.9)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10 (6.5) 43 (27.7) 70 (45.2) 32 (20.6)

6. Measure body temperature. 10 (6.5) 50 (32.3) 58 (37.4) 37 (23.9)

7. Monitor none invasive blood pressure 7 (4.5) 35 (22.6) 64 (41.3) 49 (31.6)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line. 9 (5.8) 38 (24.5) 57 (36.8) 51 (32.9)

9. Judge and intervene EKG. 4 (2.6) 29 (18.7) 62 (40.0) 60 (38.7)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14 (9.0) 55 (35.5) 55 (35.5) 31 (20.0)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8 (5.2) 41 (26.5) 64 (41.3) 42 (27.1)

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depending on
body temperature.

13 (8.4) 43 (27.7) 64 (41.3) 35 (22.6)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9 (5.8) 38 (24.5) 68 (43.9) 40 (25.8)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13 (8.4) 41 (26.5) 62 (40.0) 39 (25.2)

15. Perform nursing intervention(bedsore, wound
dressing) on skin damage.

7 (4.5) 29 (18.7) 66 (42.6) 53 (34.2)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5 (3.2) 23 (14.8) 72 (46.5) 55 (35.5)

17. Assess skin damage. 5 (3.2) 34 (21.9) 68 (43.9) 48 (31.0)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Table B-2. Descriptive Statistics of Importance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 Decision-
           Making

Very important(4)

Note. 4 point scale;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GCS:Glasgow Goma Scale;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EKG:Electrocar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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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10 (6.5) 37 (23.9) 64 (41.3) 44 (28.4)

19. Maintain L-tube & PEG and perform feeding
care.

9 (5.8) 41 (26.5) 72 (46.5) 33 (21.3)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tube and
tracheostomy.

3 (1.9) 15 (9.7) 71 (45.8) 66 (42.6)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2 (1.3) 14 (9.0) 70 (45.2) 69 (44.5)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9 (5.8) 41 (26.5) 68 (43.9) 37 (23.9)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10 (6.5) 46 (29.7) 70 (45.2) 29 (18.7)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5 (3.2) 28 (18.1) 51 (32.9) 71 (45.8)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5 (3.2) 27 (17.4) 47 (30.3) 76 (49.0)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3 (1.9) 25 (16.1) 51 (32.9) 76 (49.0)

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11 (7.1) 40 (25.8) 65 (41.9) 39 (25.2)

28. Perform oral care 9 (5.8) 33 (21.3) 73 (47.1) 40 (25.8)

29. Exchange patient gowns and sheets. 8 (5.2) 45 (29.0) 64 (41.3) 38 (24.5)

30. Perform nursing (position change, back
massage) for prevention of skin damage
(bedsore, wound).

3 (1.9) 26 (16.8) 69 (44.5) 57 (36.8)

Table B-2.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Very important(4)

Note. 4 point scale; L-tube:Levin Tube; E-tube:Endotracheal Tube; PEG: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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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rotect patient's privacy. 1 (0.6) 13 (8.4) 51 (32.9) 89 (57.4)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5 (3.2) 29 (18.7) 65 (41.9) 56 (36.1)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2 (1.3) 10 (6.5) 43 (27.7) 100 (64.5)

34. Actively communicate with families about
overall patient care.

4 (2.6) 10 (6.5) 44 (28.4) 97 (62.6)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r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3 (1.9) 26 (16.8) 50 (32.3) 76 (49.0)

36. Ensure smooth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and the medical team.

1 (0.6) 12 (7.7) 55 (35.5) 87 (56.1)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2 (1.3) 11 (7.1) 41 (26.5) 101 (65.2)

38. Have a warm-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2 (1.3) 6 (3.9) 38 (24.5) 109 (70.3)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2 (1.3) 14 (9.0) 55 (35.5) 84 (54.2)

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0 (0.0)
9 (5.8) 52 (33.5) 94 (60.6)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0 (0.0)

9 (5.8) 51 (32.9) 95 (61.3)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0 (0.0)

13 (8.3) 47 (30.3) 95 (61.3)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0 (0.0)
7 (4.5) 37 (23.9) 111 (71.6)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3 (1.9) 6 (3.9) 52 (33.5) 94 (60.6)

Note. 4 point scale

Table B-2. (Continued)  (N=155)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n(%)

Not important at all(1) Not important(2) Important(3) Very importa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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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3.58 ±.55 2.59 ±.89 -0.99 ±.90 -13.59 (<.001) ***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3.64 ±.51 2.66 ±.90 -0.97 ±.97 -12.55 (<.001) ***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3.42 ±.62 2.50 ±.88 -0.92 ±.93 -12.32 (<.001) ***

2. Assess sensory, motion, and circulation. 3.66 ±.50 2.78 ±.88 -0.88 ±.90 -12.14 (<.001) ***

23. Perform nursing care related to Diagnotic
test.

3.53 ±.57 2.76 ±.83 -0.86 ±1.01 -11.54 (<.001) ***

1. Assess level of consciousness using GCS or
pupil reflex.

3.68 ±.53 2.81 ±.89 -0.83 ±.97 -10.69 (<.001) ***

14. Performe blood transfusion. 3.65 ±.53 2.82 ±.91 -0.78 ±.93 -10.62 (<.001) ***

13. Assess patient's condition and recommend
medication capacity adjustment.

3.67 ±.52 2.90 ±.85 -0.78 ±.93 -10.61 (<.001) ***

5. Maintain foley catheter (disinfection of
insertion site, sustain patency).

3.54 ±.56 2.80 ±.84 -0.77 ±.91 -10.57 (<.001) ***

22. Perform nursing on blood sampling and
culture test for infection control.

3.60 ±.57 2.86 ±.85 -0.77 ±.83 -10.48 (<.001) ***

6. Measure body temperature. 3.57 ±.58 2.79 ±.88 -0.75 ±.91 -10.48 (<.001) ***

12. Perform cold and warm therapy depending on
body temperature.

3.56 ±.55 2.78 ±.89 -0.74 ±.87 -10.40 (<.001) ***

 (N=155)

Mean±SD Mean±SD Mean±SD
Nursing activities

Table C-1. Differences of Importance in Nursing Activities before and after DNR
           Decision-Making at ICU

Note. p<0.05*, p<0.01** p<0.001*** DNR:Do Not Resuscitation; ICU:Intersive Care Unit; CVP: Central Venous
Pressure; PCWP: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P:Pulmonary Artery Pressure; ICP:Intra Cranial Pressure;
GCS:Glasgow Goma Scale

Befor DNR After DNR
After DNR-
Befor DNR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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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1. (Continued)

19. Maintain L-tube & PEG and perform feeding
care.

3.52 ±.60 2.83 ±.83 -0.74 ±.93 -10.30 (<.001) ***

8. Monitor blood pressure using  A-line. 3.72 ±.49 2.97 ±.90 -0.74 ±.88 -10.25 (<.001) ***

11. Thoroughly monitor and management for fluid
and TPN.

3.61 ±.51 2.90 ±.86 -0.71 ±.88 -10.01 (<.001) ***

18. Monitor electrolyte test result and manage
balance.

3.66 ±.53 2.92 ±.88 -0.69 ±.83 -9.91 (<.001) ***

7. Monitor none invasive blood pressure 3.64 ±.53 3.00 ±.85 -0.64 ±.89 -8.94 (<.001) ***

17. Assess skin damage. 3.63 ±.52 3.03 ±.81 -0.60 ±.85 -8.79 (<.001) ***

15. Perform nursing intervention(bedsore, wound
dressing) on skin damage.

3.65 ±.53 3.06 ±.84 -0.58 ±.89 -8.27 (<.001) ***

9. Judge and intervene EKG. 3.73 ±.46 3.15 ±.81 -0.58 ±.87 -8.13 (<.001) ***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3.66 ±.49 3.14 ±.78 -0.52 ±.80 -8.03 (<.001) ***

27. Perform facial wash and partial bath
nursing.

3.29 ±.69 2.85 ±.88 -0.44 ±.75 -7.30 (<.001) ***

28. Performe oral care. 3.34 ±.66 2.93 ±.84 -0.41 ±.72 -7.15 (<.001) ***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tube and
tracheostomy.

3.65 ±.52 3.29 ±.72 -0.36 ±.64 -6.99 (<.001) ***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3.66 ±.51 3.33 ±.69 -0.34 ±.66 -6.35 (<.001) ***

30. Perform nursing (position change, back
massage) for prevention of skin damage (bedsore,
wound).

3.50 ±.59 3.16 ±.77 -0.34 ±.75 -5.57 (<.001) ***

Note. p<0.05*, p<0.01** p<0.001*** L-tube:Levin Tube; PEG:Percutaneous Endoscopie Gastrostomy; A-
line:Arterial Line;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EKG:Electrocardiography; E-tube:Endotracheal Tube

Nursing activities
Befor DNR

After DNR-
Befor DNR t(p )

Mean±SD Mean±SD Mean±SD

After DNR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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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1. (Continued)

32. Apply developed nursing guidelines. 3.40 ±.62 3.11 ±.82 -0.30 ±.78 -5.15 (<.001) ***

24. Observe patient response (physiological
responses, facial expression, body posture,
articulation) on pain and discomfort.

3.52 ±.60 3.21 ±.85 -0.30 ±.77 -4.87 (<.001) ***

29. Exchange patient gowns and sheets. 3.15 ±.67 2.85 ±.85 -0.29 ±.70 -4.77 (<.001) ***

26. Perform nursing interventions (maintain
comforting posture, usage of prn painkillers)
for controlling pain and discomfort, and assess
patient's response.

3.55 ±.57 3.29 ±.81 -0.28 ±.86 -4.26 (<.001) ***

25. Consult with doctors and families on usage
of Sedatives drug for relieving pain and
discomfort.

3.54 ±.58 3.25 ±.86 -0.26 ±.77 -4.12 (<.001) ***

35. Actively communicate with dortors about
overall patient care.

3.48 ±.56 3.28 ±.81 -0.20 ±.76 -3.28 (.001) **

31. Protect patient's privacy. 3.51 ±.56 3.74 ±3.32 0.05 ±.48 0.86 (.389)

36. Ensure smooth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and the medical team.

3.42 ±.59 3.47 ±.67 0.10 ±.66 1.34 (.183)

34. Actively communicate with families about
overall patient care.

3.41 ±.61 3.51 ±.73 0.18 ±.68 1.82 (.071)

33. Listen courteously to families complaints
and allow emotional expressions.

3.37 ±.67 3.55 ±.68 0.20 ±.62 3.31 (.001) **

28. Have a warm-hearted, kind attitude toward
patients and families.

3.44 ±.59 3.64 ±.62 0.23 ±3.35 4.03 (<.001) ***

Note. p<0.05*, p<0.01**, p<0.001***

Mean±SD
Nursing activities

 (N=155)

Befor DNR After DNR
After DNR-
Befor DNR t(p )

Mean±SD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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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1. (Continued)

39. Provide assistance (offer stocked blankets,
music) upon their need with concern(respect) for
patient’s personal preference.

3.12 ±.69 3.43 ±.71 0.26 ±.66 4.81 (<.001) ***

44. Consult department of social work service
when patient’s family appeals to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3.26 ±.70 3.53 ±.67 0.30 ±.72 5.03 (<.001) ***

37. Keep company with families upon their need. 3.25 ±.71 3.55 ±.69 0.31 ±.80 5.28 (<.001) ***

40. Encourage to experience grieving process in
a positive way.

3.15 ±.76 3.55 ±.61 0.39 ±.83 5.88 (<.001) ***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3.07 ±.74 3.55 ±.60 0.48 ±.79 7.60 (<.001) ***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2.95 ±.81 3.52 ±.70 0.57 ±.93 7.63 (<.001) ***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3.03 ±.78 3.67 ±.56 0.64 ±.87 9.17 (<.001) ***

Note. p<0.05*, p<0.01**, p<0.001***

Mean±SD
Nursing activities

 (N=155)

Befor DNR After DNR After DNR-
Befor DNR t(p )

Mean±SD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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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quancy and Importance Changes in Nursing 

Activities After DNR(Do-Not-Resuscitation) 

Decision-Making at Intensive Care Units 

 

 

CHO YOO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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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as saved many lives, however, 

reckless implement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patient’s 

underlying diseases brought results of only extending the 

survival time instead of meaningful life support. Accordingly, 

do-not-resuscitation has come to the fore in order to choose 

death with dignity. In particular, do-not-resuscitation is 

often determined in intensive care unit, where intensive care 

nurses perform terminal care. Nevertheless, in the case of 

Korean intensive care unit performance is often made without 

guidelines or training, which has been causing many ethical 

problems. This is due to its environment where there i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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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amount of time and resources, and where nurses have 

the duty to take care of both intensive-care patients and do-

not-resuscitateion patients. Moreover, preliminary studies on 

nursing activities after do-not-resuscitation decision-making 

have been insufficient, and even existing researches did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tensive care unit and 

patients deciding do-not-resuscitation in intensive care unit.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mprehend the frequency and 

level of importance of nursing activities that intensive care 

unit nurses perform after do-not-resuscitation decision-making. 

 

This research is a cross-sectional and descriptive study 

which uses revised and supplemented ICU nurse care activity 

tool with  44questions  questionnaire.  

 

The subjects were 155 nurses who are on duty in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nursing activities after do-not-

resuscitation decision-making showed no change for most items, 

and especially showed least frequency change for ‘21. Perform 

nursing Care based on infection control guideline.’, ‘16. 

Perform Insertion and Maintanence care on Peripheral Venous 

Line, Central Venous Line.’, ‘20. Perform Maintenance Care 

of E-tube and Tracheostomy.’.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42. Encourage 



- 97 -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showed increase in the frequency.  

Second, whereas the frequency of actual practice of nursing 

activities after do-not-resuscitation decision-making mostly 

showed no change, change in the level of importance was showed 

in most items. ‘3. Assess Defecation, urination patterns and 

disability conditions.’, ‘10. Monitor Invasive pressure(CVP, 

PCWP, PAP, ICP)’, ‘4. Assess gastrointestinal functions.’ 

in particular showed increase, and ‘41. Provide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rituals if desired; provide a 

guide and information if a chaplain or a spiritual leader is 

requested.’, ‘42. Encourage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43. Allow to stay together with the family if 

desired, upon agreement.’ showed decrease in its level of 

importance. 

Third, there were Age(year), Marital status, Total Clinical 

Career (month), Career at Current workplace (month), Current 

Workplace, Experiences of Bereavement, Decision-maker(s) of 

do-not-resuscitateion decision-making, Range of authority for 

nurses after the do-not-resuscitateion decision-making, 

Opinions on allowing family visits after do-not-resuscitateion 

decision-making, Opinions on the do-no-resuscitation patients’ 

use of isolation rooms related factors influencing change in 

the level of importance of nursing activities after do-not-

resuscitateion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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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study we understand the nurse care activity 

frequency and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for each 

activities after do-not-resuscitateion decision making. The 

more the difference is, the more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periencing moral conflict on proving nurse care since there 

is no confidence on their services. 

 

Therefore, in case of do-not-resuscitateion patients, the 

nurses regulate the degree of caring activity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patient to focus on social, emotional, 

spiritual activity which is more important. 

 

keywords :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DNR(Do Not 

Resuscitaion), ICU(Intensive Care Unit), Nursing 

activities, Importance, Frequancy 

student Number : 2014-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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