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간호학 석사 학위논문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 

 

 

 

 

 

2018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공 

이선민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 
 

 

지도 교수 강 자 현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공 

이 선 민 

 

이선민의 간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12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국문 초록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생애말 간호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내에서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최근 생애말 시기의 치료와 간호중재 연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도구와 중재의 부족으로 생애말 

간호가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일개 3 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제공 경험이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이며 총 130 명을 편의표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 도구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Montagnini et al., (2012)이 개발하고 

이효진(2015)이 번역한 국문도구로 측정하였고,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를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수행빈도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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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p=0.018), 생애말 간호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p=0.012),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p=0.031), 외과계 중환자실에 비하여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경우(p=0.037)에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는 영적 영역의 수행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대상자의 종교적 믿음이 없는 경우(p=0.005), 근무하는 

중환자실이 외과계 중환자실에 비하여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일 

경우(p=0.030), 또는 일반계 중환자실에 비해 암병원계 중환자실인 

경우(p=0.015),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p=0.032)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p<0.001),  

지식역량(p=0.003) 및 행위역량(p=0.002)과 양의 상관관계를 띄는 

반면 태도역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영향요인은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높을수록(p=0.005),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p=0.048), 또는 암병원계 

중환자실(p=0.007)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p=0.042) 수행빈도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귀분석 결과의 영향력은 19.6%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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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 간호의 수행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관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생애말 간호 경험 공유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종교적 

믿음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지지와 생애말 간호의 고충을 

확인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간호사 개인의 생애말간호 역량도 

중요하지만, 행위역량과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유의한 상관관계에 

따라 중환자실 의료팀의 협력과 지지는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 증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를 표준화된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표준화된 지침 및 개선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존엄한 죽음, 중환자실 간호사, 생애말 간호,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수행빈도 

학   번 : 2017-28939 

 

 

*본 연구는 2018 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한마음 장학금을 지원받아 

작성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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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 15542 호)의 시행 

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이석배, 2017). 이와 더불어 65 세 이상 노인의 

76.7%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할 정도로 의료기관 내 사망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통계청, 2016), 의료기관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존중과 생애말 간호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임종을 살펴보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대다수는 중환자실 입실과 심폐소생술금지(Do Not 

Resuscitation, DNR)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생소한 경험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조유미, 2016).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금지 

(DNR)에 대한 결정은 주로 환자의 가치관과 의지보다 의사의 권유와 

보호자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윤정 & 이형숙, 2013). 

이로 인하여 환자의 가족은 생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부담과 갈등을 

겪는 한편, 중환자실의 가족 면회 규정으로 환자와 가족이 의사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제한을 겪게 된다(이수정 & 

김혜영, 2017). 이에 따라 환자의 가족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 

증가로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간호 요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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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다(이미미 & 이명선, 2017). 따라서 생애말 시기의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증가하고, 생애말 

간호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지예, 

2018; 이윤정 & 이형숙, 2013). 

하지만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활력징후 중심의 집중관찰과 

간호를 제공하던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수의 의료기기와 소음, 불빛이 

공존하는 중환자실 환경에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김현아 & 김귀분, 2011; 이미미 & 

이명선, 2017). 중환자실 간호사가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며 겪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벗어난 보호자의 

부적절한 요구, 주치의의 불명확한 처방,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수정 & 김혜영, 2017; 

Beckstrand, Callister, & Kirchhoff, 2006). 즉, 적극적인 치료와 

생애말 간호의 불명확한 경계에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혼란과 보호자 

및 의료진의 합일되지 않는 의견 사이에서 겪는 업무의 어려움,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은 존엄한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말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영적 안위 증진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Cook, Rocker, & Graeme, 2014), 환자와 가족의 

개별적 가치와 문화 존중이 필요하다(Hemati et al., 2016). 이 때 

간호사는 평화로운 생애말 준비를 위하여 환자와 가족의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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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사정하고 효율적으로 간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 

된다(Fakhri et al., 2016). 하지만 생애말 간호에 대한 표준화된 

간호지침의 부재로 인하여 간호사는 간호 중재의 우선순위에 혼란을 

겪고, 간호사의 역량과 시간적·환경적 배경에 따라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이다(Kisvetrova et al., 2016).  

이에 따라 생애말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와 간호중재의 수행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최근 10 년 이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표준화된 도구와 중재의 부재로 생애말 시기의 중재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다(Luta et al., 2015).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isvetrova et al., (2016)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통용 

되고 있는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를 기반으로 지역에 따른 생애말 간호 수행빈도를 비교분석 

하였고, 생애말 간호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확인하고, 표준화된 간호중재 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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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파악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 빈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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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중환자실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는 불안정한 혈역학적 상태로 집중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케어를 포함하는 

다차원의 총체적인 간호 과정을 제공하는 자이다(Wassenaar, A., 

Boogaard, M., Hooft, T., Pickkers, P., & Schoonhoven, L., 2015).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S 종합병원의 외과계, 내과계, 소아 

청소년계 중환자실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2)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란 생애말 환자에게 가족 중심 간호, 

의사소통, 의사결정, 증상관리 등을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다(Truog et al., 2008). 

생애말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행위 등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하여 제공하는 총체적인 역량을 

의미하기도 한다(Rietze, Tschanz, & Richardson, 2018).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Montagnini, 

Smith & Balistrieri (2012)이 개발한 도구를 이효진(2015)이 번역한 

국문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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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란 생존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어려운 

생애말 시기에 행해지는 간호중재를 정량화하여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Luta, 2015). 본 연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는 

간호중재분류체계(NIC)의 생애말 간호(Dying Care Intervention)와 

영적간호(Spiritual Care Intervention)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총체적인 간호 수행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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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헌 고 찰  

1. 중환자실 내 존엄한 죽음 

 중환자실은 불안정한 혈역학적 상태와 응급 상황으로 

집중관찰과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입실하는 곳이다(문재영 & 

신용섭, 2013). 중환자실 간호사는 치료를 최우선으로 환자의 

활력징후와 관련된 의료 기계와 객관적 수치들에 집중하면서 주로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박지예, 2018). 이로 인하여 

중환자실 환경은 질병 치료를 위한 수많은 기계와 약품, 알람 소리, 밝은 

불빛과 함께 치료에 집중한 의료진의 의사소통이 환자의 침상 근처에서 

밤낮으로 지속되곤 한다(이미미 & 이명선, 2017).  

하지만, 오늘날 생애말 시기에 있는 환자의 자율성, 개인의 기호 

존중, 인간으로써 존중 받을 권리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가 중요시되고 있다(Hemati et al., 2016). 중환자실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생애말 환자의 신체적 안위를 증진시키고 자기 

결정권,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온전한 

인격체로써 존중 받는 죽음을 위한 의료진의 준비가 필요하다(Cook, 

Rocker, & Graeme, 2014). 이때 중환자실 간호사는 생애말 환자의 

생의 마감을 함께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신체와 마음을 



- 8 - 

 

아우르는 전인적 간호와 환자가 떠난 후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을 

함께 돌보는 생애말 간호의 전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박지예, 2018).  

중환자실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Ruland & 

Moore (1998)는 말기 환자와 가족 체계를 주요 대상으로 평화로운 

생의 임종이론을 제시하였다. 평화로운 생의 임종이론은 생애말 환자와 

가족의 경험과 견해로부터 다섯 가지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 임상의 

근거기반 간호의 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 지표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생애말 환자의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개념은 통증 완화, 편안한 경험, 존엄과 존중 경험, 평화롭게 있기,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한 경험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간호 중재의 

결과지표로는 생애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위 증진, 종교적 신념 

존중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서 대인관계를 존중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총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험 기반의 간호에 의존하는 것은 

간호사의 혼란을 야기하고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반면(Bulechek, 

2013) 간호 표준은 간호사의 구체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간호중재의 질을 평가하고 신뢰도를 높여 임상 간호실무와 이론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Lee, 2006; AACN, 1988). 이에 따라 

평화로운 생의 임종 이론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생애말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명한 간호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뒷받침한다(Ruland & Moor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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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존엄한 죽음은 신체적, 정신적 안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가치관과 영적신념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위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Chochinov, 

2006; Fakhri et al., 2016; Hemati et al., 2016).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중환자 간호 업무에서 영적 지지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할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영적 간호는 

점차 존엄한 죽음을 위한 근본적인 기본 간호로 여겨지면서 영적 지지를 

포괄한 총체적 생애말 간호가 강조되고 있다(Doorenbos, Wilson, 

Coenen, & Borse, 2006; Paddy, 2011). 간호사 또한 생애말 환자의 

영적 지지를 중요하게 인지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영적 간호에 대한 

어려움으로 수행빈도는 저조하게 나타났다(조유미, 2016).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적 간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영적 요구도를 사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요구된다(Gurdogan, Kurt, Aksoy, Kinici, & Şen, 2017). 또한 

간호사가 개인의 종교적 믿음과 분리하여 환자의 신념과 이야기에 

공감하고 소통하여 영적 간호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지가 

필요하다(McSherry & Jamieson, 2013). 

최근 존엄한 죽음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의료기관 내 사망 비율 증가와 2018 년 3 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제 15542 호)의 시행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논문에서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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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민들레 & 조은희, 2017; 오지현, 2009), 품위 있는 죽음(박영민, 

2007), 존엄한 죽음(정복례 & 조영화, 2017) 등의 개념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애말 

환자 간호 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Hemati et al., 2016).  

한국인이 인식하는 존엄한 죽음은 편안한 죽음으로 고통 없는 

죽음, 자연에 순응하는 죽음, 보기 좋은 죽음, 흉하지 않은 죽음, 좋은 

회상을 남기는 죽음,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 죽음이며, 고통 없는 편안한 

삶의 정리를 존엄한 죽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신념에 적합한 존엄한 죽음이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애말 간호중재의 분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정복례 & 조영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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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생애말 환자의 마지막 시기를 곁에서 함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며 존엄한 죽음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던 활력징후 중심의 

생물학적 간호와는 달리 생애말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요구되는 

간호사의 주요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Rietze, Tschanz, & Richardson, 

2018).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로는 신체적 

안위를 위한 증상관리와 정서적 지지로 평화롭게 생의 마감을 돕는 

역할(민들레 & 조은희, 2017), 의사소통과 결정을 돕는 협상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윤정 & 이형숙, 2013), 환자의 옹호자이자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자(박형숙, 구미지, & 김영희, 2006; 우미경 & 

김미영, 2013)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내 임종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임종을 앞둔 순간 환자의 가족에 의해 심폐소생술금지(DNR)여부를 

결정하면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김원정 & 강지숙, 2015). 생애말 시기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환자와, 임종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가족, 무의미한 

치료를 이어가는 의사의 합일되지 않는 생애말 시기는 간호사 또한 

적극적 치료와 생애말 간호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박지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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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중환자실 입실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과 간호 

요구도를 증가시키고, 생애말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김원정 & 강지숙, 2015). 특히 생애말환자 

간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간호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존엄한 죽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생애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이효진, 

2015).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말환자 간호 교육을 통해 지식, 태도, 행위 

역량 향상과 더불어 영적 지지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간호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Brown, Anderson, Redican, & Stratton, 

2010; Montagnini et al., 2012). 지식 역량은 증상관리, 의사결정, 

영적 지지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나타내며, 태도 역량은 편안한 간호 

제공과 협력할 수 있는 태도, 행위 역량은 의사소통, 의사결정, 간호의 

연속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하지만 정신적, 

영적인 측면의 생애말 간호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제공 절차로 정신적, 영적 

측면의 간호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김현아 & 김귀분, 2011). 이와 

더불어 최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가 간호 대학생(문현정, 

차선경, & 정성원, 2015; 함미영, 임소희, & 고숙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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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황지영, 2017)로 다수 이루어진 반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관리를 위하여 

생애말 간호 제공 시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화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수정 & 김혜영, 2017). 

 

3.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중환자실에서 

질병치료는 무엇보다 우선시되어 왔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생애말 시기에 대한 치료 목표가 결정되면, 치료 중심의 

간호에서 생애말 간호로 전환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Miller et 

al., 2015). 적극적인 치료 과정에서 생애말 간호로 전환하는 과정은 

간호사에게 심리적, 도덕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환자 본연의 

모습을 존중하는 간호중재가 의미 있는 생의 마무리를 맞이 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Coombs & Long-Sutehall, 2012).  

이에 따라 생애말 치료의 수행 정도를 측정하여 중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최근 10 년동안 증가하고 있다(Luta et 

al., 2015).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란 생애말 환자에게 행해지는 

간호 중재를 정량화하여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중환자실 내 심폐소생술금지(Do Not Resuscitation, DNR) 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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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수행빈도의 변화를 살펴 보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안위 증진, 

통증 조절, 영적 지지와 같은 간호중재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공통적 

변화가 발생하였다(조유미, 2016).  

하지만 환자와 가족 중심의 정신적, 영적, 사회적 지지는 생애말 

환자 간호의 질과 연관되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Truog 

et al., 2008) 간호 수행빈도는 가장 낮게 평가되어 간호사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생애말 간호와 수행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조유미, 2016). 

이는 생애말 시기의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나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의 부족으로 표준화된 지침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Luta et al., 2015), 경험에 의존하여 생애말 간호를 제공해야 

하기에 중환자실 간호사는 혼란을 겪게 된다(박영례 & 김기숙, 2010). 

이에 생애말 간호의 표준화된 중재분석을 위한 예로, Kisvet-

rova et al., (2016)은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간호중재분류체계 (NIC)는 명명화 

및 업무 규명이 어려운 경험 바탕의 간호중재를 명확히하여 표준화된 

생애말간호 수행빈도를 측정하는 기반으로 역할을 하였다(Bulechek, 

2013). 이와 같은 명확한 업무 규명은 임상실무의 의사소통 향상, 환자 

간호의 질 향상, 간호실무의 역할과 효과 평가, 법적 근거의 마련, 

간호의 전문직으로서의 발전과 교육에 기여하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Hahn, 2014; Park, 2014). 이와 더불어 표준화된 용어와 

간호중재의 가시화는 생애말 간호중재를 명확히 하여 국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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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른 생애말 간호 수행정도의 비교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Hahn, 2014; Kisvetrova et 

al., 2016; Rutherford, 2008). 따라서 표준화된 간호중재를 기반으로 

생애말간호 중재를 명확히 하고, 수행빈도를 분석하여 생애말 환자의 

존엄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Lut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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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3 차 의료기관인 S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편의표출 하였다.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각 중환자실에 방문하여 중환자실 관리자에게 연구 

목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 후 협조를 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1) 중환자실에서 타인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2)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응답하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제외기준  

1)  중환자실 내 생애말환자 간호 경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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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임종간호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조계화(2013)의 연구에 따라 G*power 3.1.9.3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을 때 총 118 명이 산출되었고,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30 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총 130 부 중 121 부(93.1%)가 회수 

되었고, 이 중 불완전한 답을 한 4 부를 제외하고 총 117 부(90%)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ontagnini, Smith & Balistrieri (2012)에서 제시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한국 의료기관의 환경 및 간호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 지지체계(결혼, 종교), 최종학력, 근무부서, 근무경력, 생애말 간호 

경험 횟수, 생애말 간호 교육경험, 중환자실 내 영적 지지 경험, 

생애말환자 간호지침 유무를 측정하였다. 

 

2)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Montagnini, Smith & Balistrieri (2012)이 개발한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도구를 이효진(2015)이 번역한 국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지식역량(12 문항), 태도역량(5 문항), 행위역량(11 문항) 총 3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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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로 구성되며, 총 28 개의 각 문항은‘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해당 없음’0 점으로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 140 점으로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Chronbach's 

α=0.92, 하위요소인 지식역량, 태도역량, 행위역량의 Chronbach's 

α는 각각 0.92, 0.72, 0.90 으로 Cronbach's α가 0.7 이상일 때 

신뢰도를 입증하는 기준으로 하였다(Dvon et al., 2007). 본 연구의 

도구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0.91, 지식역량, 태도역량, 

행위역량의 Chronbach's α는 0.92, 0.77, 0.83 으로 나타났다.  

 

3)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 

근거기반의 표준화된 간호중재를 기반으로 하기 위하여 

간호중재 분류체계(Bulechek, 2013)의 생애말 간호와 영적간호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간호중재에 대해 Kisvetrova et al., (2016)이 

생물학적 영역 (11 문항), 사회적 영역(6 문항), 정신적 영역(9 문항), 

영적 영역 (5 문항)으로 나눈 분류를 적용하였다. 총 31 문항을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가에 대해 ‘항상 시행한다’ 5 점에서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0 점으로 수행빈도를 Likert scale 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155 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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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영역의 Chronbach's α는 각각 0.89, 

0.85, 0.87, 0.76 으로 Cronbach's α=0.7 이상일 때 신뢰도를 

입증하는 기준으로 하였다(Dv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설문지의 Cronbach's α =0.95였으며,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영역의 Cronbach's α는 각각 0.86, 0.92, 0.85, 0.86 으로 나타났다.  

 

4) 문항 타당도(I-CVI)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28 문항,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 31 문항에 대해 전문가의 문항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for items, I-CVI)를 평가하였다. 전문가는 총 5 인으로 

중환자실 관리자 2 인, 임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 인, 경력 10 년 

이상의 내과계∙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 각 1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어의 적합성, 내용의 타당성, 내용 중복 및 배열에 대해 평가받았다. 

문항 타당도 평가 결과 제거한 문항은 없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각 도구의 최종 문항타당도가 1 점으로 높은 내적 

타당도로 평가 되어 한국 중환자실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타당한 

항목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5 인 이하 전문가의 문항타당도가 1 점일 때 

높은 타당도임을 근거로 하였다(Polit & Be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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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구의 번역  

영문으로 제시된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사 3 인이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1 인이 번역한 후, 번역된 

도구를 다른 1 인이 역번역하여 국문 및 영문 도구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과정을 반복하였고, 나머지 1 인이 검증하였다. 최종 국문 도구를 경력 

5 년 이상의 중환자실 간호사 3 인이 점검하여, 응답이 어렵거나 모호한 

문항을 확인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와 간호본부의 

허가를 받은 후 서울시 소재의 3차 의료기관인 S 종합병원에서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중환자실은 총 10개로 내과계열 3개, 외과계열 6개,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 1개를 포함하여 약 130병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는 

300명이었다. 연구자는 각 10개의 중환자실에 최초 방문하여 관리자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참여 절차를 직접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 하였다. 자료 수집이 허가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설문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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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의료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와 간호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IRB No: 2018-06-151-001). 각 중환자실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연구대상자 에게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 동의 하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을 의미하며 모든 

대상자에게 동등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추후 본 연구가 출판물로 간행될 시 

생애말환자 간호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 일지라도 참여 도중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밀봉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수거 장소에 

넣도록 안내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코딩하였고, 잠금장치가 갖춰진 

문서 보관장소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권고기간에 따라 10 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폐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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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로 산출 

하였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의 차이는 t-test(또는 Mann-whitney U test), one 

way ANOVA(또는 Kruskal-Wallis)로 분석하고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6)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로 검증하였다. 

7) 모든 분석은 p<.05 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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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17 명으로 여자가 107 명(91.5%), 남자 

10 명(8.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7±5.0 세였다. 대상자의 교육 

정도는 ４년제 정규과정 졸업자가 83 명(70.9 %)으로 가장 많았고, 

56 명(47.9%)이 종교적 믿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무 중환자실은 

내과계 36 명(30.8%), 외과계 70 명(59.8%), 소아청소년계 11 명 

(9.4%)으로 분포하였고, 임상경력은 평균 6.5±5.0 년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생애말환자 간호 제공 경험은 ３회 이상이 103 명 

(88.1%)으로 가장 많았고, 86 명(73.5%)이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애말 간호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59 명 

(50.4%) 중 교육을 １회 참여한 사람이 29 명(47.5%), 교육 방법은 

다중 응답을 포함하여 강의식 교육이 47 명(68.1%)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최근에 수강한 생애말 간호의 교육 시기는 6 개월 이상 1 년 이내가 

20 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언제 교육에 참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8 명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근무 시 참고 할 수 있는 생애말 

환자 간호지침은 42 명(35.9%)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같은 근무지 

에서도 대상자에 따라 응답이 상이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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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N=11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Gender Male 

Female 

0010(8.5) 

0107(91.5) 

 

Age(Years) <26 

≥26 and <35 

≥35 

23(19.7) 

76(65.0) 

18(15.3) 

29.7±5.03 

Education level 3 years diploma 

Bachelor 

Graduate school 

08(6.8) 

83(70.9) 

26(22.3) 

 

Marriage Married 

Unmarried 

 30(25.6) 

 87(74.4) 

 

Religion Yes 

No 

 56(47.9) 

 61(52.1) 

 

ICU type 

      

Medical  

Surgical  

Pediatric  

 36(30.8) 

 70(59.8) 

00 11(9.4) 

 

 Cancer Center 

Non- Cancer Center 

 39(33.3) 

 78(66.7) 

 

Clinical Experience < 5 

≥5 and <10 

≥10 

46(39.3) 

45(38.5) 

26(22.2) 

  6.5±4.96 

Numbers of  

end of life experience 

≤2 

≥3 

014(12.0) 

103(88.0) 

 

End of life education Yes  

No 

 59(50.4) 

 58(49.6) 

 

Numbers of end of life  

education(n=59) 

1 

2 

≥3 

 29(47.5) 

 12(19.7) 

 18(29.5) 

 

Recent end of life  

Education(Month, n=59)  

<6 

≥6 and <12 

≥12and <24 

Missing value 

 13(25.5) 

 20(39.2) 

 18(35.3) 

 08(13.6) 

 

The way of education*  

(n=59) 

Class 

Self-study 

Certificate 

Practice 

Discussion 

 47(68.1) 

 3(4.4) 

 4(5.8) 

 3(4.4) 

 12(17.3) 

 

Experience of  

Spiritual support at ICU 

Yes 

No 

 86(73.5) 

 31(26.5) 

 

End of life nursing Protocol Yes 

No 

 42(35.9) 

 75(64.1) 

 

Note.* multiple responses,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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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본 연구 대상자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은 세가지 하위요소인 

지식역량, 태도역량, 행위역량으로 구성되며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의 

평균점수는 총점 5 점 중 3.24±0.92 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소의 

평균 점수는 지식역량 3.34±0.93 점, 태도역량 3.36±1.17 점, 행위 

역량 3.09±1.03 점으로 나타났다.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의 세가지 하위요소 중 지식역량은 증상 

관리, 의사결정,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영적 지지로 구성되며, 

증상관리가 평균 3.43±0.94 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적 지지가 평균 

3.13±1.00 점으로 가장 낮았다. 태도역량은 증상관리, 의사결정,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으로 구성되며, 의사소통이 평균 

4.51±0.66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가 평균 

2.44±1.12 점으로 가장 낮았다. 행위역량은 의사결정,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 간호 연속성으로 구성되며, 의사소통이 평균 

3.25±1.02 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가 

평균 2.50±0.88 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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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f Perceived End of Life Care Competencies  

Item Mean±SD 

Knowledge 3.34±0.93 

Symptom Management 3.43±0.94 

Emotional support for patient and families 3.30±0.87 

Decision Making 3.21±0.92 

Spiritual support 3.13±1.00 

Attitude 3.36±1.17 

Communication 4.51±0.66 

Decision making 2.99±0.11 

Symptom Management  3.85±0.77 

Emotional support for staff 2.44±1.12 

Behavior 3.09±1.03 

Communication 3.25±1.02 

Continuity of care 3.03±0.98 

Decision making 2.99±1.07 

Emotional support for staff 2.50±0.88 

Total Mean 3.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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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살펴보면 연령(F=4.180, p=0.018), 근무부서(F=3.401, 

p=0.037), 생애말 간호 교육 횟수(F=4.779. p=0.012),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 경험(z=-2.163, p=0.03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고(F=4.180, p=0.018), 세가지 하위요소 중 

지식역량(F=9.332, p<0.001), 태도역량(F=5.043, p=0.008)이 

높았다. 대상자가 근무하는 중환자실은 외과계 간호사가 내과계 

간호사에 비해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p=0.037)과 행위역량(p=0.001) 

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간호사에 비하여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z=-2.163, p=0.031)과 지식역량(z=-2.696, p=0.007)이 

유의하게 높았다. 생애말환자 간호 교육은 교육을 수강한 간호사 중 

교육을 3 회 이상 참여한 간호사가 1 회 참여한 간호사에 비하여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p=0.012), 지식역량(p<0.001), 태도역량 

(p=0.015)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식역량은 일반적 특성 중 임상경력이 높을수록(z=-2.696, 

p=0.007),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자가 4 년제 학부를 졸업한 간호사에 

비하여(x2=7.162, p=0.028) 지식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28 

 

Table 3. Self Perceived End of Life Care Competenci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N=117)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End of Life Care 

Competency 
Sub-domain of End of Life Care Competency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ean±SD t/F/z/x2 (p) Mean±SD t/F/z/x2 (p) Mean±SD t/F/z/x2 (p) Mean±SD t/F/z/x2(p) 
Gender Male 

Female 

10 

107 

3.54±0.61 

3.22±0.49 

-1.302 

(0.193) 

3.68±0.73 

3.30±0.66 

-1.215 

(0.224) 

3.40±0.67 

3.35±0.66 

-0.049 

(0.961) 

3.45±0.70 

3.06±0.56 

2.049* 

(0.043) 

Age(Years) <26 a 

≥26 and<35 b 

≥35 c 

23 

76 

18 

3.08±0.42 

3.23±0.50 

3.52±0.53 

4.180
*
 

(0.018) 

a<c 

3.01±0.62 

3.31±0.63 

3.86±0.65 

9.332
** 

(<0.001) 

a<c, b<c 

3.05±0.51 

3.37±0.60 

3.69±0.89 

5.043
** 

(0.008) 

a<b, a<c 

3.15±0.47 

3.08±0.59 

3.07±0.63 

0.161 

(0.852) 

Education 

level† 
3 years diplomaa 

Bachelorb 

Graduate schoolc 

8 

83 

26 

3.27±0.70 

3.19±0.47 

3.41±0.51 

3.819 

(0.148) 

 

3.51±0.78 

3.23±0.61 

3.63±0.78 

7.162
* 

(0.028) 

b,c 

3.30±0.97 

3.27±0.57 

3.65±0.78 

4.357 

(0.113) 

 

2.98±0.67 

3.12±0.59 

3.06±0.51 

0.412 

(0.814) 

 

Mariage Married 

Unmarried 

30 

87 

3.40±0.56 

3.19±0.47 

-1.942 

(0.055) 

3.64±0.71 

3.23±0.63 

-2.952
** 

(0.004) 

3.62±0.79 

3.26±0.59 

-2.60
*
 

(0.030) 

3.03±0.69 

3.12±0.53 

0.695 

(0.544) 

Religion Yes 

No 

56 

61 

3.16±0.50 

3.33±0.49 

1.851 

(0.067) 

3.25±0.68 

3.42±0.66 

1.362 

(0.176) 

3.30±0.67 

3.41±0.65 

0.869 

(0.387) 

2.99±0.60 

3.19±0.54 

1.906 

(0.059) 

ICU type Medical  a 

Surgical b 

Pediatric  c 

36 

70 

11 

3.42±0.47 

3.15±0.52 

3.26±0.32 

3.401* 

(0.037) 

a>b 

3.48±0.69 

3.27±0.68 

3.29±0.52 

1.256 

(0.289) 

3.31±0.62 

3.34±0.69 

3.56±0.65 

0.629 

(0.535) 

3.39±0.52 

2.94±0.56 

3.09±0.50 

8.042** 

(0.001) 

a>b 

 Cancer Center 
Non-Cancer Center 

39 

78 

3.32±0.44 

3.21±0.53 

1.103 

(0.272) 

3.43±0.61 

3.29±0.70 

1.021 

(0.309) 

3.38±0.57 

3.34±0.71 

0.275 

(0.783) 

3.17±0.55 

3.06±0.59 

0.993 

(0.323) 

Clinical 

Experience 

(Years) 

< 5 a 

≥5 and<10 b 

≥10 c 

46 

45 

26 

3.17±0.55 

3.25±0.39 

3.38±0.58 

1.480 

(0.233) 

3.15±0.70 

3.34±0.52 

3.66±0.77 

4.99** 

(0.008) 

a<c 

3.21±0.64 

3.36±0.55 

3.61±0.81 

3.058 

(0.051) 

3.16±0.61 

3.10±0.51 

2.96±0.62 

0.932 

(0.397) 

Numbers of  

end of life  

experience 

≤2 

≥ 3 

14 

  103 

3.21±0.49 

3.25±0.51 

-0.273 

(0.785) 

3.17±0.67 

3.36±0.68 

-0.964 

(0.337) 

3.30±0.68 

3.36±0.66 

-0.333 

(0.739) 

3.21±0.50 

3.08±0.59 

0.784 

(0.435) 

Spiritual support  

Experience  

at ICU† 

Yes 

No 

86 

31 

3.29±0.50 

3.13±0.51 

-2.163* 

(0.031) 

3.42±0.66 

3.11±0.67 

-2.696** 

(0.007) 

3.36±0.68 

3.35±0.61 

-0.286 

(0.775) 

3.11±0.56 

3.04±0.62 

0.555 

(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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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 Perceived End of Life Care Competencies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ontinue).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End of Life Care 

competency 
Sub-domain of End of Life Care Competency 

Knowledge Attitude Behavior 
Mean±SD  t/F/z/x2 (p) Mean±SD    t/F/z/x2 (p) Mean±SD    t/F/z/x2 (p) Mean±SD    t/F/z/x2 (p) 

End of life  

Education  

Yes 

No 

59 

58 

3.30±0.53 

3.18±0.47 

1.227 

(0.222) 

3.35±0.73 

3.32±0.62 

0.264 

(0.792) 

3.45±0.63 

3.25±0.69 

1.608 

(0.111) 

3.17±0.61 

3.01±0.53 

1.544 

(0.125) 

Numbers of 

end of life 

Education 

1 a 

2 b 

≥ 3 c 

29 

12 

18 

3.12±0.47 

3.38±0.46 

3.57±0.55 

4.779
* 

(0.012)  

a<c 

3.01±0.56 

3.36±0.70 

3.91±0.68 

11.484
** 

(<0.001) 

a<c 

3.21±0.54 

3.70±0.66 

3.67±0.66 

4.541
* 

(0.015) 

a<c 

3.19±0.54 

3.24±0.65 

3.15±0.62 

0.085 

(0.919) 

Recent end of 

life education 

(months, n=59)  

<6 

≥6 and <12 

≥12and <24 

Missing value 

13 

20 

18 

8 

 

3.34±0.79 

3.38±0.41 

3.18±0.42 

0.781 

(0.464) 

 

3.50±1.06 

3.48±0.63 

3.20±0.54 

0.920 

(0.405) 

 

3.42±0.87 

3.50±0.54 

3.41±0.65 
0.101 

(0.904) 

 

3.14±0.79 

3.23±0.45 

3.05±0.54 

1.146 

(0.564) 

End of life care 

Protocol  

Yes 

No 

42 

75 

3.31±0.57 

3.21±0.46 

1.098 

(0.274) 

3.40±0.76 

3.30±0.63 

0.832 

(0.407) 

3.43±0.64 

3.31±0.67 

0.951 

(0.344) 

3.16±0.65 

3.06±0.53 

0.885 

(0.378) 

Total Mean  117 3.24±0.92 3.34±0.93 3.36±1.17 3.09±1.03 

*p<0.05, **p<0.01,†nonparametic test(Mann-whitney, kruskal-Wallis),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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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 

본 연구 대상자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는 생물학적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 영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평균 점수는 총점 5 점 중 3.79±0.87 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소의 평균 역량 점수는 정신적 영역이 3.82±0.83 점, 사회적 영역 

3.80±0.81 점, 생물학적 영역 3.79±0.91 점, 영적 영역 3.76±0.93 점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요소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정신적 영역에서 가장 

수행빈도가 높은 간호중재는 '환자의 불안을 모니터 한다'가 평균 

4.10±0.66 점으로 수행빈도가 가장 높았고,  '환자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 인지기능에 대한 요구는 감소시킨다'의 수행빈도가 평균 

3.42±0.81 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위요소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된 영적 영역에서는 '개인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한다'가 평균 

4.07±0.72 점으로 수행빈도가 가장 높았고, '죽음을 의논하려는 의지에 

대해 의사소통한다'가 평균 3.51±1.04 점으로 수행빈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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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f Perceived End of Life Care Frequency(N=117). 

Dimension / Intervention Mean±SD 

Biological aspects 3.79±0.91 

Monitor pain 4.23±0.71 

Offer medical or alternate pain relief interventions  4.15±0.73 

Medicate by alternate route when swallowing problems develop  4.10±0.80 

Identify the patient’s care priorities 4.01±0.78 

Monitor deterioration of physical and/or mental capabilities 3.92±0.74 

Minimize discomfort, when possible 3.85±0.79 

Provide frequent rest periods 3.67±0.85 

Prevent complications 3.74±0.83 

Modify the environment, based on patient’s needs and desires 3.60±0.92 

Offer fluids and soft foods frequently 3.38±0.98 

Offer culturally appropriate foods 3.03±1.12 

Psychological aspects 3.82±0.83 

Monitor patient for anxiety 4.10±0.66 

Offer medical or alternate anxiety relief interventions 4.09±0.75 

Be open to individual’s expressions of concern 3.92±0.76 

Express empathy with individual’s feeling  3.91±0.69 

Assure individual that nurse will be available to support indi-

vidual in times of suffering  
3.86±0.80 

Listen to individual’s feelings and monitor mood changes 3.74±0.83 

Support patient and family through stages of grief 3.73±0.90 

Encourage patient and family to share feelings about death 3.60±0.93 

Reduce demand for cognitive functioning when patient is ill or fatigued 3.42±0.87 

Social aspects 3.80±0.81 

Support the family’s efforts to remain at the bedside  3.90±0.78 

Respect the need for privacy 3.88±0.71 

Include the family in care decisions and activities, as desired 3.85±0.79 

Respect the patient’s and family’s specific care request  3.79±0.87 

Facillitate discussion of funeral arrangements 3.70±0.86 

Stay physically close to frightened patient 3.65±0.83 

Spiritual aspects 3.76±0.93 

Treat individual with dignity and respect  4.07±0.72 

Facillitate obtaining spiritual support for patient and family 3.77±0.93 

Arrange visit by individual’s spiritual support for patient and family  3.73±0.94 

Provide privacy and quiet times for spiritual activities 3.71±0.91 

Communicate willingness to discuss death 3.51±1.04 

Total mean 3.7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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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를 살펴보면 종교적 믿음이 없는 간호사가 종교적 믿음이 

있는 간호사에 비하여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t=2.866, p=0.005). 그리고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해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F=3.610, 

p=0.030), 암병원계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일반계 중환자실 간호사에 

비하여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470, 

p=0.015). 근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간호사에 비하여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167, p=0.032,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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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f Perceived End of Life Care Frequency According to Gen-

eral Characteristics(N=11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t/F/x
2
(p) 

Gender Male 

Female 

10 

107 

3.86±0.24 

3.79±0.05 

0.398 

(0.691) 

Age(Years) <26 

≥26 and <35 

≥35 

23 

76 

18 

3.89±0.10 

3.79±0.06 

3.70±0.14 

0.618 

(0.541) 

Education level† 3 years diploma 

Bachelor  
Graduate school  

8 

83 

26 

3.56±0.77 

3.83±0.56 

3.76±0.40 

0.750 

(0.687) 

 

Marriage Married 

Unmarried 

30 

87 

3.79±0.52 

3.80±0.55 

0.073 

(0.942) 

Religion Yes  

No 

56 

61 

3.65±0.54 

3.93±0.51 

 2.866** 

(0.005) 

ICU type Medical a 

Surgical b 

Pediatric c 

36 

70 

11 

3.87±0.60 

3.70±0.49 

4.12±0.16 

3.610* 

(0.030) 
b<c 

Cancer Center 

Non-Cancer Center 

39 

78 

3.96±0.52 

3.71±0.53 

2.470* 

(0.015) 

Clinical experience 

(Years) 

< 5 

≥5 and <10 

≥10 

46 

45 

26 

3.81±0.07 

3.77±0.09 

3.78±0.11 

0.186 

(0.831) 

Numbers of end of 

life experience 

≤2 

≥3 

14 

103 

3.90±0.43 

3.78±0.55 

0.751 

(0.454) 

End of life education  Yes 

No 

59 

58 

3.88±0.48 

3.71±0.59 

1.708 

(0.090) 

Numbers of  

end of life    

education  

            (n=59) 

1 

2 

≥3 

29 

12 

18 

3.87±0.49 

3.86±0.45 

3.90±0.53 

0.039 

(0.962) 

Recent end of life  

education 

(Months, n=59) 

<6 

≥6 and <12 

≥12and <24 

Missing value 

13 

20 

18 

8 

3.85±0.58 

3.87±0.48 

3.79±0.42 

0.120 

(0.888) 

Spiritual support  

Experience at ICU 

Yes 

No 

86 

31 

3.84±0.49 

3.66±0.66 

1.449 

(0.155) 

End of life care  

Protocol 

Yes 

No 

42 

75 

3.94±0.54 

3.71±0.53 

2.167* 

(0.032) 

Total    117 3.79(0.87)  
*p<0.05, **p<0.01, †nonparametic test(Kruskal-Wallis),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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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의 

상관관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은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329, p<0.001).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의 하위요소 중 지식역량(r=.271, p=0.003), 행위 

역량(r=.290, p=0.002)은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Correlation Between End of Life Care Competency and Frequency 

Factor 

End of life care 

Competency 
Sub-domain of  

End of life care Competency 

r(p) Knowledge Attitud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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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cy 
.329** 

(<.001) 

.271** 

(.003) 

.177 

(.056) 

.290** 

(.00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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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영향요인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수행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위하여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제거한 결과 총 8 개의 

변수(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종교, 근무부서, 암병원계 중환자실 여부, 

임상경력, 생애말간호 교육 횟수,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 경험, 생애말 

간호 지침 여부)가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중 명목변수(종교, 

근무부서, 암병원계 중환자실 여부,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 경험,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 여부)는 Dummy 변수로 전환하였다.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총 8 개의 독립변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입력(Enter)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의 검정은 독립변수의 Durbin-Watson 통계량이 

1.694 로 잔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이 없었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71~3.207 로 10 미만, 공차한계(Tolerance)가 0.312~0.934 로 

1.0 이하, 0.1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선형성, 등분산성, 오차항의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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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 또는 암병원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없는 경우의 순서로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귀분석 결과, 총 8 개의 

독립변수에 의해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19.6%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p<0.001, Table 7). 

 

Table 7. Variables Influencing End of Life Care Frequency of Subjects(N=117) 

Variables В SE β t p 

Constant 3.044 .325  9.380 <0.001** 

End of life care competency .275 .097 .256 2.847 .005** 

ICU type(Pediatric) † 
.453 .164 .246 2.767 .007** 

ICU type(Cancer Center) † 
.214 .104 .187 02.058 .042* 

Religion(yes)† 
.186 .093 0.172 1.999 .048* 

Clinical experience .064 .062 .092 01.034 .304 

End of life nursing protocol(yes)† 
.074 .103 .066 0 .713 .478 

Numbers of end of life education .022 .032 .063 0.700 .486 

Experience of spiritual support at ICU(yes)† 
.069 .107 .056  .639 .524 

R2=0.259,
 
Adjusted R

2
=0.196, F=4.151, p<0.001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p<0.05, **p<0.01,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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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로, 표준화된 간호중재인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중재를 명확히 하여 수행빈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의 지식역량 및 행위역량은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지식역량과 

행위역량이 높을수록 생애말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수행빈도가 더 높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높을수록,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 또는 암병원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없는 경우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향요인 중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은 

수행빈도와 가장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수행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생애말 환자간호 수행빈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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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평가한 선행연구(이효진, 2015; 

Montagnini et al., 2012)는 하위요소인 지식역량, 태도역량, 행위역량을 

중심으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보통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의 하위요소에 대해 

이효진(2015)의 연구에서는 행위역량을 가장 높게, 지식역량을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본 연구와 Montagnini et al., (2012)은 지식역량을 

높게, 행위역량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중 가장 낮게 평가된 

행위역량은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 영역이었으며,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내과계에 비하여 행위역량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역량을 측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중환자 의료팀과 환경을 반영하는 도구적 특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 영역은 선행연구(이효진, 2015; 

Montagnini et al., 2012)에서도 행위역량 중 가장 낮게 평가되어 

중환자실에서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고충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겪는 

고충으로는 1) 환자와 가족을 포괄해야 하는 총체적 간호(고문정 & 

문소현, 2016; Beckstrand & Kirchhoff, 2005), 2)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처방, 3) 생애말 치료 목표에 대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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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심리적 좌절과 혼란이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지예, 2018). 하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는 

생애말 환자의 곁에서 존엄한 죽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에, 

간호사가 생애말 간호 제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고충 관리가 중요하다(Barnett & Ruiz, 2018; Ste-

ve, 2015; Vandrevala et al., 2017). 

  임종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고충 관리와 정서적 지지의 

예로 강현주(2015)는 디브리핑 그룹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디브리핑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는 생애말 간호 경험을 공유하고 성찰하며 심적 

부담을 내려놓고, 생애말 간호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디브리핑을 시행한 중환자실 간호사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동료의 

지지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임종상황 대처 능력의 향상,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전문가적 성장을 경험하며 간호사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간호사의 우울감과 감정적 소진을 

예방하는 생애말 간호 의사소통 강의와(Quenot et al., 2012),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질 향상을 보여주었던 

선례(Ghodsbin, Rostami, Sharif, Jahanbin, & Keshavarzi., 

2013)들을 임상에 적용하여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와 행위역량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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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 중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행위역량이 내과계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은 외과계 의료팀의 특성과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술을 통한 치료와 호전을 기대하는 

외과계 환자군의 특성으로 내과계 환자에 비해 생애말 간호 사례가 적기 

때문에 생애말 케어로 전환하는 과정은 외과계 의료팀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Browning, Wright, & Kleinpell, 2012). 또한 수술에 

참여하는 외과계 의사는 중환자실의 환자, 보호자와 함께 생애말 치료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내과계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Kross et al., 2014). 따라서 생애말 시기의 명확하지 않은 치료 

목표는 간호 요구도를 증가시켜 중환자실 간호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김원정 & 강지숙, 2015), 환자와 가족은 중환자실의 환경에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박지예, 2018).  

이러한 외과계 중환자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Browning, Wright, 

& Kleinpell, (2012)은 병원 내 완화의료 상담 등의 지지기반을 

활용하는 의뢰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애말 치료 목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과계 중환자실의 의료팀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교육 모임을 매달 

실시하여 생애말 케어에 대한 의료팀의 관심과 협력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외과계 중환자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위역량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과계 환자의 생애말 시기에 대한 사례 분석과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체감하는 생애말 간호 교육 요구도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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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환자 및 가족의 생애말 시기에 대한 

가치관을 사정하기 위한 의료진의 의사소통 역량 관리와 더불어 원내 

완화의료 전문가와 용이하게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은 

외과계 환자의 생애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lakson et al., 2011; Quenot et al., 2012). 이는 행위 역량과 

수행빈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여러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개인의 역량 향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 팀의 협력과 의료진 지지가 

중요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Barnett & Ruiz, 2018; Hamric 

& Blackhall, 2007; Steve, 2015; Vandrevala et al., 2017).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 중 소아청소년계 또는 

암병원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에는 생애말 환자간호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차이가 있었고, 이는 수행빈도의 유의한 영향요인과도 

일치하였다.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는 어린 환아의 삶의 마지막을 간호하는 특성때문에 가족이 

생애말 시기의 의사결정과 간호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iva 

et al., 2010). 그리고 생애말 시기의 환아 부모는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아의 안위 증진과 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Brown JB, Brown S, & 

Meyer, 2012; McGraw et al., 2012; Polikoff, & McCabe, 2013). 

이와 같이 환아 부모의 생애말 간호 제공에 높은 참여율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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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의 생애말 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암병원계 중환자실이 일반계 

중환자실에 비해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생애말 

시기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준비 정도 및 가치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Sherman et al., 2018). 암과 투병하는 환자들은 대게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경제적 건강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생애말 삶의 질에 대해 가치관과 선호도를 가진다. 

이에 대해 생애말 시기의 암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의료진으로부터 존중 받기를 기대하고(Sherman et al., 2018; 

Tang et al., 2014), 고통스러운 생애말 시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편안하고 준비된 삶의 정리를 위하여 생애말 간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right et al., 2016).  

따라서 암병원계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생애말 간호 경험이 일반 

중환자실에 비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근본적인 생애말 간호의 목적은 같지만 각 부서 계열의 

특성에 따라 생애말 간호에 대한 준비 정도와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애말 간호는 환자와 가족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과 준비 정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Sherma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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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근무부서 이외에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는 종교적 믿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먼저 종교적 믿음이 있는 간호사의 생애말 간호 

및 영적 지지에 대해 Mcsherry & Jamieson (2013)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과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신념 사이에서 겪는 혼란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영적인 신념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와 신념을 사정하는 의사소통과 영적 지지는 생애말 간호중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Gurdogan, Kurt, Aksoy, Kinici, & Şen, 2017; 

Noome, Beneken, Leeuwen, & Vloet, 2017).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생애말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존엄한 죽음 

준비를 돕고, 생애말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개인의 종교적 믿음과 생애말 환자에게 제공하는 영적 지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Levin, Moreno, Silvester, & Kissane,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있는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의 간호 중재 중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의지와 신념에 대한 의사소통의 수행빈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영적 지지를 포함한 생애말 간호 수행빈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사정하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훈련 과정과, 병원 내 종교적 지지체계 활용을 



 

44 

 

활성 시킬 필요가 있겠다(고문정 & 문소현, 2016; Levin, Moreno, Sil-

vester, & Kissane, 2010; McSherry & Jamieson, 2013; Polzer & 

Engebretson, 2012). 또한 종교적 믿음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생애말 간호와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함으로써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 

빈도 증진을 기대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서 높은 차이를 보였다.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생애말 간호중재를 표준화하여 실무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의 질을 평가하고 

임상 실무와 이론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데 유용하다(Lee, 2006; 

AACN, 1988).  

생애말환자 간호의 표준화된 지침을 적용한 예로, Anderson & 

Chojnacka (2012)는 생애말 환자 간호의 증상관리, 의사소통, 간호 

기록을 중심으로 마련된 표준화된 지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증상관리와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증가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근거기반의 표준화된 

간호 기록을 지원함으로써 간호사는 간호기록 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자 

곁에서 간호하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생애말 간호의 

표준화된 지침 마련을 통해 생애말 간호 수행빈도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사례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Anderson & Chojnacka, 

2012; Phillips & Davidson, 2011; Watts, 2013). 이와 같은 선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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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본 연구에서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 유무가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같은 부서의 일원임에도 지침의 유무에 대한 응답이 상이한 

것으로 볼 때,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애말 간호 수행빈도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생애말 

간호중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혼란을 

줄이고, 우선순위 판단을 돕는 생애말 간호의 표준지침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적용을 활성화 한 후 생애말간호 수행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모집이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점에서 연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표준화된 지침 마련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범위 확장과, 다기관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 

단일 직군을 대상으로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에는 치료에 참여하는 중환자 

치료팀과 중환자실의 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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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생애말환자를 돌보는 사례가 많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확인하고 수행빈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표준화된 지침 및 개선 전략 마련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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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3 차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생애말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0 부 중 117 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전문가 5 인의 내적 타당도 검사를 거쳐 생애말환자 

간호역량 28 문항,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 31 문항, 일반적 특성 

10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독립 표본 t-test(또는 Man-whitney U 

test), one way ANOVA(또는 Kruskal-Wallis)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

tion 으로 확인하였고,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p=0.018), 생애말환자 간호 교육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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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p=0.012),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지 경험의 유무(p=0.03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비해 외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p=0.037) 이는 중환자실 팀과 환경을 반영하는 도구의 

특성이 영향을 미쳐 진료과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는 영적 영역의 수행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는 대상자의 종교적 믿음이 없는 

경우 수행빈도가 높았고(p=0.005),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p=0.030), 

암병원계 중환자실(p=0.015),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p=0.032) 수행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3)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은 생애말환자 간호의 수행빈도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01), 하위요소인 지식역량과 

행위역량은 수행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태도역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6).  

4) 생애말환자 간호 수행빈도의 영향요인은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이 높을수록(p=0.005), 소아청소년계 중환자실(p=0.048) 또는 

암병원계 중환자실의 경우(p=0.007)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 없는 

경우(p=0.042)가 수행빈도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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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단일기관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 및 지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근무하는 중환자실의 진료과 특성과 중환자실 환경이 생애말 

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근무 부서를 고려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겠다. 

3) 종교적 믿음을 가진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경험과 고충을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겠다. 

4) 생애말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중재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생애말 간호제공을 돕는 표준화된 생애말간호 지침을 

마련하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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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성인간호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현재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중요도 및 빈도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석사학위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측정하고, 간호중재분류체계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의 

중요도와 빈도를 파악하고 차이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표준화된 

간호중재 분류(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를 기반으로 

간호중재를 분석은 모호 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간호계획, 

기록, 의사소통, 연구 및 교육 설계에 유용하여 표준화된 지침 마련의 기반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Bulechek, 2013).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중환자실 내 생애말환자 간호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표준화된 간호중재 지침 마련 및 교육에 고귀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년 7 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성인간호학 

연구자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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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Ver 1.0 ) 

대상자 설명문 

연구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 

연구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이선민  

 

본 연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설명서와 

동의서를 주의 깊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정보의 

안정성, 연구로 인한 이점 및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 

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신중하게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 의사를 동의하에 연구에 참여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연구도중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언제든지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측정하고,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의 중요도와 수행빈도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노인 인구의 

의료기관 내 사망 비율 증가(통계청, 2016)와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제 15542 호)의 

시행으로 의료기관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존중과 생애말환자 간호 중재를 위한 의료진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적극적인 치료와 생애말 간호의 

불명확한 경계에서 겪는 간호 제공의 혼란과 보호자 및 의료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이수정 & 김혜영, 2017) 생애말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호 요구도가 

높지만 표준화된 지침의 부재와 교육은 부족한 현실이며 국내 중환자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표준화된 간호중재분류 분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중요도 및 

수행빈도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간호중재분류체계(NIC) 기반의 

중재 분석은 모호 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간호 계획, 기록, 

의사소통, 연구 및 교육 설계에 유용하여  표준화된 지침 마련의 기반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Buleche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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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절차 및 기간  

 3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생애 말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 한 경험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자이며 13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15분 내외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3. 연구 방법 

 참여 의사를 밝혀 참여에 동의하신 분께는 편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15 분 정도의 

자가보고식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질문지에 답을 하신 후 밀봉 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설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0 문항(성별, 연령, 학력, 근무부서 

및 경력, 지지체계, 교육 경험, 생애말 간호 경험, 영적 간호 경험, 생애말환자 간호 

지치여부),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28 문항, 간호중재분류체계(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중재의 중요도와 수행빈도를 생애말간호 24 문항, 영적 간호 

7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4. 연구에 참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본 연구의 참여로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직접적인 위험도, 참여로 인한 이득도 없습니다. 

대상자가 응답하는 정보는 중환자실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 및 

교육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 연구로 연구 참여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설문지를 

응답하는 약 15분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설문 항목의 응답에 대한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밀봉된 봉투에 수거하여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여 

코딩 할 것이며, 시건장치가 갖춰진 문서보관장소에 보관하여 연구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6. 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전달을 위하여 3000 원 상당의 답례품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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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수집된 연구 자료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한하여 사용 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을 측정하고,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l; NIC)를 기반으로 생애말환자 간호의 중요도와 수행빈도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수집·이용 목적 

달성까지 입니다.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자료 및 파일은 연구 완료일로부터 10 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됩니다.  

4)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및 공유 방침: 연구목적 이외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위탁: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제 3 의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연구담당자만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연구 대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법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입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이선민 연구원(sm0205@snu.ac.kr) 입니다. 대상자의 개인 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밀봉 된 봉투에 담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고, 응답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수집된 설문지는 

권고에 따라 시건장치가 갖춰진 문서보관 장소에 10 년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참여자의 

정보가 담긴 자료는 분석 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 하여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추후 본 연구가 논문자료 출판물로 간행될 시 생애말환자 간호역량, 

간호중재분류체계(NIC) 기반 중재 분석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이해 하였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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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철회의 자발성 

본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구 도중 연구 

참여에 대한 의견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도중이라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연구 담당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연락처  

본 연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이선민 간호사 

     연락처(☎) : 02-3410-3970,  sm0205@snu.ac.kr, sunmin0205.lee@samsung.com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피험자보호연구윤리 담당자 ( 02-3410-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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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동의서 

 

 

• 본인은 상기 연구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과 이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 하였습니다. 

• 본인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후에 연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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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  

중환자실 내에서 생애말 간호 제공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귀하의 생애말 환자 간호 

역량에 대해 인지하는 곳에 0 점에서 5 점 중에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V) 하여 

주십시오.  

번

호 
1. “나는 …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당 

없음 

(0) 

매우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 

나는 생애말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적 중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예.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 

0 1 2 3 4 5 

2 

나는 생애말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비약물적 

중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예, 

온요법, 냉요법, 마사지, 이완요법). 

0 1 2 3 4 5 

3 
나는 생애말 환자의 호흡기 증상을 중재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되어 있다(예, 호흡곤란, 기침). 
0 1 2 3 4 5 

4 

나는 생애말 환자의 소화기 증상을 중재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예: 오심, 구토, 변비, 복부팽만감, 

복통 등). 

0 1 2 3 4 5 

5 

5. 나는 생애말 환자의 신경/ 정신적 증상을 중재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예: 섬망, 간질, 불안, 

지남력 저하, 의식 소실 등). 

0 1 2 3 4 5 

6 

나는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의료와 관련된 

결정들을 포함한 사전 계획(예: 사전의료 지시서) 논의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있다. 

0 1 2 3 4 5 

7 
나는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치료 정도의 범위(예: 

연명치료계획)에 대해 논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 
0 1 2 3 4 5 

8 
나는 생애말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0 1 2 3 4 5 

9 
나는 생애말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적 요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0 1 2 3 4 5 

10 
나는 생애말 환자와 그 가족들의 문화적 요구(신념, 

문화적 의식)를 확인하는 일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0 1 2 3 4 5 

11 
나는 생애말의 순간에 환자와 그 가족들의 슬픔과 이별을 

지지하는 일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0 1 2 3 4 5 

12 
나는 생애말 환자와 그 가족들의 영적 요구(예: 종교적 

요구)를 확인하는 일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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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는 …라고 느낀다.” 

해당 

없음 

(0) 

매우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3 

나는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의료와 관련된 

결정들을 포함한 사전 계획(예: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0 1 2 3 4 5 

14 
나는 환자 및 가족과 치료 정도의 범위(예: 

연명치료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용이하게 느낀다. 
0 1 2 3 4 5 

15 
나는 생애말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는 과정을 

편안하게 느낀다. 
0 1 2 3 4 5 

16 
나는 생애말 치료 의사결정을 위해 의사, 간호사, 

중환자실 팀원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0 1 2 3 4 5 

17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은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0 1 2 3 4 5 

 

3. “중환자실에서 …” 

해당 

없음 

(0) 

매우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18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사전 치료계획에 대한 

기록이 없는 환자가 입원하면,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의료 관련 결정들을 포함한 사전치료 

계획을 시작한다.   

0 1 2 3 4 5 

19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생애말 환자간호 목표 설정 

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를 반영한다.  
0 1 2 3 4 5 

20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임상 상태가 악화될 

때 환자 및 가족과 치료 정도의 범위(예: 연명치료 

계획)에 대한 논의를 적시에 시행한다.  

0 1 2 3 4 5 

21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임상 상태가 악화될 

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적시에 논의 

한다. 

0 1 2 3 4 5 

22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진 팀원은 환자 및 가족의 

생애말 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0 1 2 3 4 5 

23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진간의 의견 차이는 환자 

및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의료진 사이에서 먼저 논의 

된다.  

0 1 2 3 4 5 

24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을 만나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한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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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실에서 …” 

해당 

없음 

(0) 

매우 

그렇

지 

않다 

(1) 

그렇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25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생애말 사안에 대해 적시에 

완화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0 1 2 3 4 5 

26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이 바뀌는 것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을 미리 준비시킨다(예: 지정의, 주치의, 

간호사 등). 

0 1 2 3 4 5 

27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담당 간호사 배정시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생애말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0 1 2 3 4 5 

28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생애말 환자의 간호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적 고충을 다룰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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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중재분류체계(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IC) 

생애말 간호와 영적 간호의 수행 빈도  

중환자실 내에서 생애말 간호의 수행 빈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중환자실 내에서 생애말 

간호 제공 경험을 떠올려 보고,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빈도를 표시(V)하여 

주십시오. 

 (1) 생물학 측면 

 
생애말환자 간호 제공 시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시행하십니까? (빈도) 

전혀 

시행 

하지 

않는

다 

(0) 

시행 

하지 

않는

다 

(1) 

시행 

하지 

않는 

편이

다 

(2) 

시행 

하는 

편이

다 

(3) 

시행 

한다 

(4) 

항상 

시행 

한다 

(5) 

1 통증을 모니터 한다. 0 1 2 3 4 5 

2 약물적, 비약물적 통증완화 중재를 시행한다. 0 1 2 3 4 5 

3 휴식, 이완을 자주 제공하고 만족을 촉진시킨다. 0 1 2 3 4 5 

4 신체적 그리고/또는 정신적 능력 저하를 확인한다. 0 1 2 3 4 5 

5 신체적 불편감을 최소화 하고 편안함을 최적화 한다. 0 1 2 3 4 5 

6 삼킴 기능 장애 발생 시 다른 경로로 투약한다. 0 1 2 3 4 5 

7 환자 간호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0 1 2 3 4 5 

8 수액과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여 갈증을 완화한다. 0 1 2 3 4 5 

9 합병증을 예방한다. 0 1 2 3 4 5 

10 환자의 요구와 소망을 존중하여 환경을 조성한다.  0 1 2 3 4 5 

11 환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음식을 제공한다. 0 1 2 3 4 5 

  2. 정신적 측면 

 
생애말환자 간호 제공 시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시행하십니까? (빈도) 

전혀 

시행 

하지 

않는

다 

(0) 

시행 

하지 

않는

다 

(1) 

시행 

하지 

않는 

편이

다 

(2) 

시행 

하는 

편이

다 

(3) 

시행 

한다 

(4) 

항상 

시행 

한다 

(5) 

12 환자의 불안을 모니터 한다.  0 1 2 3 4 5 

13 약물적, 비약물적 불안감 완화 중재를 시행한다. 0 1 2 3 4 5 

14 환자의 감정을 주의깊게 듣고 변화를 관찰한다. 0 1 2 3 4 5 

15 환자가 고통 받을 때 간호사가 지지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고취한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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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개인의 걱정 표현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0 1 2 3 4 5 

17 개인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하고 존중한다. 0 1 2 3 4 5 

18 환자가 아프거나 피곤할 때, 인지 기능에 대한 요구는 

감소시킨다. 
0 1 2 3 4 5 

19 환자와 가족의 슬픔, 염려, 의문점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한다. 
0 1 2 3 4 5 

20 환자와 가족이 죽음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도록 격려한다.  0 1 2 3 4 5 

 3. 사회적 측면 

 
생애말환자 간호 제공 시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시행하십니까? (빈도) 

전혀 

시행 

하지 

않는

다 

(0) 

시행 

하지 

않는

다 

(1) 

시행 

하지 

않는 

편이

다 

(2) 

시행 

하는 

편이

다 

(3) 

시행 

한다 

(4) 

항상 

시행 

한다 

(5) 

21 사생활 보호 요구를 존중한다.  0 1 2 3 4 5 

22 환자의 곁에 머무르기 위한 가족의 노력을 지지하고 

친밀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0 1 2 3 4 5 

23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의 곁에 머무르며 지지한다. 0 1 2 3 4 5 

24 환자와 가족의 구체적인 간호 요구(신념, 문화적 의식, 

소망)를 존중한다. 
0 1 2 3 4 5 

25 환자의 가족이 원하면 간호활동과 의사결정에 포함 한다. 0 1 2 3 4 5 

26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논의를 돕는다. 0 1 2 3 4 5 

 4. 영적 측면 

 

생애말환자 간호 제공 시  

존엄한 죽음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시행하십니까? (빈도) 

전혀 

시행 

하지 

않는

다 

(0) 

시행 

하지 

않는

다 

(1) 

시행 

하지 

않는 

편이

다 

(2) 

시행 

하는 

편이

다 

(3) 

시행 

한다 

(4) 

항상 

시행 

한다 

(5) 

27 개인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한다. 0 1 2 3 4 5 

28 영적인 활동을 위해 환자 사생활 보호와 조용한 시간을 

제공한다. 
0 1 2 3 4 5 

29 환자와 가족에게 개인의 종교적 지지에 따라 방문을 

조정한다. 
0 1 2 3 4 5 

30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인 지지를 용이하게 한다. 0 1 2 3 4 5 

31 죽음을 의논 하려는 의지에 대해 의사소통 한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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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 특성  
 

귀하의 일반적 정보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 되는 곳에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되오니 빠짐없이 응답 부탁 드립니다. 

 

1) 성별   □ 남자    □ 여자  

2) 연령   만                세  

3) 최종학력    

□ 3 년제 졸업  

□ 4 년제 졸업-정규 과정  

□ 4 년제 졸업-기타 학위(RN-BSN,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등) 

□ 대학원 재학/졸업 

 4) 근무 부서 :                    중환자실  

 5) 근무 경력 

        6-1) 총 임상 경력 :  만               년             개월 

        6-2) 해당 근무 중환자실 경력 : 만              년              개월 

6)지지 체계     

 6-1) 결혼        □ 미혼     □ 기혼        □ 사별     □ 이혼      □ 기타     

6-2) 종교        □ 무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7) 생애말 간호 제공 경험           □ 1 회 이하  □ 2 회     □3 회 이상  

 8) 존엄한 죽음 및 생애말환자 간호 관련 교육경험 

  8-1) 교육 경험              □ 유       □무 (교육 경험 없는 경우 9 번 문항으로) 

  8-2) 교육 경험 횟수       □ 없다     □ 1 회      □ 2 회   □ 3 회 이상  

  8-3) 교육 방법              □ 강의 □ 자가학습 □ 자격증 수료 □체험학습 □토의 

  8-4) 가장 최근 수강한 교육은 언제입니까?    

□ 6 개월 이내   □ 6 개월 이후~ 1 년 이내   □ 1 년 이후~ 2 년 이내    □ 잘 모르겠다    

 9) 중환자실 내 종교적 지원 / 지지 경험                     □ 유        □ 무 

 10) 근무 시 참고할 수 있는 생애말환자 간호 지침        □ 유        □ 무  

 

 

참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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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d Of Life Care Competency and Frequency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Sun Min L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hyun Kang, PhD 

 

These days, death with dign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rder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self-

determination. Even though end of life care occurs frequently in 

ICU, it is quite difficult to achieve dignified death as indended. 

Eventually, end of life care in ICU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preparing the dignified death for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t 

the end of life their lives.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studies to analyze treatment and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period. However our resources 

to analyze the intensity of end of life care are very limited, due to 

lack of standardized tools and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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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nd of life care 

competency and frequency of ICU nurses for death with dignity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nd influence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30 nurses who had experience of end of life care in 

ICU at the general hospital in Seoul, Korea. The end of life care 

competency is assessed by the questionnaire that was developed 

by Montagnini et al., (2012)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Lee 

(2015). Additionally the end of life care frequency is assessed 

based on the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NIC).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differences in the end of 

life care competency and frequency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using the SPSS 25.0 program. In ad-

dition, the influence factor of the end of life care frequency was 

analyz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result, the end of life care competency of ICU nurse was 

significantly higher related to participant’s age(p=0.018), the 

number of end of life care education (p=0.012), having the expe-

rience of religious support in ICU and in the case of working in 

medical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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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of life care frequency of ICU nurse was signifi-

cantly higher when the participants have no religious belief 

(p=0.005), work in Pediatric ICU rather than Surgical ICU 

(p=0.030), work in Cancer Center ICU rather than non-Cancer 

Center ICU (p=0.015), have end of life care protocol (p=0.032). 

The End Of Life Care frequency was correlated with End Of 

Life care competency (p<0.001), Knowledge (p=0.003) and Be-

havior (p=0.002) competency which is sub-domain of end of life 

care competency.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Attitude competency which is sub-domain of end of life care 

competency. 

The influence factors making higher end of life care fre-

quency were the ICU nurse’s competency of end of life care 

(p=0.005), working in Pediatric ICU (p=0.048) or Cancer Center 

ICU (p=0.007) and having no religious belief (p=0.042).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luence was 19.6% (p<0.001). 

Therefore, end of life care competency of ICU nurses is 

valuable to improve the frequency of end of life care for death 

with dignity in ICU by sharing the experience of end of life care 

and support each other from various ICU facilities. In additio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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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identify and support the difficulties of end of life care 

including spiritual care by nurses who have religious belief. Fur-

thermore, according to correlation between Behavior competency 

and end of life care frequency,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with 

the ICU medical team.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NIC)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fundamentals for preparing standard-

ized guidelines and improving strategies.  

 

 

Key words: Death with Dignity, Intensive Care Unit, End Of Life Care, 

Competenc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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