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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임종을 자주 경험한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종 간호

를 제공 할 때 높은 수준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특히 임종

간호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종 간

호 교육은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 함양과, 신체적, 심리적,

영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올바른 임종 간호 수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

이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

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 소재한 S 대학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최은숙 등(2006)이 개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요구도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임종 간호 스

트레스는 이연옥(2004)이 개발한 임종 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임종 간호 태도는 Frommelt (1991)가 개발한

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을 조혜

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임종 간호

수행은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 간호 수행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들은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

여 기술 통계, Mann-Whitney U test 또는 Kruskal 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2점

으로, 호스피스 윤리와 법, 마약성 진통제 관리 및 통증과 증상 완화 순

으로 점수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 중 임종 간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임

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U=7.67, 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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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이

며, 임종 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

(r=.37, p=.000), 임종 간호 태도(r=.20, p=.03), 임종 간호 수행(r=.4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스

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과 모두 관련된 요인으로써 임종

간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윤리와 법,

마약성 진통제 관리와 통증 및 증상 완화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는

점을 토대로 이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에

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

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후속연구들이 더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 및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중환자실 간호사,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호 스트레

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학 번 : 2019-2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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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삶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이명순, 2010) 국

내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율은 2008년 63.7%에서 2018년 86.2%로 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특히 병원 내 중환자실은 높은 중증

도의 환자들로 인해(문재영 & 신용섭, 2013) 예기치 못한 임종이 공존하

는 곳으로(설은미 & 고진강, 2018),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부서의 간

호사에 비해 임종을 자주 경험한다(고문정 & 문소현,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종 간호를 제공 할 때 다양한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형숙 & 강은희, 2007; 설은미 &

고진강, 2018; Gélinas et al., 2012; Mealer et al., 2007; Ryan &

Seymour, 2013).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임종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고(우

영화, 2012)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이직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요인이며, 특히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임종 간호 교육이 부

재한 상태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이, 2013).

또한 임종 간호 교육은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 함양에도 도

움이 된다(김경숙, 2016; 황수호, 2018).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

도는 높은 수준의 임종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양승애, 2015),

임종 간호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순일 & 유혜

숙, 2014).

이와 함께 임종 간호 교육은 임종 간호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요인으

로 언급되었다(고문정 & 문소현, 2016; 정상이, 2013). 특히 중환자실 간

호사의 임종 간호 수행은 신체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심리적, 영적

영역까지 포괄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임종 간호 교육

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문정 & 문소현, 2016).

이처럼 임종 간호 교육이 전반적인 임종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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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Baliza et al, 2015), 중환자실 간호사가 배

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임종 간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이영옥, 2012; 최금희, 2014). 적절한 임종 간호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임종 환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지고(정상이,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임종 간호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된 연구들

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교육요구도에 대해 알아본 연구(권소희 외,

2008; 이 민, 2017; 이영옥, 2012), 교육과정을 제작한 연구(최은숙 외,

2006), 임종 간호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김정희 & 이현

경, 2012; 이영옥, 2012) 둥이 있었다. 국외의 경우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및 임종 간호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Chang et al., 2016; Jors et al.,

2017; Price et al., 2017), 전반적인 교육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Lang et

al., 2006),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Ferrell et al., 2010) 등이 진행되었

다.

그러나 중환자실이 임종 간호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를 알아본 연구는 많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함께,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앞서 살펴

보았던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요인들과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종 간호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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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종 간

호 교육요구도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을 확인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의 차이

를 확인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

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교육요구도

(1) 이론적 정의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

며,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국

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0)이다. 교육요구도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고자 하는 요청을 의미하며, Borich (1980)는 교육요구도란 도

달 하고자 하는 수준과 현재의 수준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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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교육요구도란 최은숙 등(2006)이 개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교육요구도에 대한 도구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춰 전문가 타당

도 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

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임종 간호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란 간호사가 임종 환자와 그 가족을 간호하는 동안

이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데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이원호, 200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란 이연옥(2004)이 개발한 임종 간호

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임종 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임종 간호 태도

(1) 이론적 정의

임종 간호 태도란 임종 환자를 간호 할 때 간호사가 느끼는 긍정적 혹

은 부정적 인식이나 감정을 의미한다(지경애, 200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임종 간호 태도란 Frommelt (1991)가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개발한 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수정,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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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종 간호 수행

(1) 이론적 정의

임종 간호 수행이란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총체적 돌봄이다(노

유자 외,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임종 간호 수행이란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 간호

수행 도구를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춰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통해 수

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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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이란 죽음에 가까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죽어가는 과정을 가리

키며, 임종 간호는 임종 상황에 처한,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간호로 일반적으로 말기 환자 간호를 일컫는다(송경애 외, 2017).

최근에는 죽음을 앞둔 시기의 환자 뿐 만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평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

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애 말 환자 간호가 등장하기도 하였다(National

Health Service, 2013).

급변해가는 사회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맞춰 간호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Griscti & Jacono,

2006; Nalle et al., 2010).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

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질병에 대한 병태생리, 질병

에 맞는 처치나 약물 사용법 등에 집중되어 있다(설은미 & 고진강,

2018). 그러나 간호사는 간호 처치나 약물 사용이 아닌 다른 상황들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으며, 특수한 예로 임종 상황을 들 수 있다. 설은미

와 고진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사는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잦은 임종을 맞이한다. 더욱이 환자의 죽음을 처음 경험

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본 서민정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임상경력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은주와 서민

정(201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71.3%가 임상경력 3개월 미만에 환자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임

종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은미와 고진강(2018)의 연구를 뒷

받침 해주며, 임종 간호 교육은 특히 신규 간호사에게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연자와 김미혜(2019)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간호사의 임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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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심형, 갈등 기피형,

교육 요구형, 가치 추구형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그 중 교육 요구형

의 경우 전문적인 임종 간호 교육의 부족으로 환자 간호에 미숙하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이 유형의 대다수가 임상경력 4년 미만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입사 초부터 임종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종 간호의 경우 가치관이나 사고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죽음이

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권인각 등(2019)은 임

종 간호를 임상경력 12개월까지도 간호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설명

하였다.

김현숙 등(2019)은 임종 간호를 위한 역량이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갖추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교

육, 호스피스 이론교육, 호스피스 병동 실습 등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김

순희 & 김동희, 2015). 그러나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학부 교

육과정 및 국가고시 출제범위에 임종 간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부

대학에서만 선택 교과로 가르쳐지고 있다(김현숙 외, 2019). 이와 같은

실정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을 시작하게 된 간호사에게 임종 간

호는 더욱 어려우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임종 간호 교육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임귀연과 최소영(2019)의 연구에서는 ‘있다’가 51.7%, 내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백유경과 최은정(2015)의 연구에서는 68.7%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지혜 등(2019)의

연구에서는 39.4%,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은주와 서민정(2019)의

연구에서는 23.1%에 그쳤고, 대상자 전원이 임종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

고 답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의 절실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의 경우 임종 간호를 수행할 때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로 인

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종 간호 교육을 구성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박은주 &

서민정, 2019).

한편 최현주와 이건남(2018)은 높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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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요

구도를 통해 대상자가 얻고자 하는 목표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어 적

절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준비할 수 있다(Brown, 2002; Long,

2005). 이에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하여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에 대해

알아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에 대해 조사한 최은숙 등(2006)의 연구에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죽음의 이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 통증의 이해와 평가 영역

이었다. 해당 도구에서 타당도 조사를 통해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연구

를 수행한 김정희와 이현경(201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소진관리,

임종 전 관리, 의사소통 방법, 임종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 마약성 진통

제 관리 영역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권소희 등(2008)의 연구에서는 통증 및 증상

관리에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임종 간호에서

대체로 환자의 통증 조절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종 간

호 교육을 접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높아지며(김세라

외, 2018; 김은희 & 임영미, 2019; 박효진 & 강은희, 2020; 이금재 & 박

연숙, 2015), 임종 간호 수준이 높아지고(박은희 & 김남영, 2018),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았다(김원순 외, 2016). 그리고 임종 간호 교육에 대한 필

요성을 느낄수록 임종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김세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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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종 간호 스트레스

간호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임종 간호를 수행할 때 환자는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불안 또한 줄어든다(Detering et al., 2010). 그러

나 간호사는 임종 간호를 수행할 때 피로감, 불안, 두려움, 공포 등을 느

끼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강성례 & 이병숙, 2001; Stewart et

al., 2000). 임종은 종양외래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 (2016)의 연

구에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간호사에게 임종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하신영 & 송준아,

2018),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간호사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탈진 상

태에 해당되는 소진에 다다르게 된다(박지원 & 최은정, 2015; 이지현 &

박정숙, 2017; 최정실 & 박승미, 2012).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높은 중증도의 환자들로 인해 임종 간호 상황

을 더 자주 마주한다(김명진, 2007).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임종 간호 스트

레스는 간호사를 위축시키며 간호의 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조

계화 & 한희자, 2001). 그리고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하신영 & 송준아, 2018). 또한 박명옥과 윤

희장(2016)은 임종 간호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가 삶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임종 간호 스트레스가 높다

는 연구도 있었고(박미선 외, 2019; 양승애, 2015; 우영화 외, 2013; 전꽃

비 & 박미현, 2019; Beckstrand et al., 2006), 반대로 낮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다는 연구(정상이, 2013; 지순일 & 유혜숙, 2014)도 있어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서에 따라 임종 간호 스트레스 정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박미선 외, 2019; 전꽃비 & 박미현, 2019)

도 있었다.

그리고 잦은 임종 환경으로 인해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죽음에 대한 인

식 및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김세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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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순 외, 2016; 양진희 & 신성례, 2016; 황정옥 & 김상희, 2019), 이를

통해 죽음이 임종 간호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종 간호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임종 간호 태도와 임종 간호 수행이 확

인되었다. 임종 간호 태도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고(양승애, 2015),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

도 있었다(김은정, 2012; 지순일, 2012). 임종 간호 수행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고(심지연, 2019),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

난 연구도 있어(고문정 & 문소현, 2016; 정상이, 2013)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임

종 간호 교육 여부(오진환, 2015)와 임종 간호 교육 필요성(김세라 외,

2018)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종 간호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정희, 2009).

그 외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영적인 요소(박미선 외, 2019; 양진희 &

신성례, 2016), 공감역량과 극복력(김희영 외, 2017), 직무만족도(백유경

& 최은정, 2015), 자아존중감(최애신, 2003)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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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태도는 임종환자와 보호자에게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사가 느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강지혜 외, 2019; 조유향, 2003). 임종 간호 태도는 죽음

직전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민감하게 전달되는 부분이므로, 간호사

에게 중요한 요소이다(김숙남 외, 2011). 간호사가 임종 간호를 수행할

때 느끼는 경험에 대해 알아본 강성례와 이병숙(2001)에 따르면, 간호사

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임종환자에 대한 자신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며 더 나아가 무력감까지 경험한다고 하여 상

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문정과 문소현

(2016)은 임종 간호 수행을 위해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종 간호 태도를 긍정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임종 간호 태도 측정 도구인 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를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수정, 번

안한 4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강

지혜 등(2019)의 연구에서는 2.98점, 황정옥과 김상희(2019)의 연구에서

는 2.82점으로 높은 점수의 임종 간호 태도가 측정되었다. 국외 연구에서

도 5점 척도인 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을 사용하여 이란의 암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태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는데, 3.18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Iranmanesh et al., 2014).

간호사의 임종 간호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대체로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를 가지

고 있었다(김세라 외, 2018; 노선숙 외, 2016; 박효진 & 강은희, 2020; 이

성현, 2017; Ali & Ayoub, 2010).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지

혜 등(2019)의 연구에서는 전체 임상경력보다 중환자실 근무경력이 임종

간호 태도와 더 유의하다고 나왔는데, 중환자실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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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임종 간호를 수행하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는 부서에 따라 임종 간호 태도를 알아본 홍은미 등(2013)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 병동 간호사에 비해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온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종 간호 태도는 죽음과 관련하여 유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김세

라 등(2018)과 양승애(2015)는 임종 간호 태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양승애(2015)는 이와 함께 임종 간

호 태도가 죽음 불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홍은미

등(2013)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이라

고 하였다. 그리고 세 연구 모두에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

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간호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와 임종 간호 수행

이 확인되었다.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임종 간호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난 연구(양승애, 2015)도 있었고,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김은정, 2012; 지순일, 2012)도 있어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리고 임종 간호 수행은 임종 간호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고문정 & 문소현, 2016).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임

종 간호 교육을 들은 횟수(김세라 외, 2018; 김은희 & 임영미, 2019; 박

효진 & 강은희, 2020; 이금재 & 박연숙, 2015), 임종 간호 교육의 필요성

(최윤정, 2018), 임종 간호 교육 여부(김경숙, 2016; 황수호, 2018)가 있었

으며 이에 따라 임종 간호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 외 임종 간호 태도는 영성(이금재 & 박연숙, 2015), 소진(양승애,

2015), 연명의료결정 인식(강지혜 외, 2019)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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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종 간호 수행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진으로서, 임종 간호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최애신, 2003). 임종 간호는 질병

을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 등 환자가

겪는 전체 부분을 아우르면서 간호 하는 것으로,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Lynne A. D. & Albert L. S.,

2007/1983). 따라서 임종 간호는 신체적 간호에서 더 나아가 생리적, 사

회문화적, 심리적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인적 간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은, 2011).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쁜 업무와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신체적 간호 이외의 정서적, 심리적, 영적 영역의 간호

는 제공하기 힘든 상태이다(김현아 & 김귀분, 2011).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고문정 & 문소현, 2016; 김성은, 2011; 정상이, 2013). 노인 요양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원순 등(2016)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영역

의 간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노인성 환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임종 간호 수행은 높게 나타났다(노선

숙, 2010; 정상이, 2013). 그러나 고문정과 문소현(2016)의 연구에서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임종

간호 수행에 대해 죽음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죽음 불안

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Braun et al., 2010), 품위 있는 죽음에 대

한 태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조계화 & 김연자, 2013)가 확인되었

다.

임종 간호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와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장애요인이 확인되었다. 임종 간호 스트레스의 경우 임종 간

호 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고(심지연, 2019),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고문정 & 문소현, 2016;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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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임종 간호 태도는 임종 간호 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고문정 & 문소현, 2016). 그리고 임종 간호 장애요인 중 의료진

영역이 임종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문정 &

문소현, 2016).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임종 간호 교육여부

(고문정 & 문소현, 2016; 우영화 외, 2013; 정상이, 2013), 임종 간호 교

육기간(노선숙, 2010)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임종 간호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임종 간호 수행은 공감역량 및 극복력(김희영 외, 2017), 영성 및

인문학적 소양(조계화 외, 2015), 교육수준(조계화 & 김연자, 2013)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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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

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을 확인하고, 임종 간호 교

육요구도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S 대학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소아는 죽음에 이르는 일반적 과정

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종 간호 시 큰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여

제외하였다(Dupont-Thibodeau et al., 2017). 그리고 수간호사와 같은 관

리자의 경우, 환자의 임종 간호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

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현철 등

(2015)의 논문을 참고해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로 상관

관계분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9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2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총 120명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여 탈락한 대상자 없이 최종 120명 모두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

하였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스스로 동의한 간호사

(2) 관리자인 수간호사를 제외한 일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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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제외 기준

(1) 오리엔테이션 기간(임상경력 3개월 이하) 중인 간호사

(2)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간호사

3. 연구 도구

1)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최은숙 등(2006)이 개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요구

도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메일을 통해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석사 학위

이상, 중환자실 10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2인 및 간호대학 교수 1인의

자문을 거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

당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총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3가지 문항, 호스피스의 윤리와 법 8가지 문항, 통증

및 증상완화 11가지 문항, 심리, 사회 및 영적 돌봄과 의사소통 13가지

문항, 가족관리 4가지 문항, 보완 대체요법 4가지 문항, 비암성 말기질환

자 관리 2가지 문항, 마약성 진통제 관리 2가지 문항으로 총 47가지 문

항이다. 본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매우 필요하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은숙 등(2006)이 개발한 당시 Cronbach’s alpha 값은 언급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2) 임종 간호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이연옥(2004)이 개발한 임종 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에 대해 메일을 통해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총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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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 8가지 문항, 임종환자에 대

한 시간할애의 어려움 7가지 문항,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7가지

문항, 업무량 과중 5가지 문항,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6가지 문항,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3가지 문항,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 4가지 문항으로

총 40가지 문항이다. 본 도구의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1점, ‘매우 그렇

다’ ５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3) 임종 간호 태도

본 연구에서는 Frommelt (1991)이 개발한 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을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번역한

도구에 대해 메일을 통해 개발자와 번역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20가지 문항, 말기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10가지 문항으로 총 30가지 문항이다. 이 중

15가지 문항은 긍정 문항, 15가지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환산 하였으며, 본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임

을 의미한다. 조혜진과 김은심(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4) 임종 간호 수행

본 연구에서는 박순주(1996)가 개발한 임종 간호 수행 측정 도구를 바

탕으로 메일을 통해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석사 학위 이상, 중환자실 10

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2인 및 간호대학 교수 1인의 자문을 거쳐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영역 7가지 문

항, 심리적 영역 8가지 문항, 영적 영역 3가지 문항으로 총 18가지 문항

이다. 본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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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순주

(1996)가 개발한 당시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

구에 위치한 S 대학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자발

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지

는 작성 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된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도구들은 메일을 통해 개발자 및 번역자의 허락

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S 대학병원에서

IRB의 승인을 받았다(No 2005-174-1126). 승인을 받은 후 S 대학병원

간호본부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 및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표기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

겠다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결과들을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추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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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호 스트레

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의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정규성을 보

이지 않아 Mann-Whitney U test 또는 Kruskal Wallis test를 통해 분

석하였다.

(3)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

도, 임종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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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0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대상자의 전체 연령 평균은 27.67±4.30세로, 20대가 97명(80.8%)이었

다. 성별은 여성이 105명(87.5%)이며, 최종학력은 학사 졸업 이하가 94명

(78.3%)으로 나타났다. 무교인 대상자가 76명(63.3%)이었으며, 미혼이

102명(85.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체 임상경력 평균은 4.18±4.19년

으로, 2년 이상 ∼ 5년 미만이 47명(39.2%)이었으며, 근무부서는

Surgical intensive care unit이 47명(39.2%)으로 나타났다. 임종 간호 빈

도는 3개월에 1회 이상이 48명(40.0%)로 가장 많았다. 임종 간호 교육의

경우 이수한 적이 없는 경우가 88명(73.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종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5명(87.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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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0)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
( years)

<30 97(80.8)

27.67±4.3030 ∼ 40 20(16.7)

≥40 3(2.5)

Gender
Male 15(12.5)

Female 105(87.5)

Education
≤Bachelor 94(78.3)

≥Master 26(21.7)

Religion
Yes 44(36.7)

No 76(63.3)

Marital status
Unmarried 102(85.0)

Married 18(15.0)

Clinical careers
( years)

<2 39(32.5)

4.18±4.19

2 ∼ 5 47(39.2)

5 ∼ 7 16(13.3)

7 ∼10 8(6.7)

≥10 10(8.3)

Work unit

Medical intensive care unit 24(20.0)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47(39.2)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15(12.5)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34(28.3)

Frequency of
terminal care

≥once a week 7(5.8)

≥once a month 46(38.3)

≥once every 3 months 48(40.0)

≥once every 6 months 19(15.8)
Terminal care
education
experience

Yes 32(26.7)

No 88(73.3)

Necessity of
terminal care
education

Necessary 105(87.5)

Neutral & Unnecessary 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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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호 스트레

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4

점 만점에 평균 3.22±0.42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호스피

스의 윤리 및 법이 평균 3.42±0.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완 대체요법

이 평균 2.42±0.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83±0.50점으로 나타

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지식과 기술부족이 평균 4.01±0.62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이 평균 3.29±0.8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임종 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4±0.22점으로 나타났으

며, 대상자의 임종 간호 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82±0.37점으로 나타났

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은 평균 3.33±0.43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영적 영역은 평균 1.89±0.75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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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attitude,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n=120)

Variables M±SD Range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3.22±0.42 1∼4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3.14±0.49

1∼4

The ethics and law of the hospice 3.42±0.42

Pain and symptom relief 3.34±0.52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care
and communication

3.26±0.50

Family management 3.10±0.54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2.42±0.74

Management of patients with
non-cancerous terminal diseases

3.21±0.66

Narcotic analgesic administration 3.39±0.63

Terminal care stress 3.83±0.50 1∼5

Lack of knowledge and skill 4.01±0.62

1∼5

Distress within medical limit 3.98±0.64

Overload 3.92±0.65

Personal conflict with dying patients 3.91±0.65

Burden of end of life care 3.29±0.84

Lack of time for end of life care 3.97±0.62

Negative attitude of patient and family 3.93±0.63

Terminal care attitude 2.94±0.22 1∼4

Terminal care performance 2.82±0.37 1∼4

Physical area 3.33±0.43

1∼4Psychological area 2.73±0.44

Spiritual area 1.8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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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분석 결과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교육여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U=7.67, p=.006). 임종 간호 교육을 이

수한 경우가 이수하지 않은 경우보다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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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 p<0.05, ** p<0.01

Variables Categories M±SD U or H p

Age
( years)

<30 3.23±0.39

.47 .7930 ∼ 40 3.18±0.56

≥40 3.13±0.35

Gender
Male 3.21±0.39

.01 .93
Female 3.22±0.43

Education
≤Bachelor 3.25±0.39

1.59 .21
≥Master 3.12±0.50

Religion
Yes 3.30±0.43

3.08 .08
No 3.17±0.41

Marital
status

Unmarried 3.21±0.41
.69 .41

Married 3.28±0.50

Clinical
careers
( years)

<2 3.28±0.43

2.29 .68

2 ∼ 5 3.19±0.39

5 ∼ 7 3.27±0.35

7 ∼ 10 3.08±0.61

≥10 3.14±0.49

Work unit

Medical intensive care unit 3.31±0.48

2.37 .50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3.16±0.42

Cardiopulmonary intensive care unit 3.18±0.39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3.25±0.40

Terminal
care
education
experience

Yes 3.38±0.34
7.67 .006**

No 3.1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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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r=.37, p=.000), 임종 간호 태도

(r=.20, p=.03), 임종 간호 수행(r=.4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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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attitude,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n=120)

* p<0.05, ** p<0.01, *** p<0.001

Variables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attitude

Terminal car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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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1

Terminal care
stress

.37***

(.000)
1

Terminal care
attitude

.20*

(.03)

-.00

(.99)
1

Terminal care
performance

.42***

(.000)

.20*

(.03)

.29**

(.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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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

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을 파악하고, 임종 간호 교

육요구도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을 위한 기초 자

료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이영옥(2012)

의 연구에서 나타난 2.99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영옥

(2012)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의 다양한 영역 중 호스피스 윤리

와 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영옥(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종 환자를 경험하면서 간호사가 느끼는 다

양한 딜레마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이미혜, 2009), 연명치료에 대

한 내용과 연결되면서(여성희, 2007)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간호사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그 다음 순으로 마약성 진통제 관리와 통증 및 증상완화에 대

한 영역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민(2017), 이영옥(2012), Chang et

al. (2016)의 연구에서도 통증 관리는 높은 점수에 해당되는 영역이었다.

중환자 가족의 간호사에 대한 역할 인식에 대해 알아본 김선정(2020)의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 가족은 간호사에게 통증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가

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간호사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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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조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보완 대체요법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영옥(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병원 내 호

스피스 팀원인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사가 존재

하기 때문에(김분한, 2011)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보완 대체요법을 간

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교

육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종 간호 교육을 이수한 경

우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임종 간호 교육을 이수하면 필

요한 교육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현숙 등(2019)은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임종

은 자주 마주하는 상황임에도 체계적인 임종 간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

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설은미와 고진강

(2018)은 대학에서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임종 간호 교육의 부족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73.3%가 임종 간호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종 간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

회가 부족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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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

종 간호 수행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정상이(2013)의 연구 결과인 3.85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노인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지현과 박정숙(2018)의 연

구에서 3.87점,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우영화 등(2013)의

연구에서 3.84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모든 간호사가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이 각 영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정상이(2013), 황정옥과 김상희(2019)의 연구에서는 하위순위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낮은 임상경

력 분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상경력이 부족할수록 임종을

접하는 빈도가 적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기계들에 숙달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박

은주 & 서민정, 2019).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은주와 서민정

(2019)의 연구에서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결

과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태도는 김세라 등(2018)의

연구 결과인 2.92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점 이상일 경우 임종

간호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한 Frommelt (1991)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소수의 환자

만을 간호하면서 환자와 가장 오래 소통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임종 간호 태도가 형성 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수행은 정상이(2013)의 연구

에서 나타난 2.96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요양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김원순 등(2016)의 연구에서 2.62점, 상급 종합병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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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상으로 한 김희영 등(2017)의 연구에서 2.53점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른 부서에 비해 임

종을 자주 경험하는 만큼(고문정 & 문소현, 2016) 임종 간호 수행 정도

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종 간호 수행의 다양한 영역 중 신체적 영역에 대한

간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고문

정, & 문소현, 2016; 김원순 외, 2016; 정상이, 2013). 특히 본 연구와 정

상이(2013)의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들

에 비해 신체적 영역에서 각각 3.32점, 3.24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상자가 간호하는 환자 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되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아 다양한 기계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김영혜 외, 2007). 또한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에 환자의 영양 공급, 배설 간호, 피부 간호 등 간호사의 직접적인 신체

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간호가 주로 수행되어지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김영혜 외, 2007). 한편 본 연구에서 영적 영역

은 가장 낮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문정 & 문소현,

2016; 김원순 외, 2016). 이는 영적 영역의 간호는 종교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제공하기 어렵고(김원순 외, 2016), 병원 내에 종교와 관

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면회와 환

자의 불안정한 건강상태로 인해 원활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영적 영역

에 대한 간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환자는

전문가로부터의 영적 간호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Ward-Griffin et al.,

2012). 간호사 역시 영적 영역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이

와 관련된 교육 부족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김현숙 외, 2019). 따라

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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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

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모두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

저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희(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임종 간호 스트레스의 세부 영역 중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환자실

간호사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임종 간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이

를 개선하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교육요구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교

육요구도에 대해 알아본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이경자, 2020; 이정실, 2014; 조진영, 2016). 이는 임종 간호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간호사는 환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임종 간호를 제공

하고자 임종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기 원하고, 그로 인해 임종 간호 교

육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수행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양한 간호 수행과 그에

대한 간호 교육요구도에 대해 알아본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김금순 외, 2011; 김재희, 2002; 박근희, 2016; 유경아,

2019). 이는 임종 간호 수행을 많이 할수록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

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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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호 스트

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을 함께 알아보고 각각의 상관관계

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각 요

인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음을 미루어볼 때 임종 간호 교

육요구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윤

리와 법, 마약성 진통제 관리, 통증 및 증상 완화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본 연구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임종 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임종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는 결국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1개의 대학병원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로

편의 표집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경우 신중을 가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해 다수의 병원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박순주(1996)

가 개발한 임종 간호 수행 측정 도구에 대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

호에 맞춰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중환자실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간호 행위들

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집단의 간호사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

다. 또한 영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경우 종교적인 부분에 주로 국

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적 영역의 임종 간호 수행에 대한 설명

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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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 임종 간

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이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S 대학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

는 간호사 중 총 120명이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였으며, 탈락한 대상자

없이 총 120부의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

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2점으로, 호스피

스의 윤리 및 법이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임종 간호 교

육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는 5

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부족이 가장 점수가 높은 영

역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종 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4점이

었으며, 대상자의 임종 간호 수행은 4점 만점에 평균 2.82점으로, 신체적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와 임종 간

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

사의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 임종 간호 태도, 임종

간호 수행 모두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임종 간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를 바탕

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임종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임종 간호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더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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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S 대학병원의 성인 중환

자실 간호사를 편의 표집 하여 이루어진 연구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료기관과 지역으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절한 임종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시행해보고, 임종 간호에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효과를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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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료 수집 도구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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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B 승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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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만___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대 졸업 ② RN-BSN ③ 간호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중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6. 귀하의 총 임상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년 ________개월

7. 귀하의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MICU ② SICU1 ③SICU2 ④ CPICU ⑤ EICU

8. 귀하는 지난 1년간 임종환자 간호를 얼마나 자주 수행하였습니까?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회 이상 ③ 3개월에 1회 이상

④ 6개월에 1회 이상 ⑤ 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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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임종 간호 관련 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는 임종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임종 간호 스트레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따라 표시해주세요.

문항

임종 간호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

우

아

니

다

아

니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1
임종환자에게 체계적인 임종간호

가 어려울 때

2
응급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을 때

3 임종간호 지식이 부족할 때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

4
임종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할 때

5
어떤 처치를 수행해도 환자 상태

가 점점 나빠질 때

6
임종환자에게 간호 해 줄 것이 한

정되어 있을 때

7
임종환자에게 통증조절을 해줄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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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과중

8
Night 근무 시 임종환자 간호를

해야 할 때

9
간호사에게 임종환자가 업무과다

를 가져올 때

10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할 때

11
임종 후 행정 업무 절차가 지연될

때

12 임종환자를 자주 경험할 때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13
임종환자의 개인 사연이 너무 안

타까울 때

14
임종환자 간호 할 때 환자에게 감

정이입이 될 때

15
오랜 기간 간호했던 환자가 임종

했을 때

16

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

언된 환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정

확하게 알려주지 못할 때

17

임종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못 받거나 포기

할 때

18 임종환자의 나이가 어릴 때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19
임종환자를 경험 후 삶이 허망하

여 모든 것에 의욕이 없을 때

20
임종환자를 경험할수록 환자에 대

한 감정이 무뎌짐이 느껴질 때

21
임종환자 경험 후 직업에 대한 회

의가 느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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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종환자를 잊으려고 노력하나 쉽

게 잊혀지지 않을 때

23
임종환자를 또 다시 경험해야 한

다는 생각이 들 때

24
임종환자의 임종과정을 지켜봐야

할 때

25
간호사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간호할 때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 할애의 어려움

26
환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전에 다

른 환자를 돌봐야 할 때

27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이 불명

확할 때

28
임종환자에게 충분한 간호를 수행

해주지 못할 때

29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게 삶의 정

리할 시간을 주지 못했을 때

30
임종에 직면한 환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31
임종에 직면한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못해줄 때

32

임종에 직면한 환에게 가족들과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주지 못했

을 때

환자 및 보호자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

33
환자가 임종 시까지 희망을 버리

지 않을 때

34
임종환자와 가족들이의료진을 원

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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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 간호 태도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따라 표시해주세요.

35
임종환자가 통증 때문에 자신을

죽여 달라고 할 때

36
임종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

이지 못할 때

37
임종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

며 화를 낼 때

38
모든 것을 거부하는 환자를 간호

할 때

39
임종선언 후 보호자가 환자의 죽

음을 수용하지 않을 때

40
가족들이 환자에게 무관심한 태도

를 보일 때

문항

임종 간호가 긍정적이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일은 가치

있는 경험이다.

2
죽음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3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이 임박했

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든 일

이다.

4

환자가족을 위한 간호는 사별직후

비탄과 사별 이후 애도기간 전반

에 지속되어야 한다.

5 내가 임종환자 간호를 맡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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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한다.

6
간호사는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7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기간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8

간호하고 있는 환자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때 나는

화가 날 것이다.

9
임종환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기란 어렵다.

10
임종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

일 때가 있다.

11

환자가 내가 죽나요? 라고 물었을

때 즐거운 화제로 화제를 전환하

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12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신체적 간호

에 참여해야 한다.

13
내가 없을 때 내가 간호하던 환자

가 임종을 맞이하셨으면 한다.

14
나는 임종환자와 친해지는 것이

두렵다.

15
내가 실제로 임종환자를 본다면

달아나고 싶을 것이다.

16

가족들은 임종환자의 행동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17

환자가 죽음에 임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 관련된 것을 정

리해야 한다.

18
가족을은 죽어가는 가족이 남은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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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

임종 환자는 자신의 치료적 중재

에 대해 의사 결정하도록 허용해

서는 안 된다.

20

가족들은 그들의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 가능한 친숙한 환경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21
임종환자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

현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22
간호는 임종환자의 가족들의 간호

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23

간호사는 임종환자가 필요시 면회

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

어야 한다.

24
임종환자와 가족들은 자신의 의사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25

임종환자간호에 있어 통증완화약

물에 대한 의존성을 우려할 문제

가 아니다.

26

내가 말기 환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환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다

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27
임종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들어야한다.

28
죽음과 임종에 대한 가족교육은

간호사의 책임이 아니다.

29

임종환자에게 결정적, 감정적으로

밀착된 가족들은 환자를 위한 전

문적 치료에 종종 방해가 된다.

30

간호사가 환자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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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종 간호 수행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따라 표시해주세요.

문항

임종 간호 수행

정도가 높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가

끔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항

상

그

렇

다

신체적 영역

1
땀이 나는 경우 자주 부분목욕을 도와주

고 환의와 시트를 교환해 주었다.

2
분비물이 눈이나 귀 등에 고이면 닦아주

었다.

3 구강간호를 시행하였다.

4
가능하다면 규칙적으로 체위변경을 해

주었다.

5

환자의 영양 섭취를 위해 수액 등을 이

용한 정맥영양이나 경관영양을 제공하

였다.

6
대소변 실금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예방

하기 위해 피부간호를 해주었다.

7
환자의 대소변을 위해 도뇨나 기저귀 교

환을 시행하였다.

심리적 영역

8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미소로서 친절

하게 대해주었다.

9
환자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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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종 간호 교육 요구도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따라 표시해주세요.

10
예의 있고 능숙한 기술로 최선을 다해

간호해주었다.

11
환자에게 간호절차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12 환자가 원할 때 함께 있어 주었다.

13
환자의 장점을 확인시켜 가치감 증진을

도왔다.

14
환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만져 주

었다.

15
환자의 믿음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를 보였다.

영적 영역

16
같은 종교를 가진 환자나 봉사자와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17
찬송가를 불러주거나 tape 등을 틀어 주

었다.

18
기도와 묵상을 배려할 수 있고 편히 있

을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주었다.

문항

임종 간호 교육요구도가

필요하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1
죽음의 이해 및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
2 종교별 죽음에 대한 이해
3 죽음의 의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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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의 윤리 및 법
4 심폐소생술
5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6 안락사
7 사전의사 결정
8 윤리적 딜레마 다루는 방법

9

진실통고에 대한 윤리적 근거
*진실통고: 거짓이 없는 사실을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

10 대상자 옹호

11
법적 측면(유언과 유산관리, 장기이

식 등)
통증 및 증상완화
12 통증의 이해와 평가
13 약물적 관리
14 비약물적 관리
15 말기상태 사정/평가
16 소화기계 증상관리
17 호흡 순환기계 증상관리
18 비뇨생식기계 증상관리
19 림프부종관리

20
기타 증상관리(응급, 신경계, 내분비

계, 수면장애 등)
21 영양관리
22 완화적 방사선 요법/항암화학요법
심리, 사회 및 영적 돌봄과 의사소통
23 임종경험의 이해
24 심리, 사회적 요구 사정/평가
25 심리사회적 돌봄 방안(회상요법 등)
26 사회, 경제적 돌봄 방안
27 영성에 대한 이해 및 영적 요구
28 영적 돌봄
29 의사소통 방법
30 진실통고
31 상담기법
32 환자/가족/대리인과의 의사소통
33 임종 전 관리
34 임종준비에 대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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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종 후 관리
가족관리
36 가족의 요구에 대한 사정/평가
37 돌봄 제공자 지지 및 교육
38 종교별 장례예식에 대한 이해
39 슬픔과 사별에 대한 이해
보완 대체요법
40 음악치료
41 미술치료
42 아로마 테라피
43 족부 반사구 건강법
비암성 말기질환자 관리

44
비 암성 말기질환에 대한 이해와 돌

봄
45 노인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돌봄
마약성 진통제 관리
46 마약성 진통제 처방 및 관리
47 마약성 진통제 관리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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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attitude,

Terminal care performance and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Giwon Cho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patients who are dying at hospital are increasing, nurses at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 patients’ death frequently. Accordingly,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perience high level of intensive care

stress while providing terminal care,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terminal care education. Also, terminal care education is an important

part in development of positive terminal care attitude of nurses, and

in carrying out correct terminal care performance encompass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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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educational needs, stress,

attitude, and performance in terminal care by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determine correlation between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and other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20 nurses

working in the adult intensive care unit of S university hospital in

Jongno-gu Seoul from July 1, 2020 to July 12, 2020.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were measured using a modified

and supplemented method whose origin was developed by Choi et al.

(2006). In order to measure terminal care stress, this study used the

method suggested by Lee (2004). To measure terminal care attitude, a

tool translated from the Frommelt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 by Jo & Kim (2005) was used. Also, terminal care

performance was measured using a modified and supplemented

method whose origin was developed by Park (1996).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nalyzed with a program called IBM SPSS statistics

25 program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either Mann-Whitney U

test or Kruskal Walli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for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was 3.22 out of 4, in order of the ethics and law of

the hospice, narcotic analgesic administration, and pain and symptom

relief.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was higher who completed terminal care education experience(U=7.67,

p=.006).

2) The mean score for terminal care stres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was 3.83 out of 5, and the mean score for terminal care

attitud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was 2.94 out of 4.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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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for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was

2.82 out of 4.

3)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erminal care stress(r=.37,

p=.000), terminal care attitude(r=.20, p=.03)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r=.42, p=.000).

In conclusion, in this study,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is significant in terminal care since it was

related to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attitude,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altogether. Also, it is thought that, based on the

high educational needs for the ethics and law of the hospice, narcotic

analgesic administration, and pain and symptom relief in this study,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cluding these and

provided to the intensive care nurses. Therefore, it is expected further

studies on terminal care education to be conducted,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udies repeatedly in various medical

institutions and regions to provide further support for these results.

keywords : Intensive care unit nurses, Terminal care

educational needs, Terminal care stress, Terminal care attitude,

Terminal care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9-2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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