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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nurses’ stress, attitudes, and performance
degree during terminal care towards DNR pati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 questionnaires given to 333 nurses at B
hospitals located in 4 metropolitan cities.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terminal care stress of the subjects was 3.70, termin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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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DNR patient, Terminal care, Stress, Attitude, Performance

교신저자 : 이은숙,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61469), 전화: 062-530-4947, 팩스: 062-220-4009, E-mail: eslee4347@jnu.ac.kr

- 25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20권 1호, 2015년

Ⅰ. 서 론

여, 바쁜 병동업무로 인해 DNR 환자에게 적
절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여유가 없어 임
종기의 신체적 간호 이외의 정서적, 심리적,

1. 연구의 필요성

영적 측면의 간호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는 안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소생이 어려운

타까운 현실이다(김현아, 김귀분, 2011).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한편, 간호사는 임종준비에 관련된 과다한

으나(성, 박, 정, 한, 2007; 석현주, 2010), 노인

업무,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 임종에 대한 부

인구의 88.5%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정적 태도, 임종간호 수행 경험의 부재 등으로

의 만성질환으로 병동에 자주 입원함으로써

인해 DNR환자와 가족을 위한 임종간호 요구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 환자를 간호할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2014년 병원에서의 임종

때와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임종간호 수

이 73.1%에 이른다(통계청, 2015).

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은진, 2013).

일반적으로 환자가 임종에 임박할 경우 의

특히, DNR을 결정 한 후 임종을 기다리는

사와 가족은 연명치료 중단 및 심폐소생술 시

환자와 가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권정혜, 2015). 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일반병동 간호사가 이들

의료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한 만성질환자

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임종간호를 제공하지

의 70%가 말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DNR 환자에 대한

(Do-Not-Resusciation: 이하 DNR이라 칭함)에

임종간호수행 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죽

동의하였으며(허대석, 2008), 의료진의 99%가

음준비와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을 일반병동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의식변화, 환자

간호사에게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김애

의 품위 있는 죽음 준비, 긴 유병기간으로 인

경, 박계선, 2000).

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이유로 심폐소생술 금

지금까지 다수의 국내 간호학자가 일반병동

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연명치료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인식(윤연애, 2009; 노

중단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계 등, 2015).

선숙, 2010; 권은진, 2013), 죽음 불안(우 등,

DNR이 결정될 경우, 의료진 중 간호사는

2013),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와 태도(김

환자가 평안하게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을 준

향, 2013; 김혜림, 2014; 정상이, 2013; 지순일,

비 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줄

유혜숙, 2014), 임종간호 수행(김성은, 2011;

수 있는 건강관리요원이기에 임종간호 제공에

신희진, 2011)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최애신, 2003).

만, DNR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고효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간호사는 연명치

2004; 박학영, 2010)에 대한 소수의 보고가 있

료중단이 결정된 환자와 가족에게 죽음에 대

을 뿐, DNR환자의 임종간호 수행 실태에 관

한 이해와 최선의 임종간호서비스 부족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인해 제대로 임종간호 수행을 못하고 있다(조

이에 본 연구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 DNR

인향, 2001). 또한, 임상실무 현장에서 임종간

환자의 임종기 완화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

호를 수행하더라도 호스피스 임종간호에 대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부족, 임종간호와 임

임종간호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수행 정

종준비에 관한 병동 임종간호지침서 활용 결

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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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이 개발한 임종간호 스트레스 도구로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병동에 의뢰 되지 않은
채 일반병동에서 완화 돌봄을 제공받고 있는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임종간호 태도

DNR 환자의 임종기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임종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신체적, 정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반병동 간호사의

신적, 사회적, 영적간호 등의 지지 서비스에

DNR환자에 대한 임종간호수행 실태를 파악

대해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하였다.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태도(Frommelt, 1991)

가.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
트레스를 파악한다.

로,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수정, 보완한
Frommelt(1991)의 Frommelt Attitudes toward

나.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태
도를 파악한다.

Nursing Care of the Dying Scale(이하 FATCOD
라 칭함)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 수행을 파
라. 임종간호 수행

악한다.
라.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인간 존엄성과

임종간호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을 평온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

3. 용어의 정의

는 총체적 돌봄을 의미하며(노유자, 1995), 박

가. 심폐소생술 금지(DNR: Do-Not-Resusciation)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죽음이 예상되는 환

순주(1996)의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일시적으
로 심박동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질병의 진

Ⅱ. 연구방법

행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흉부압박,
인공호흡, 응급 약물 공급, 전기적 세동)을 시

1. 연구 설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한, 장, 문, 한, 고,

본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DNR환자 임종

2001), B의료기관에서 환자 입원기간동안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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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예상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심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족이 서면
동의한 상태를 의미한다.

2. 연구 대상

나. 임종간호 스트레스

본 연구 대상자는 4개 광역시 B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임종환자와 그 가족에게 전인적인

DNR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365명이었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업무로 인해 생리적, 심

다.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Faul,

리적,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사용하

며(이원호 역, 2002), 본 연구에서는 이연옥

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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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을 4그룹으로 비교하는 경우 effect

다. 임종간호 수행

size를 0.25기준으로 5% 유의수준과 95% 검

본 도구는 박순주(1996)가 개발한 신체적

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표본 크기는 280

영역 9문항, 심리적 영역 9문항, 영적영역 4문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나 회수율 및 응답

항 총 22문항의 4점 척도 도구이다.

률 누락을 고려하여 36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측정 방법은 대상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 1점, ‘매우 잘했다’고 응답한

3. 연구 도구

경우 4점을 주어 점수를 총합하였으며,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 정도가 높음

가. 임종간호 스트레스

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이연옥(2004)이 개발한 40문항의
5점 척도로서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8문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α는 .929
이었다.

항,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할애의 어려움 7문
항,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7문항, 업무

4. 자료수집

량 과중 5문항,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6
본 연구자는 G시 B병원의 IRB승인(인간

문항,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3문항, 의료한계

2014-11차-1호)을 받은 후 4개 광역시에 소재

에 대한 갈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방법은 대상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한 B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과 간호단위 관리

고 응답한 경우 1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

경우 5점을 주어 점수를 총합하였으며, 총합

등을 설명 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얻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 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었다.
연구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α는 .941

15일 사이에 4개 광역시 B의료기관을 방문하
여 간호단위 관리자의 협력 하에 DNR 환자를

이었다.

돌보는 간호사 총365명(D시 80명, S시 60명,

나. 임종간호 태도

K시 125명, D시 100명)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본 도구는 Frommelt(1991)의 FATCOD를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345명의 설문

조혜진과 김은심(2005)이 수정 보완한 총30문

지가 회수 되었으나(회수율: 94.5%), 그중 불

항(긍정 15문항, 부정 15문항)의 4점 척도 도

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최종 333부를

구로 임종간호 수행 15문항, 임종인식 9문항,

분석에 이용하였다.

임종정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대상

측정 방법은 대상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에게 연구목적 뿐 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로

고 응답한 경우 1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서의 권리, 비밀보장 및 익명성, 연구 참여 철

경우 4점을 주었고, 이중 부정문항은 역으로

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 폐기 등을 설명

점수를 환산하여 총합하였다. 총합 점수가 높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 날인 하

을수록 임종간호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α는 .792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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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PASW 18.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은 실
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DNR환자 임종간호 스트레스, 태도, 임
종간호 수행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연령 분포는 31세 이상 군이 41.1%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31.6±8.37세 이었다. 결
혼 상태에서는 미혼 군이 58.6%, 학력에서는
대졸 군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
교가 50.8%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보면 <Table 1-2>
와 같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60.4%, 임상경력
은 5년 이하 군이 51.1%, 병동 임종간호 지침
서 비치가 없다고 응답한 군이 91.6%로 각각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돌보고 있는 DNR환자의 수는 조

Ⅲ. 연구 결과

사 기간 중 평균 3.96±2.51명이었고, DNR환
자나 가족과 의사소통에서는 1/3미만이 잘 하

1. 대상자의 특성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지지를 받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Table 1-1>

있다고 응답한 자는 20.7%이였다.

<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s
a

≤25
Age(yr)

b

(N=333)
n(%)

Mean±SD

82 (24.6)

31.58±8.37

26-30

114 (34.3)

c

≥31

137 (41.1)

Non-married

195 (58.6)

married

138 (41.4)

Diplomaa

117 (35.1)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Bachelorb

185 (55.6)
c

31 (9.3)

Christianitya

74 (22.2)

b

Catholicism

55 (16.5)

Buddhismc

35 (10.5)

≤Graduate

Religion

No

169 (50.8)
3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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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Intensive care unita
Working unit

Working period(yrs)

Terminal care guide

DNR patients

Medical unitb

201 (60.4)

surgical unitc

77 (23.1)

≤5

170 (51.1)

≥6

163 (48.9)

Yes

28 (8.4)

No

305 (91.6)

1~less than 2a

119 (35.7)

b

92 (27.6)

c

Above 5

Family support

Mean±SD

55 (16.5)

3~less than 4

Family commuication

(N=333)

8.84±8.01

3.96±2.51

122 (36.7)

Yes

93 (27.9)

No

240 (72.1)

high

69 (20.7)

little

264 (79.3)
333 (100.0)

2.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

만점에 평균평점 3.70±0.43점으로 약간 높은
편이였다. 임종간호에 대한 영역별 스트레스

레스 점수

점수를 보면 평균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영역
별 스트레스 점수는 <Table 2-1>과 같다.

영역은 임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 3.88점, 업무
량 과중 3.80점, 임종환자와의 인간적인 갈등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점수를 보면 5점

3.78점, 의료한계에 대한 갈등이 3.77점인 반면,

<Table 2-1> Average Score of Terminal Care Stress of the Subjects
Variables

(N=333)

Range

Mean±SD

2.55- 4.80

3.70±0.43

Negative attitude of terminal care

1.88- 5.00

3.88±0.63

Overloaded duty

1.80- 5.00

3.80±0.64

Human relation conflict with dying patient

2.17- 5.00

3.78±0.55

Medical limit conflict

2.00- 5.00

3.77±0.56

Difficulty of shaving time with dying patient

2.29- 5.00

3.65±0.50

Insufficient 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1.67- 5.00

3.53±0.61

Burden of terminal care

1.86- 5.00

3.47±0.58

Terminal Car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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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영역은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할애의 어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특성에 따른 DNR

려움이 3.65점,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3.53점,

환자 임종간호 스트레스 점수는 <Table 2-2>

임종환자간호에 대한 부담감이 3.47점이였다.

와 같다.

<Table 2-2> Terminal Care Stress Score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arital status

Mean±SD

t or F

P(Scheffe)

3.70±0.46

2.91

.056

26-30

114

3.63±0.43

c

≥31

137

3.76±0.41

Non-married

195

3.66±0.44

-2.25

.025

married

138

3.77±0.42

117

3.68±0.41

1.66

.193

1.09

.355

1.03

.358

-.65

.515

.34

.731

5.55

.004

b

Diplomaa
Education level

b

Bachelor

185

3.69±0.44

c

31

3.84±0.47

Christianitya

74

3.70±0.44

b

55

3.78±0.42

≤Graduate

Religion

Catholicism
c

Buddhism
No

Intensive care unita
Working unit

Working period(yrs)

Terminal care guide

DNR patients

3.76±0.47
3.67±0.43

55

3.77±0.46

Medical unit

201

3.70±0.44

surgical unitc

77

3.66±0.40

≤5

170

3.69±0.45

≥6

163

3.72±0.42

Yes

28

3.73±0.43

No

305

3.68±0.49

1~less than 2a

119

3.60±0.40

b

92

3.78±0.45

122

3.74±0.44

Yes

93

3.72±0.45

No

240

3.70±0.43

high

69

3.74±0.45

little

264

3.69±0.43

3~less than 4
Above 5

Family support

35
169

b

c

Family commuication

Terminal Care Stress

82

≤25a
Age(yrs)

(N=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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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스

3.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점수

트레스 점수를 보면 연령에서는 31세 이상 군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영역

이 3.76점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25세 이하
군이 3.70점, 26-30세 군이 3.63점으로 낮았으

별 태도 점수는 <Table 3-1>과 같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태도 점수를 보면 4점

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
군이 3.84점으로 스트레스가 높았고, 대졸 군
이 3.69점, 전문대졸 군이 3.6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 3.70점,
천주교 3.78점, 불교 3.76점, 없음이 3.67점으
로 스트레스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만점에 평균평점 2.86±0.24점으로 중간 이상
이였다. 임종간호에 대한 영역별 태도 점수를
보면 평균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임종간호 수행이 2.99점인 반면, 낮은 영역은
임종인식은 2.82점, 임종정서는 2.60점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특성에 따른 DNR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 군 3.66점, 기혼 군
3.7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5,

환자 임종간호 태도 점수는 <Table 3-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 학력,

p=.025)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임종
간호 스트레스 점수를 보면 근무부서별로 중
환자실 3.77점, 내과계 병동 3.70점, 외과계 병
동 3.66점 순이었다. 임상경력별 스트레스 점
수 또한 5년 이하 군이 3.69점, 6년 이상 군이
3.72점으로 점수 차이가 없었으며, 병동 내 임
종간호 지침서가 없는 군이 3.68점, 있는 군이

종교에 따른 임종간호 태도 점수를 보면 연령
에서는 31세 이상 군이 2.89점으로, 25세 이하
군 2.86점, 26세-30세 군 2.82점 순이었으나 차
이가 없었고,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 군, 미혼
군 모두 2.86점이였고,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
상 군이 2.94점, 대졸 군 2.86점, 전문대졸 군
2.84점의 순 이었으나 차이가 없었다. 종교별
태도 점수 또한 기독교 2.88점, 천주교 2.89점,

3.73점으로 두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DNR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가족의 지
지 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담당

불교 2.88점, 없음 2.83점으로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임종

하고 있는 DNR환자 수가 1-2명인 경우 3.60
점, 3-4명인 경우 3.78점, 5명이상인 경우 3.74
점으로 3-4명 이상인 군이 3명 미만 군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F=5.55,
p=.004) 더 높았다.

간호 태도 점수를 보면 근무부서에서는 중환
자실 군이 2.81점, 내･외과계 병동 군이 2.87
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임상경력에서는 6년
이상 군이 2.87점, 5년 이하 군이 2.84점으로

<Table 3-1> Average Score of Terminal Care Attitudes of the Subjects
Variables

(N=333)

Range

Mean±SD

2.33- 3.53

2.86±0.24

Terminal care performance

2.27- 3.73

2.99±0.29

Terminal knowledge

2.11- 3.56

2.82±0.26

Terminal emotion

1.00- 3.83

2.60±0.42

Terminal Care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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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erminal Care Attitudes Score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33)

Terminal Care Attitude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ean±SD

t or F

P

82

2.86±0.25

3.01

.051

26-30

114

2.82±0.24

c

≥31

137

2.89±0.24

Non-married

195

2.86±0.23

.26

.794

married

138

2.86±0.25

117

2.84±0.22

2.12

.122

1.23

.299

1.27

.281

-1.25

.212

-1.11

.268

.77

.463

2.64

.009

2.04

.042

a

25세이하
Age(yr)

b

Marital status

Diplomaa
Education level

b

Bachelor

185

2.86±0.25

c

≤Graduate

31

2.94±0.25

Christianitya

74

2.88±0.23

Catholicismb

55

2.89±0.27

35

2.88±0.24

169

2.83±0.24

Religion

c

Buddhism
No

Intensive care unita
Working unit

55

2.81±0.25

b

Medical unit

201

2.87±0.24

c

77

2.87±0.24

≤5

170

2.84±0.25

≥6

163

2.87±0.24

Yes

28

2.81±0.22

No

305

2.86±0.24

1~less than 2a

119

2.84±0.26

3~less than 4b

92

2.88±0.23

122

2.86±0.23

Yes

93

2.91±0.24

No

240

2.84±0.24

high

69

2.91±0.24

little

264

2.84±0.24

surgical unit

Working period(yrs)

Terminal care guide

DNR patients

Above 5c

Family commuication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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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수준이었으며, 병동 임종간호 지침서는

더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 군이

없는 군이 2.86점, 있는 군이 2.81점으로 차이

2.77점으로, 대졸 군 2.68점, 전문대졸 군 2.61

가 없었다. 또한 DNR환자 수에 있어서는 1-2

점 보다 유의하게(F=4.08, p=.018) 높았다. 반

명군이 2.84점, 3-4명군이 2.88점, 5명이상 군

면,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 군이 2.63점, 기혼

이 2.86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DNR환자 가

군 2.72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종교에서는 기

족과 의사소통이 잘 된 군이 2.91점으로 안된

독교 2.75점, 천주교 2.64점, 불교 2.74점, 없

군 2.84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2.64,

음이 2.6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9) 높았으며, 환자 가족의 지지가 높은

또한,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인 임종간호

군이 2.91점으로 낮은 군 2.84점 보다 유의하

수행 점수를 보면 근무부서에서는 중환자실

게(t=2.04, p=.042) 높았다.

군이 2.83점, 내과계 병동 군이 2.65점, 외과계
병동 군이 2.59점으로 중환자실 군이 내･외과

4.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 수행 점수
대상자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영역
별 수행 점수는 <Table 4-1>와 같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수행 점수를 보면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67±0.46점이었다. 임종간호
에 대한 영역별 수행 점수를 보면, 평균점 이
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수행 영역은 심리적
영역 2.84점, 신체적 영역이 2.73점인 반면, 낮
은 하위 영역은 영적 영역이 2.12점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특성에 따른 DNR
환자 임종간호 수행 점수는 <Table 4-2>와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수
행 점수를 보면 연령에서는 31세 이상 군이
2.77점으로 25세 이하 군과 26-30세군의 2.59
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F=6.11, p=.002)

계 병동 군 보다 임종간호수행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F=4.94, p=.008) 더 높았으며,
임상경력에서는 6년 이상 군이 2.73점으로,
5년 이하 군 2.60점 보다 유의하게(t=-2.58,
p=.010) 높았다. 또한 병동 임종간호 지침서는
있는 군이 2.60점, 없는 군이 2.67점으로 차이
가 없었으나, 담당 DNR환자 수에 있어서는
5명 이상 군이 2.77점, 3-4명군이 2.63점, 1-2
명군이 2.59점으로 5명 이상을 돌보는 군이
1-2명을 돌보는 군 보다 임종간호수행 점수가
유의하게(F=5.02, p=.007) 더 높았다. DNR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잘된 군이 2.83점
으로, 안된 군 2.60점 보다 유의하게(t=-4.06,
p=.001) 높았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은 군이
2.85점으로 낮은 군 2.62점 보다 유의하게
(t=-3.69, p=.001) 높았다.

<Table 4-1> Average Score of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the Subjects
Varibles

(N=333)

Range

Mean±SD

1.36- 4.00

2.67±0.46

Psychological area

1.44- 4.00

2.84±0.51

Physical area

1.33- 4.00

2.73±0.51

Spiritual area

1.00- 4.00

2.12±0.66

Terminal Car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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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erminal Care Performance Score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33)
Terminal Car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ean±SD

t or F

P(Scheffe)

82

2.59±0.47

6.11

.002

26-30

114

2.59±0.45

≥31c

37

2.77±0.45

Non-married

195

2.63±0.45

married

138

2.72±0.47

117

2.61±0.44

a

25세이하
Age(yr)

b

(a,b<c)

-1.88

.061

4.08

.018

Marital status

Diplomaa
Education level

b

Bachelor

185

2.68±0.47

c

31

2.77±0.52

Christianitya

74

2.75±0.43

b

55

2.64±0.46

35

2.74±0.62

169

2.62±0.44

≤Graduate

Catholicism
Religion

c

Buddhism
No

Intensive care unita
Working unit

55

2.83±0.36

b

Medical unit

201

2.65±0.47

c

77

2.59±0.49

≤5

170

2.60±0.44

≥6

163

2.73±0.48

Yes

28

2.60±0.42

No

305

2.67±0.47

1~less than 2a

119

2.59±0.46

b

92

2.63±0.48

122

2.77±0.44

Yes

93

2.83±0.47

No

240

2.60±0.44

high

69

2.85±0.46

little

264

2.62±0.45

surgical unit

Working period(yrs)

Unit terminal care guide

DNR patients

3~less than 4
c

Above 5

(a<c)

1.56

.198

4.94

.008
(a>b,c)

-2.58

.010

-.75

.452

5.02

.007
(a<c)

-4.06

.001

-3.69

.001

family commuication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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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심을 갖도록 병동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임종
간호를 제공해 주든지, DNR이 결정되면 호스

본 연구는 일반병동 DNR환자의 임종기 완

피스 병동과 연계된 완화간호를 제공하거나

화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호스피스 병실로 전실 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제공하고자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의 모색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DNR환자 임

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종간호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미혼 군이 임종

및 임종간호 수행 정도를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

간호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보고(김, 2011; 지,

점에 3.7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유, 2014)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기혼

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른 연구

군이 미혼 군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와 비교해 볼 때 암 병동 간호사의 경우 스트

는 윤(2010)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레스를 조사한 결과 이, 이, 최, 박 등(2007)

결과는 기혼군의 경우 임상 근무 기간 중 많

보다 낮았으며,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

은 임종을 경험한 결과 DNR환자에게도 임종

를 대상으로 한 지와 유(2014)의 결과와 유사

간호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

하였지만, 대상자의 영역별 스트레스에 있어

스가 더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

서는 업무량 과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종에

자는 DNR환자가 1-2명 보다 3-4명이상일 경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DNR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

환자와 가족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심리･사회

차 의료기관에 비해 3차 의료기관의 업무량

적, 영적 요구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과중이 다소 급성기 환자 질병의 중증도과 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급성기 환자

련이 있으며, 일반병동의 급성기 환자를 DNR

위주의 간호업무 수행으로 인한 3차 의료기관

환자와 같이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임종간호

과 마찬가지로 업무량과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

더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내과 병동 간호사

대상자의 임종간호 태도는 4점 만점에 평균

를 대상으로 한 김(2014)의 영역별 스트레스

평점 2.86점으로 내과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

에서는 환자 및 가족의 임종에 대한 부정적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김은정(2012)의 보고

태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

와 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노

는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에

(2010)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나, 호스피스 간호

게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성자(2014)의 점수

로 나타난 김(2014)의 보고와 유사하였는데,

보다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병동의

의사와 합의하에 DNR결정에 동의하였지만,

간호사는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와 달리 매년

환자나 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

마다 표준화된 호스피스 완화간호 교육을 의

고 있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 완화간호에 대한 인

에 따라 병동의 DNR환자를 위한 임종간호를

식, 필요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량 과중에

임종간호 태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대한 부담을 줄이고, DNR환자 임종간호에 관

서 DNR환자에 대한 일반 병동의 간호사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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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임종간호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안순남

DNR환자의 임종 전･후 관리 방법 등 호스피

(2004)의 점수 보다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

스 완화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병동 임종간호

는 급성기 환자의 수가 대다수이기에 응급간

지침서 비치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호, 수술간호, 각종 검사 및 처치가 우선적으

하겠다.

로 시행된 결과 DNR 환자에게 요구되는 임종

또한, 대상자는 DNR환자나 가족과의 의사

준비와 정서적･심리적 측면의 간호제공은 소

소통을 잘하는 경우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점

홀하게 되거나 간과됨으로써 초래되었을 것으

수가 더 높았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

로 사료된다.

사의 경우 임종간호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특히, 대상자의 영역별 임종간호수행 정도

‘의사소통이 서툴러서’가 ‘죽음자체 두려움’보

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영역은 평균 점수 이상

다 높았다는 노(2010)의 보고와 일맥상통 한

을 보였으나, 영적 영역은 매우 낮았다. 이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 병동과 중환

같은 결과는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실 근무간호사의 DNR환자에 대한 임종간

임종간호 시 신체적, 심리적 영역의 간호를 제

호 수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

공해 주었지만 영적 영역의 간호를 소홀하였

종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다는 기존의 보고(정, 2013; 김, 2011; 신, 2011)

보수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하겠다.

와 일치하였다. 이는 DNR환자 임종간호 수행

그리고 DNR환자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 대

시 간과되는 영적간호가 영적 요구도에 따라

상자의 임종간호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반드시 제공 될 수 있도록 DNR환자를 위한

와 같은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동업무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강

조사한 결과 ‘가족들이 임종환자의 변화를 받

화되어야 하겠으며, 호스피스병동 원목 팀과

아들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의 연계를 통해 영적인 부분의 임종간호 수행

는 안과 이(2014)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이는

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하겠다.

일반병동 간호사일지라도 DNR환자를 돌보기

대상자의 임종간호 수행은 31세 이상 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에

대학원 졸업자가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이는

근거하여, 가족에게 주기적인 면담과 정서적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노

지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0)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하겠다. 즉, DNR이 결정되면 환자와 그 가족

는 대상자의 임상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임종

에게 적극적 처치에서 완화간호 중점의 간호

간호를 자주 경험하게 된 결과 임종환자에 대

와 임종준비 간호가 제공되어 질것이라는 충

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뿐 만 아니라 임종간호

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호스피

수행 수준도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스 완화 병동과 연계하여, DNR환자에게 요구

따라 경력이 짧은 간호사가 DNR환자를 돌볼

된 정서적, 영적 측면의 간호도 제공해야겠다

경우 임종간호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병

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동 운영 시스템 개선도 요구된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수행 정도는 일반병동

또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보다 내･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신(2011)의 보

계 근무 간호사의 경우 임종간호 수행 점수가

고와는 유사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

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자가 상주하

으로 한 우 등(2013)의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지 않는 중환자실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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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환자와 더 자주 긴밀히 접촉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김정희와 이현경(2012)의 보고와

환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며,

간호사를 위한 호스피스 연수교육 요구도 조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높

사 결과에서도 의사소통과 상담 관리 부분이

아짐으로써 임종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높았다는(권, 양, 박, 최, 2008)보고와 일맥상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상자의 임상경력

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반 병동 내

이 5년 이상인 경우 임종간호 수행 점수가 높

DNR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간

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던 김

호 관리자는 임종단계에 따른 의사소통 기법

(2011)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임상경력이 높은

을 정기적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교육시켜

군이 임종간호 수행이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

DNR환자 가족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하였다. 이는 임상경력에 따른 역량증대로 임

임종간호 수행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또

종간호수행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암 환자를

한, 가족의 지지가 높았다는 대상자가 임종간

대상으로 조사한 노(2010)의 보고와 일맥상통

호 수행 정도가 높았다. 이는 재가노인의 좋은

하였으며, 다양한 부서의 직무 경험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인지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새로운 근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때

변수는 가족지지였다는 김춘길(2014)의 보고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병동 간호 관리

를 고려해 볼 때 임종간호 수행 시 환자만이

자는 DNR환자와 가족이 최선의 임종간호 서

아니라 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간호사에게

최근 모든 의료기관에는 DNR 환자 수가

DNR환자를 담당하도록 인력관리가 필요할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병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상자가 돌보고 있

실정이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되기 전 일

는 담당 DNR환자 수에 따라 임종간호수행 정

반병동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DNR환자

도에 차이가 있었다. 5명 이상인 경우 임종간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상

호 수행 정도가 높았으나, DNR환자 수가 적

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임종을 맞이

을수록 급성기 환자 위주의 병동업무에 치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DNR이 결정된

한 나머지 1-2명의 DNR환자를 위한 안위간호

순간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하거나 호스피스

특히, 심리적･영적 측면의 간호제공 우선순위

병동과 연계된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우

가 낮아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선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일반병동에

병동 내 DNR환자 수가 5명이하인 경우 임종

입원해 있는 DNR환자가 무의미한 생명연장

간호에 대한 매뉴얼 개발하여 적극 활용 하도

치료를 받기보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록 격려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병동 내 일반 간호사

하겠다.

가 제공하는 임종기 완화간호 서비스의 질적

대상자가 DNR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을 위해서는 임종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잘하는 경우 임종간호 수행 정도가 더 높았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일반 병동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임종환자 및 가족요구가 충

의 호스피스 완화간호 업무지침 활용을 강화

족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효과적인 언어 및

시킬 뿐 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과 협력하여

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습득 부족이었다는 김

완화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업무 운영

순용(1980)의 보고와 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으로 조사한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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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2)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0±0.43점 이었으며,
기혼 군(t=-2.25, p=.025)과 3~4명 이상의

1. 결론

DNR환자를 돌보는 군 (F=5.55, p=.004)의
본 연구는 일반병동 DNR환자의 임종기 완

스트레스 점수가 각각 다른 군 보다 더 높

화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았다.

공하고자 DNR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사의

3) 대상자의 임종간호 태도 점수는 4점 만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에 평균 평점 2.86±0.24점 이었으며, DNR

수행 정도를 파악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적은 군(t=2.64,

본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

p=.009),

특성, 임종간호 스트레스(이연옥, 2004), 임종

가족 지지가 낮은 군(t=2.04,

p=.042)의 태도 점수가 각각 다른 군보다

간호 태도(조혜진과 김은심, 2005), 임종간호

유의하게 낮았다.

수행(박순주, 1996) 측정도구로 구성된 자가

4) 대상자의 임종간호 수행 점수는 4점 만점

보고식 설문지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5년 7

에 평균 평점 2.67±0.46점 이었으며, 연령

월 1일부터 7월 15일 동안 4개 광역시 B의료

이 31세 이상 군(F=6.11, p=.002), 학력은

기관 간호사 36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학원 이상 군(F=4.08, p=.018), 중환자실

345부를 회수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자료

근무군(F=4.94, p=.008), 경력이 6년 이상

12부를 제외하였다(회수율: 94.5%).

군(t=-2.58, p=.010), DNR환자 수가 5명 이

자료 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

상 군(F=5.02, p=.007), 환자 가족과의 의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사소통이 잘된 군(t=-4.06, p=.001), 가족

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 특

지지가 높은 군(t=-3.69, p=.001)의 임종간

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리

호 수행 점수가 각각 다른 군보다 유의하

고 대상자의 일반적･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게 높았다.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수행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DNR환자에 대한 임종간호 수행 정
도는 일반적･직무관련 특성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1세 이
상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58.6%이었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내과계 근무 군이 60.4%로 많았고, DNR환
자 수는 평균 3~4명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70%이하에서 DNR환자 가족과 의사소통
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환자 가족의 지지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 해볼 때 일반병동

DNR환자 수와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일반병동 DNR환자에 대한 완
화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소수
일지라도 병동 임종간호 지침서를 활용하거나,
DNR이 결정됨과 동시에 임종간호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과 협력하여 완화간
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업무 운영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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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용(1980). 임종환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간호

2. 제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문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고찰. 대한간호, 19(5), 5-68.
김애경, 박계선(2000). 간호사의 안락사와 임종간

가. 본 연구대상이 전국 4개 광역시의 B의

호에 대한 의미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7(3),

료기관에 국한되었으므로 지역 확대를
통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반복 연구

379-390.
김은정(2012). 간호사의 임종간호태도에 영향을 미

가 필요하다.

치는 요인.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나. 일반병동의 간호사에게 호스피스 병동
과 연계된 임종간호 수행에 대한 정기

문.
김정희, 이현경(2012). 암 병동 간호사의 임종간

적인 보수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

호 스트레스와 인지 및 교육요구도. 한국

이 필요하다.
다. DNR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임종간호 실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 15(4), 205-211.
김 향(2013). 노인요양시설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

태를 파악하고 임종간호 수행을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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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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