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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U시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

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U

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13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관

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

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post ho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92.6%가 여성이었다. 미혼이 77%이었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이

93.1%로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3.2%였고 54.8%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고, 근

무경력은 평균 4.86±4.17년이었다.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9점 만점에 평균 7.74±0.80점,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0.36점,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7±0.56점,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81±0.40점,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58점,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73±0.86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3.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r=.29, p=.001), 도덕적 민감성(r=.69, p<.001)은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

도(r=-.35,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r=-.21, p=.016)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

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근무부서(β=.29, p<.001), 자기 효능감(β=.23, p<.001),

도덕적 민감성(β=.51,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β=-.14, p<.01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63.8%를 설명하

였다(F=32.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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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종합했을 때,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높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낮았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부서,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이었다. 향후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역

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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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의학 기술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죽음 

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64). 회생 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인해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연명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연명 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49). 연명의료중지를 허용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판결(43)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죽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에 

관련된 논의에 영향을 주어, 의료계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심폐 

소생술거부(Do Not Resuscitation, DNR) 동의서’ 활용의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6 년 2 월 3 일 제정,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었다. 

연명치료중단이란 말기 환자에게 질병 치료 목적인 아닌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치료, 진통제 투어, 혈액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34). 병원 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6-11%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사망의 50-90%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이 있다(95).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부서 간호들보다 빈번하게 연명치료 중단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때, 중환자실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전의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연명치료중단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60). 또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명치료행위를 

지속하는 것과 중단하는 것 사이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존중 실현’ 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97). 딜레마의 상황에서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태도를 확립한 경우 환자와 환자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91). 

연명치료중단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총체적 간호가 필요하므로, 치료계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13). 하지만, 환자가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간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32), 

중환자실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연명치료중단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중환자실 간호사는 말기환자의 의사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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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이며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결정 후 치료나 간호가 수행될 때 환자와 

가족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치료나 간호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2). 이렇게 중환자실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연명치료중단 결정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 인식의 정도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은 연명치료중단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담, 옹호하는 역할에 대해 아는 것으로(52),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46), 

자기효능감(59), 도덕적 민감성(58)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7)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연명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3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연명치료중단의 상황 속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딜레마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불편함, 고통, 두려움을 직접 관찰하고 간호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결정하는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25).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상실무현장 내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간호를 시행하므로 확고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75).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은 연명치료중단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을 것이다(6).  

국내에서 시행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연구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9), 연명의료에 대한 

역할인식, 간호스트레스 및 태도(46),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 중환자 가족의 태도 및 인식(51)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민감성,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되고, 존엄한 죽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연명치료중단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올바른 역할인식을 확립한다면 본인 스스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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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연명치료중단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 향상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1) 이론적 정의 

 ‘지식’이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 

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68).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이란 2018 년 2 월 4 일 시행  

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연명  

치료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해당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은 홍선우(71)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사전의사 

결정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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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말한다(6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박계선(20)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변은경 등(33)이 수정 ∙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 효능감 

(1)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7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herer et al.(90)가 개발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zed Self-

Efficacy Scale)를 오가실(199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도덕적 민감성 

(1) 이론적 정의 

 ‘도덕적 민감성’이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8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utzen(84) 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Moral sensitivity question 

naire.MSQ)를 한성숙(69)이 번안한 한국형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Korea-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K-MSQ)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생명의료윤리 의식 

(1) 이론적 정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8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90)이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관 측정도구를 이윤주(49)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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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인식 

(1) 이론적 정의 

‘역할 인식’이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직위와 관련된 역할의 내용을 아는 것이다(9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이란 연명치료중단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적극적 

으로 지지하고, 상담, 옹호하는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이다(5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은 변은경 등(3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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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연명치료중단 

 

연명치료중단은 말기 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로, 관을 통한 영양과 수분 공급, 진통제 투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고 단위 항생제 투여, 수술 등을 의미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34). 

흔히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을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는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연적 사망보다 앞서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직접 야기시키지 않는 연명치료중단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는 죽음이 목적이지만,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미하는 삶을 더 오래 살도록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두 용어를 구분하였다(6).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두 개념이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은 급성호흡정지 

혹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는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소극적 안락의 형태로 이해되어 

지기도 한다.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죽음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서 ‘(제 60 조)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부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29조 2항)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제 29 조 3 항)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40)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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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로는 통증, 삶의 의미 상실, 경제적 부담, 존엄성 상실 순으로 

나타났으며(22),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미 없는 목숨의 연장이 죽음보다 더 

잔인하다는 의견과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에는 

자칫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말기환자들의 생명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어 안락사의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과 의사가 회복 불가능 상태를 오판할 수 있으며, 임종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오히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10). 미국의 

경우에는 Karen Ann Quinlan 사건을 시작으로 안락사의 입법문제가 대두되었고(15), 

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 12 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가족의 요구에 의해 뇌수술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킨 후 죽음에 이르렀는데, 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2). 이 후, 2008 년 폐 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켰으나, 환자는 저 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렀다.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등의 치료를 

받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였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57),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존엄사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으로 

촉발된 ‘존엄사’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확산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 의원회에서 2013 년 6 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권고를 바탕으로 2016 년 2 월 2016 년 2 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어 2018 년 2 월부터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11 만 

5,259 명으로 집계되었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치료 결정 이행은 3 만 6,224 명으로 집계되었고 본인의 의사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는 32.3%,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나타났다(34). 말기 암환자의 처치에 있어서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환자의 의견이었으며(36) 그 다음으로는 환자 가족들의 

의견이었다.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 연장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가 훨씬 많으며(23), 자신의 임종 과정 동안에 회복불능, 판단불능 

상태에서 생명 연장술을 시행하기를 원하는지 대한 연구(17)에서도 74%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나 환자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무의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의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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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종교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가능성 등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를 절충하여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1). 또한, 임종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명시적 의사가 없이 추정적 

의사로 가족들이 연명치료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 참여자, 

치료내용에 대해서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44). 간호사들은 연명치료중단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환자의 참여여부와 중단된 치료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51). 

이와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같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침을 세밀화 한 

세부원칙과 이에 대한 법적인 인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간호사는 말기환자 간호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환자의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족이 제안하여 환자 

가족이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상담자, 조정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의 역할은 방관자, 제 3 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연명치료 중단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거나 적극적인 역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족이나 일반인들로부터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16). 치료중단 결정 참여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6)고 한 반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즉, 간호사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가족들은 간호사의 의견을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것(94)과 많은 차이가 있다(32). 선행연구(94)에서 간호사가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90%이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족의 요청에 의해 상담의 대상이 

되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의 내용인데, 연명치료중단 결정시에 가족들은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준비를 하고 있어,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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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32). 연명치료중단 결정시 치료의 범위, 시기 등을 명확하게 의사 소통하여 환자, 

가족들 간의 합의 하에 치료의 범위 혹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안위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과다한 치료나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하고, 매 

치료나 간호 수행 시 마다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여 제공되는 치료에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2). 

선행연구(13)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는 시기에는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총체적 

간호가 필요하며 간호사는 치료계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하므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간호사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말기환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며 환자의 의사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며 대변자이므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역할을 안락사 요구에 대한 평가자 (Observation of a 

request for euthanasia), 의사결정자(Decision making), 안락사 시행자(Carrying out of 

euthanasia), 안락사 시행 후 간호자(Aftercare)로 요약하였다(97).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환자, 가족들과 의사소통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지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가 많아 윤리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32).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영향요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으로 구분하여 문헌고찰  

하였다.  

 

1)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연명치료 대상자에게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중단에 관련된 지식정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 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법적 문서를 말한다(34).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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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상황에서 보호자와 의료진과의 의견 불일치,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로부터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반영하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적과 함께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제화된 서식으로 간호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8). 연명치료 결정 상황에서 간호사는 상담자, 옹호자 등 역할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역할인식에 방해가 되어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53).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연명치료중단 과정의 환자를 돌봄에 있어 간호사가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행위이다(78).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감정에 상관없이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78).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죽음을 

접하게 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간호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며, 연명치료중단의 과정의 환자에게 

간호 제공 시 본인들이 환자를 죽게 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며, 특정 약물이 환자 

에게 진통의 효과와 함께 호흡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호 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32), 딜레마 상황에 빠져 무력감, 좌절감 등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역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88).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기본 목표로 가지고 있는 연명치료중단의 과정 중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생명을 유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의료진이 어떠한 태도로 환자에게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존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77). 그러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 사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증진하도록 도모해야 한다(75).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3)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73)으로 정의된다.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직무 만족도, 환자에 대한 안전 역량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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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의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연명치료중단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생의 말 환자를 간호하며 연명치료와 관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다른 의료진과의 업무 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5). 자기 

효능감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론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어려운 문제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숙달하여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스로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4)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이란 특정 상황 내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으로(84), 급변하는 의료기술로 인하여 임상현장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간호사는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연명치료중단, 

안락사, 낙태와 같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해 간호사에게는 

도덕적 민감성이 요구되어 진다(82).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교육, 다른 의료제공 팀원들 

과의 관계, 전문적인 자율성, 지식, 개인적 가치, 효율적인 의사소통, 리더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91).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윤리의식이 확고한 경우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4),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권리를 더 준수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5).    

종합해보면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환자를 둘러싼 윤리적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환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5) 생명의료윤리 의식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생명윤리의식에 의료적 판단을 더해 생물학, 건강과 관련된 맥락 속 일어 

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도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81).  

발전하는 의료기술로 유전자 및 생명공학,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에 관해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의료인들은 끊임없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전문적인 실무지식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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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전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었다(6). 선행연구에서 신생아의 

생명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이였고(48), 

안락사와 신생아 생명권,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64). 이와 같이 생명의료윤리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하여 도덕적 딜레마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와 역할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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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U 광역시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2)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3 개월 이상인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지 응답에 동의한 자 

대상자는 G power 3.1.9.7 program 의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3)를 참고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 독립변수는 유의하게 측정된 일반적 특성 3 문항(결혼 

여부,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윤리의료 

의식을 포함하여 총 7 개로 필요한 최소 대상자는 130 명이다. 탈락률 10%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간호사 135 명을 연구대상으로 총 135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는 135 부로 

최종적으로 135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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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으로 구성하였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홍선우(72)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의사결정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9 개 문항, ‘예’, 

‘아니오’,’모른다’ 로 구성되어 오답과 ‘모른다’는 0 점, 정답은 1 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선우(201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7 였다.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은 박계선(2000)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변은경 등(33)이 수정 ․ 보완한 19 문항의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문항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15 개의 문항과 부정적 

입장을 기술한 4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4 점, ‘보통이다’ 3 점,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을 주어 점수화 한 것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총 점수 범위는 최저 19 점에서 최고 95 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의 입장을, 총 점수가 낮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박계선(200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7, 변은경(3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 였다. 

 

4) 자기효능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92)이 개발하여 오가실(1993)이 번안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행동의 시작 2 문항, 노력 6 문항, 의지 5 문항, 성취 2 문항, 확신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 문항으로 구성된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erer(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 번안한 오가실(199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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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덕적 민감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Lutzen(84)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를 한성숙(69)이 번안한 한국형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 

(Korea-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K-MSQ)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27 문항의 7 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화한 값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고, 

총 점수가 낮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Lutzen(1997)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한성숙(201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6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 였다. 

 

6)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이영숙(1990)이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관 측정도구를 

이윤주(49)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태아생명권 3 문항, 인공임신중절 4 문항, 인공수정 4 문항, 태아진단 3 문항, 신생아 

생명권 2 문항, 안락사 3 문항, 장기이식 3 문항, 뇌사 3 문항, 인간생명공학 4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총 29 문항의 4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숙(199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 이윤주(200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 

ch’s α는 .76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 였다. 

 

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연명치료중단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은 변은경 등(33)이 개발한 12 문항의 5 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 도구는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에 긍정적인 8 개 문항과 부정적 입장을 기술한 

1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4 점, ‘보통이다’ 

3 점,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총 점수 범위는 최저 12 점에서 최고 6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과정에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간호사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변은경(3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 이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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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U 대학 종합병원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umber.2020-10-017-00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해당병원 간호부와 설문지 조사를 시행할 중환자실 병동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참여를 거부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 년 11 월 1 일부터 11 월 22 일까지 시행하였다. 총 135 부를 배부하여 

135 부를 수거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연구자 본인이 시행하였고,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간호사들이 직접 작성하며 별도로 제공된 설문지 수거 봉투함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자료는 삭제 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IRB 에 명시된 기간인 3 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와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t-test,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 

사후검정은 Scheffe ́ 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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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연명치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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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결혼상태, 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135 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125 명(92.6%)로 

대다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04 명(77%), 최종학력은 대졸이 123 명(93.1%)이었다. 종교는 

무교 47 명(34.8%), 불교 44 명(25.2%), 기독교 34 명(25.2%), 천주교 10 명(7.4%) 순이었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74 명(54.8%), 비내과계 61 명(45.2%)로 비내과계는 외상 중환자실 

40 명(29%), 외과계 중환자실 7 명(5%), 신생아 중환자실 14 명(10.3%)이었다. 근무경력은 1 년 

미만 16 명(11.9%), 1 년 이상 3 년 미만 35 명(25.9%), 3 년 이상 5 년 미만 36 명(26.7%), 5 년 

이상 10 년 미만 29 명(21.5%), 10 년 이상 19 명(14.1%)이었다. 평균 근무경력은 

4.86±4.17 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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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5)                                                                  

특성 구분 N(%) M±SD 

성별 
남성 10(7.4) 

 

여성 125(92.6) 

결혼상태 

미혼 104(77) 

기혼 31(23) 

최종학력 
대졸 123(93.1) 

대학원 이상 12(6.9) 

종교 
없음 47(34.8) 

있음 88(63.2) 

근무부서 

내과계 74(54.8) 

비내과계 61(45.2) 

근무경력 

1 년 미만 16(11.9) 

4.86±4.17 

1 년 이상 3 년 미만 35(25.9) 

3 년 이상 5 년 미만 36(26.7) 

5 년 이상 10 년 미만 29(21.5) 

10 년 이상 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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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도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의 평균은 9 점 만점에 7.74±0.80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로 

‘환자는 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100%의 

정답율을 나타냈으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언제나 변경과 폐지가 가능하다’에 대한 문항은 

93.3%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63±0.36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의 결과가 4.56±0.51,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심정지가 예상될 때 심폐소생술 금지 승낙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의 결과가 4.50±0.5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명의료중단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가 2.36±1.23,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장기 이식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가 2.69±1.14 순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57±0.56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나는 일을 끝내기 전 포기한다(역 문항)’가 4.38±0.61,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역 

문항)’가 4.17±.74 순으로 높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가 2.41±1.30,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가 2.78±0.82 순으로 

낮았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의 평균은 7 점 만점에 4.81±0.40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는 ‘나는 

간호사로서 나의 담당 환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간호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의 

결과가 6.30±0.67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내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의 결과가 1.82±1.32 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평균은 4점 만점에 3.58±0.29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인공수정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가 3.97±0.17, ‘태아진단을 위한 

검사(양수 천자 등)의 요구와 시행은 항상 태아와 산모에 이로운 것이여야 한다’가 

0.94±0.22 점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이 신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역 문항)’ 가 1.54±0.57 로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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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3±0.86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라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해야 한다’가 

4.37±0.78,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가 

4.27±0.78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시 의사, 환자 가족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가 2.89±1.42,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 3.13±1.61 순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표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도 

구분 M±SD Min Max Range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7.74±0.80 3 8 0-9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3.63±0.36 2.68 4.53 1-5 

자기효능감 3.57±0.56 2.41 4.82 1-5 

도덕적민감성 4.81±0.40 4.15 6.11 1-7 

생명윤리의료의식 3.58±0.29 1.54 3.97 1-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3.73±0.86 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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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성별(t=-

2.25, p=.007), 결혼여부(t=-1.03, p=.039), 종교(t=-2.01, p<.001), 근무부서(t=-2.38, p<.001)가 

있었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경력(F=2.49, p=.047)이다. 자기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부서(t=-.099, p<.001)와 근무경력(F=17.02, p<.001)이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부서(t=-0.64, p<.001)이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결혼여부(t=-3.89, p<.001), 근무 부서(t=6.68, p<.001), 근무경력(F=12.97, p<.001)이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10 년 이상이 10 년 미만보다 역할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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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특성 구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M±SD t or F(p) M±SD M±SD M±SD M±SD 

성별 
남성 7.20±1.55 

-2.25(.007) 
3.39±0.40 

1.04(.310) 
3.45±0.64 

0.89(.348) 
여성 7.78±0.70 3.64±0.36 3.59±0.56 

결혼여부 
미혼 7.70±0.89 

-1.03(.039) 
3.63±0.38 

0.13(.414) 
3.49±0.53 

-3.26(.363) 
기혼 7.87±0.34 3.62±0.33 3.86±0.58 

최종학력 
대졸 7.75±0.83 

0.34(.977) 
3.62±0.37 

-0.67(.434) 
3.54±0.57 

-2.10(.140) 
대학원 이상 7.67±0.50 3.69±0.33 3.90±0.42 

종교 
없음 7.55±1.04 

-2.01(<.001) 
3.55±0.38 

-1.78(.307) 
3.52±0.54 

-0.90(.627) 
있음 7.84±0.62 3.67±0.35 3.61±0.58 

근무부서 
내과계 7.59±1.03 

-2.38(<.001) 
3.44±0.33 

-7.38(.086) 
3.53±0.74 

-0.99(<.001) 
비 내과계 7.91±0.28 3.85±0.27 3.63±0.21 

근무경력 

1 년 미만 a 7.94±0.25 

0.70(.594) 

3.38±0.39 

2.49(.047) 

2.91±0.52 

17.02(<.001) 

1 년 이상 3 년 미만 b 7.71±0.79 3.63±0.36 3.47±0.33 

3 년 이상 5 년 미만 c 7.58±1.25 3.63±0.38 3.48±0.49 

5 년 이상 10 년 미만 d 7.79±0.41 3.66±0.34 3.88±0.47 

10 년 이상 e 7.84±0.37 3.75±0.30 4.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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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특성 구분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M±SD t or F(p) M±SD M±SD M±SD M±SD 

성별 
남성 4.87±0.49 

0.17(.683) 
3.57±0.16 

0.18(.672) 
4.11±0.65 

1.48(.142) 
여성 4.80±0.40 3.58±0.15 3.70±0.86 

결혼여부 
미혼 4.76±0.40 

-2.96(.326) 
3.59±0.14 

1.22(.133) 
3.58±0.83 

-3.89(<.001) 
기혼 4.99±0.36 3.55±0.17 4.23±0.75 

최종학력 
대졸 4.81±0.41 

-0.36(.570) 
3.58±0.14 

0.07(.311) 
3.71±0.85 

-0.72(.591) 
대학원 이상 4.85±0.36 3.59±0.19 3.90±0.92 

종교 
없음 4.71±0.41 

-2.12(.406) 
3.53±0.17 

-1.27(.070) 
3.56±0.87 

-1.64(.571) 
있음 4.86±0.40 3.60±0.13 3.82±0.83 

근무부서 
내과계 4.97±0.37 

5.45(.550) 
3.58±0.18 

-0.64(<.001) 
4.12±0.67 

6.68(<.001) 
비 내과계 4.62±0.36 3.59±0.09 3.26±0.81 

근무경력 

1 년 미만 a 4.85±0.44 

0.79(.536) 

3.63±0.12 

0.50(.735) 

3.18±0.56 

12.971(<.001) 

(a,b,c,d<e) 

1 년 이상 3 년 미만 b 4.76±0.39 3.57±0.14 3.55±0.83 

3 년 이상 5 년 미만 c 4.75±0.41 3.59±0.15 3.85±0.80 

5 년 이상 10 년 미만 d 4.91±0.46 3.57±0.17 3.86±0.91 

10 년 이상 e 4.82±0.32 3.58±0.16 4.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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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역할인식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40, 

p<.001)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자기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6, 

p=.002),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42,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30,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 p<.001)가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9, p=.001)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69, p<.001) 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21, p=.016)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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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12(.166) 1     

자기효능감 -.01(.884) .26(.002) 1    

도덕적 민감성 .17(.053) .42(<.001) .07(.441) 1   

생명의료윤리의식 .40(<.001) .30(<.001) .01(.263) -.14(.117)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15(.086) -.35(<.001) .29(.001) .69(<.001) -.21(.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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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결혼여부,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회귀 모델에 

포함하였다. 이 중 근무경력은 개월 수로 변경하였고, 근무부서와 결혼유무는 더미변수화 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 전 Durbin-Watson test 를 이용해 잔차 분석 결과 1.63 으로 2 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잔차의 산점도 확인 결과 산점도가 특이 형태를 

띠지 않아 등분산성과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잔차의 정규성은 정규 P-P 곡선을 통해 확인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영향 요인으로 근무부서(β=.29, p<.001), 자기 효능감(β=.23, p<.001), 도덕적 민감성(β=.51, 

p<.001), 생명의료윤리의식(β=-.14, p<.011)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외되었다. 채택된 

변수들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의 63.8%를 설명하였으며,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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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VIF)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상수 -.24 1.40  -.17 .865  

결혼여부 

(1=기혼) 
0.11 0.14 .05 0.77 .444 1.62 

근무부서 

(1=내과계) 
0.50 0.12 .29 4.34 <.001 1.61 

근무경력 0.02 0.02 .09 1.23 .222 2.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0.02 0.17 -.01 -.12 .91 1.89 

자기 효능감 0.35 0.10 .23 3.54 <.001 1.49 

도덕적 민감성 1.07 0.13 .51 7.99 <.001 1.42 

생명의료윤리 

의식 
-0.80 0.33 -.14 -2.43 .016 1.14 

R= .799, adjusted R²= .638 

F = 32.01 p= <.001, Durbin-Watson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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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역할 인식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의 평균은 9 점 만점에 7.74 점이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선기(12)의 연구에서 평균 5.19 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선엽(64)의 연구 평균 7.74 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난순(53)의 연구에서 평균 5 점보다 높았다. 구체적인 하위요인에서 ‘환자는 

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정답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연명의료중단태도 영향요인을 연구한 최선엽(64)의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문항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63.4%)’와 차이가 있다.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언제나 변경과 폐지가 가능하다(93.3%)’로 최선엽(64)의 연구에서 ‘모른다’ 고 

답한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연명 

치료결정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 후 제도를 시행한 2018 년 2 월부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인하여 중환자실 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육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로 인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5 점 만점에 3.63 점이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선엽(64)의 연구 평균 3.11 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숙남(18)의 

연구 평균 3.2 점보다 높았다. 이는 중환자실 내에서 대부분의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승압제 투여)가 시행되고(96), 근무환경 내 연명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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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이 고통받으며 그들 스스로의 존엄성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를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77)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57 점이었다. 이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상민(5)의 연구와 평균 3.56 점으로 유사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미영(42)의 연구에서 평균 3.22 점,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고유경(4)의 연구에서 

평균 3.41 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에 유의하였던 근무부서와 관련 

있다. 윤미영(42)의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비율이 41.1%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54.8%로 높았다. 내과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명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간호의 빈도와 간호업무의 자율성이 높아(4)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스스로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들을 피하지 않고 숙달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여 간호활동 정도가 

향상되어졌다고 고려된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의 평균은 7 점 만점에 4.81 점이었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옥현(21)의 연구에서 평균 4.70 점,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utzen(84)의 연구에서 평균 

4.70 점 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문제를 자주 경험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대한 도덕적 고뇌가 많고, 그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21).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평균은 4 점 만점에 3.58 점이었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미옥(54)의 연구 평균 2.89 점,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옥현(21)의 

연구에서 평균 2.21 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사회 윤리 문제로 

여겨지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7 점이었다. 이는 2019 년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정임(41)의 연구에서 평균 3.83 점, 

2016 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정(46)의 연구에서 평균 3.93 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명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2018 년 2 월 이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역할인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교육, 홍보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환자실의 간호사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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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인식은 낮은 역할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결혼여부, 근무부서, 근무경력이 있었다.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은 3.58 점, 기혼은 

4.23 점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더 높은 역할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정(4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이는 기혼의 경우 미혼인 

대상자보다 근무경력이 많아 근무 경험이 쌓이면서 업무에 대한 판단능력과 함께 역할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부서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 4.12 점, 비내과계의 평균 3.26 점으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점수가 높았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정(46)의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 4.03 점, 

비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 3.91 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이는 비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 없이 수술이나 시술로 인하여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고, 말기 상태의 환자의 빈도가 높아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의 정서적 교류의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38). 본 연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하위문항인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에서 내과계 5 점 만점에 4.34 점, 비내과계 

2.87 점이고,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한다’에서 

내과계 5 점 만점에 3.93 점, 비내과계 2.16 점이고,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한다’에서 내과계 4.23 점, 비내과계 2.93 점이었다. 이는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재원기간의 증가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설명, 상담자의 역할을 시행하면서 

역할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기저질환 없는 

환자가 시술, 수술로 인해 상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시행하므로(38) 

역할인식에 대한 점수가 내과계에 비하여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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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은 본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10 년 이상이 10 년 미만보다 역할인식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 역할인식 및 간호스트레스를 보는 

이수정(46)의 연구에서 임상간호경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경력이 60 개월 이하의 

집단보다 120 개월 이상의 집단이 높게 나타난 부분과도 유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역할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직무에 능숙해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효능감(73)과 도덕적 

민감성(59)이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직무 만족도 등 병원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권리를 더 준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85),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48)와 생명의료윤리의식(7,18)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낮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죽음을 접하면서, 연명치료중단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환자를 죽게 

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좌절감 등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32,88)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안락사와 신생아 생명권, 임신중절 

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므로(6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역할수행은 

직무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32). 그러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체계화된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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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다면, 중환자실 간호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무부서,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이었다. 이들 변수는 63.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근무부서가 내과계 중환자실 일수록,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덕적 민감성, 근무부서, 자기 효능 

감, 생명의료윤리 의식 순이었다. 

 첫번째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갈등을 인식하고,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 결과로 초래될 수 있도록 파악하는 능력으로(8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매우 중요하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와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4)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아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복합적인 의료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직업적인 갈등과 도덕적 책임성에 

대한 갈등, 윤리적인 문제를 일반 병동보다 자주 경험하여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 고뇌가 

늘어나게 된다(21). 환자의 임종과 관련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옹호적 지지와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59).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적 민감성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59)에서 윤리교육 

경험 횟수와 공감능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함께 반복적인 윤리교육으로 인해 도덕적 

민감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21)에 근거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번째는 근무부서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할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 내과계의 역할인식 평균은 5 점 만점에 4.12 점, 

비내과계의 평균은 3.26 점으로 내과계 중환자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점수가 높았다. 비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 없이 수술이나 시술로 인하여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고, 말기 상태의 환자의 

빈도가 높아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호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의 정서적 교류의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38). 본 연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하위문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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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 에서 내과계 중환자실은 5 점 

만점에 평균 4.34 점, 비내과계 중환자실은 평균 2.87 점이고,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한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은 5 점 만점에 평균 3.93 점, 

비내과계 평균 2.16 점,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한다’에서 내과계 4.23 점, 

비내과계 2.93 점이었다. 이는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재원기간의 증가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설명, 상담자의 역할을 시행하면서 역할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기저질환 없는 환자가 시술, 수술로 인해 상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시행하므로(38) 역할인식에 대한 점수가 

내과계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명치료에 대한 중환자의 역할인식에 

대한 교육 시행 시 교육 내용에 내과계 환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가능여부에 대한 각자의 판단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60),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숙달하여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55)에서 자기 효능감이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과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본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업무들을 피하지 않고 수행하도록 하게해 간호활동 

정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자기 효능감의 도구 문항 중’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역문항)’ 과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역문항)’에 대한 문항의 평균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중환자실 내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행위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그에 따라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다른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된다. 자기 효능감은 교육 및 자기개발을 통하여 증진할 수 

있으므로(60),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위한 교육에 자기 효능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생명윤리의식에 의료적 판단을 더해 건강과 관련된 맥락 속에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도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8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생명의료윤리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사라는 이타적인 직업의 특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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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과 삶의 질과 관련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사이에서 끊임없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생각된다(38). 본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선행연구(9, 50)에 비해 

높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찬성에 대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부서의 비율이 내과계 54.8%와 비 내과계 45.2%로 비슷한 상황에서 비 내과계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이나 지지를 하는 역할인식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내과계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도 연명치료중단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확립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향하는 바가 다름을 인지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초점이 아닌 

‘연명치료중단과정의 환자의 안위’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된 연구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상담자의 역할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목적인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옹호자와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립이 중요하다.  

연명치료중단 과정의 환자와 보호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도덕적 

민감성, 자기 효능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관련하여 의료진들에게 윤리적 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환자 및 보호자와의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역할인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말기치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포함시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기에 매년 시행하는 간호사 

보수교육에 도덕적 민감성, 자기 효능감,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여 본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9 점 만점에 평균 7.74 점으로 높았지만, 지식의 정도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 사용 시 연명의료결정법 이전의 도구가 아닌 법 제정 

이후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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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의 1 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설문지의 분량으로 인한 기입의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추 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인의 입장에 관계없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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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울산에 소재한 U 대학병원 간호사 135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을수록 역할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 근무부서, 도덕적 민감성, 자기효능감,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 임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내과 계에 근무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시행 후 시도된 연구로서, 근무 현장에서 연명의료 

환자를 가까이에서 간호하며 과도기적 상황에 많은 제한점을 느끼고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간호의 질 향상과 지침 마련 그리고 교육개발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추 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 마련, 

그리고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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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간호의 실무적 측면 

 

간호 현장에서 연명치료 결정 과정의 환자를 돌봄에 있어 프로토콜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관한 간호사들의 

인식, 태도를 조사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시행하여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2)간호의 연구적 측면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 후 여러 병원,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수를 늘려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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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RB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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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 설명문과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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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설문지 

 

1.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총 근무경력 ________년 ________개월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 

 

4. 귀하의 학력은? 

① 전문학사 ② 학사 ③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근무하는 부서의 계열은? 

① 내과계 ② 외과계 ③ 그 외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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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G*power program을 이용한 표본 수 산출 결과표 

 

 

 

 

 

 

 

 

 

 

 



 

- 53 - 

 

부록 5. 연구 도구 사용 승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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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self-effectiveness, moral sensitivity, and awareness of 

life-sustaining ethics, and to understand the role of nurses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20 to November 22, 2020 and was 

conducted on 135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working at the University Hospital in U.S. 

City. Data were described in terms of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using SPSS Statistics 24.0 for Windows, and then compared using t-tests and analyses of 

variance (using Scheffé’s test for the post-hoc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between the main study variabl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role 

perception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examined us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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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 total of 135 people were eligible, 92.6 percent of whom were women. The number of 

unmarried people was 77%, and the final academic record was 93.1%. Religion was 63.2% and 

54.8% worked in intensive care units in internal medicine, with an average working experience 

of 4.86±4.17 years.  

 

 2. Subjects' knowledge of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veraged 7.74±0.80 out of 

9 points, attitude toward end-of-life treatment 3.63±0.36 out of 5 points, self-effectiveness 

3.57±0.56 out of 5 points, and moral sensitivity 4.51±0.4 out of 7 points, average.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role in the interruption was high, with an average score of 3.73±0.86 

out of 5. 

 

3. The subject's self-efficiency (r=.29, p=.001), Moral Sensitivity (r=.69,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 of correlation in the role recognition of a nurse's role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35, p<.001), Consciousness of Bioethics (r=-.21, p=.016) is a nurse's role in is 

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of notes 

in the expression.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for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Department of Work (fi=.29, p<.001), Self-Efficiency (fi=.23, p<.001), moral sensitivity (fi=.51, 

p<.001), Consciousness of Bioethics (fi=-.14, p<.011)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final model of this study described 63.8 percent of nurses' role in discontinu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F=32.01, p<.001). 

 

 In sum, the study found that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s positive to self-effectiveness, moral sensitivity, and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ving ethics, and self-effectiveness, moral sensitivity, and life-saving ethic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ole recogni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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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care nurses through education and mediation programs based on work departments, 

self-efficiency, moral sensitivity, and awareness of life-saving ethics.   

   

Furthermore, based on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suggested the need to develop guidelines so that they can perform the role of 

intensive care nurses in the event of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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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의학 기술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죽음 

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64). 회생 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인해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연명 의료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연명 의료결정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49). 연명의료중지를 허용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판결(43)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죽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에 

관련된 논의에 영향을 주어, 의료계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심폐 

소생술거부(Do Not Resuscitation, DNR) 동의서’ 활용의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6 년 2 월 3 일 제정,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었다. 

연명치료중단이란 말기 환자에게 질병 치료 목적인 아닌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치료, 진통제 투어, 혈액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34). 병원 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6-11%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사망의 50-90%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이 있다(95).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부서 간호들보다 빈번하게 연명치료 중단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때, 중환자실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전의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연명치료중단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60). 또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명치료행위를 

지속하는 것과 중단하는 것 사이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존중 실현’ 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97). 딜레마의 상황에서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태도를 확립한 경우 환자와 환자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91). 

연명치료중단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총체적 간호가 필요하므로, 치료계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13). 하지만, 환자가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간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32), 

중환자실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연명치료중단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중환자실 간호사는 말기환자의 의사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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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이며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결정 후 치료나 간호가 수행될 때 환자와 

가족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치료나 간호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2). 이렇게 중환자실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연명치료중단 결정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 인식의 정도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은 연명치료중단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담, 옹호하는 역할에 대해 아는 것으로(52),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46), 

자기효능감(59), 도덕적 민감성(58)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7)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연명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3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연명치료중단의 상황 속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딜레마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불편함, 고통, 두려움을 직접 관찰하고 간호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결정하는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25).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는 임상실무현장 내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간호를 시행하므로 확고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75).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은 연명치료중단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을 것이다(6).  

국내에서 시행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연구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9), 연명의료에 대한 

역할인식, 간호스트레스 및 태도(46),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 중환자 가족의 태도 및 인식(51)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민감성,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되고, 존엄한 죽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연명치료중단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올바른 역할인식을 확립한다면 본인 스스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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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연명치료중단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 향상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1) 이론적 정의 

 ‘지식’이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 

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말한다(68).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이란 2018 년 2 월 4 일 시행  

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연명  

치료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해당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은 홍선우(71)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사전의사 

결정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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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말한다(6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박계선(20)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변은경 등(33)이 수정 ∙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 효능감 

(1)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7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herer et al.(90)가 개발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zed Self-

Efficacy Scale)를 오가실(199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도덕적 민감성 

(1) 이론적 정의 

 ‘도덕적 민감성’이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다 (8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utzen(84) 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Moral sensitivity question 

naire.MSQ)를 한성숙(69)이 번안한 한국형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Korea-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K-MSQ)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생명의료윤리 의식 

(1) 이론적 정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8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90)이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관 측정도구를 이윤주(49)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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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인식 

(1) 이론적 정의 

‘역할 인식’이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직위와 관련된 역할의 내용을 아는 것이다(9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이란 연명치료중단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적극적 

으로 지지하고, 상담, 옹호하는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이다(5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은 변은경 등(3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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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연명치료중단 

 

연명치료중단은 말기 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로, 관을 통한 영양과 수분 공급, 진통제 투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고 단위 항생제 투여, 수술 등을 의미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34). 

흔히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을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는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연적 사망보다 앞서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직접 야기시키지 않는 연명치료중단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는 죽음이 목적이지만,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미하는 삶을 더 오래 살도록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두 용어를 구분하였다(6).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두 개념이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은 급성호흡정지 

혹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는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소극적 안락의 형태로 이해되어 

지기도 한다.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죽음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서 ‘(제 60 조)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부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29조 2항)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제 29 조 3 항)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40)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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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로는 통증, 삶의 의미 상실, 경제적 부담, 존엄성 상실 순으로 

나타났으며(22),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미 없는 목숨의 연장이 죽음보다 더 

잔인하다는 의견과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에는 

자칫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말기환자들의 생명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어 안락사의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과 의사가 회복 불가능 상태를 오판할 수 있으며, 임종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오히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10). 미국의 

경우에는 Karen Ann Quinlan 사건을 시작으로 안락사의 입법문제가 대두되었고(15), 

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 12 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가족의 요구에 의해 뇌수술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킨 후 죽음에 이르렀는데, 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2). 이 후, 2008 년 폐 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켰으나, 환자는 저 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렀다.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등의 치료를 

받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였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57),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존엄사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으로 

촉발된 ‘존엄사’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확산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 의원회에서 2013 년 6 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권고를 바탕으로 2016 년 2 월 2016 년 2 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어 2018 년 2 월부터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11 만 

5,259 명으로 집계되었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치료 결정 이행은 3 만 6,224 명으로 집계되었고 본인의 의사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는 32.3%,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나타났다(34). 말기 암환자의 처치에 있어서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환자의 의견이었으며(36) 그 다음으로는 환자 가족들의 

의견이었다.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 연장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가 훨씬 많으며(23), 자신의 임종 과정 동안에 회복불능, 판단불능 

상태에서 생명 연장술을 시행하기를 원하는지 대한 연구(17)에서도 74%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나 환자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무의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의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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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종교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가능성 등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를 절충하여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1). 또한, 임종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명시적 의사가 없이 추정적 

의사로 가족들이 연명치료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 참여자, 

치료내용에 대해서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44). 간호사들은 연명치료중단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환자의 참여여부와 중단된 치료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51). 

이와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같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침을 세밀화 한 

세부원칙과 이에 대한 법적인 인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간호사는 말기환자 간호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환자의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족이 제안하여 환자 

가족이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상담자, 조정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의 역할은 방관자, 제 3 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연명치료 중단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거나 적극적인 역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족이나 일반인들로부터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16). 치료중단 결정 참여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6)고 한 반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즉, 간호사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가족들은 간호사의 의견을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것(94)과 많은 차이가 있다(32). 선행연구(94)에서 간호사가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90%이상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족의 요청에 의해 상담의 대상이 

되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의 내용인데, 연명치료중단 결정시에 가족들은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준비를 하고 있어,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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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32). 연명치료중단 결정시 치료의 범위, 시기 등을 명확하게 의사 소통하여 환자, 

가족들 간의 합의 하에 치료의 범위 혹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안위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과다한 치료나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의사와 상의하고, 매 

치료나 간호 수행 시 마다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여 제공되는 치료에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2). 

선행연구(13)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는 시기에는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총체적 

간호가 필요하며 간호사는 치료계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하므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간호사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는 

말기환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며 환자의 의사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며 대변자이므로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역할을 안락사 요구에 대한 평가자 (Observation of a 

request for euthanasia), 의사결정자(Decision making), 안락사 시행자(Carrying out of 

euthanasia), 안락사 시행 후 간호자(Aftercare)로 요약하였다(97).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환자, 가족들과 의사소통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지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가 많아 윤리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32).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영향요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으로 구분하여 문헌고찰  

하였다.  

 

1)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연명치료 대상자에게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중단에 관련된 지식정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 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법적 문서를 말한다(34).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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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상황에서 보호자와 의료진과의 의견 불일치,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로부터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반영하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적과 함께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제화된 서식으로 간호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8). 연명치료 결정 상황에서 간호사는 상담자, 옹호자 등 역할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역할인식에 방해가 되어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53).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연명치료중단 과정의 환자를 돌봄에 있어 간호사가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행위이다(78).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감정에 상관없이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78).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죽음을 

접하게 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간호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며, 연명치료중단의 과정의 환자에게 

간호 제공 시 본인들이 환자를 죽게 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며, 특정 약물이 환자 

에게 진통의 효과와 함께 호흡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호 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32), 딜레마 상황에 빠져 무력감, 좌절감 등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역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88).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기본 목표로 가지고 있는 연명치료중단의 과정 중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생명을 유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의료진이 어떠한 태도로 환자에게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존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77). 그러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여 환자, 보호자, 의료진 사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편안함을 증진하도록 도모해야 한다(75).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3)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73)으로 정의된다.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직무 만족도, 환자에 대한 안전 역량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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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의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연명치료중단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생의 말 환자를 간호하며 연명치료와 관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다른 의료진과의 업무 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5). 자기 

효능감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론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어려운 문제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숙달하여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스로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4)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이란 특정 상황 내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으로(84), 급변하는 의료기술로 인하여 임상현장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간호사는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연명치료중단, 

안락사, 낙태와 같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해 간호사에게는 

도덕적 민감성이 요구되어 진다(82).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교육, 다른 의료제공 팀원들 

과의 관계, 전문적인 자율성, 지식, 개인적 가치, 효율적인 의사소통, 리더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91).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윤리의식이 확고한 경우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4),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권리를 더 준수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5).    

종합해보면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환자를 둘러싼 윤리적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환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5) 생명의료윤리 의식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생명윤리의식에 의료적 판단을 더해 생물학, 건강과 관련된 맥락 속 일어 

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도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81).  

발전하는 의료기술로 유전자 및 생명공학,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에 관해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의료인들은 끊임없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전문적인 실무지식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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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전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었다(6). 선행연구에서 신생아의 

생명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이였고(48), 

안락사와 신생아 생명권,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64). 이와 같이 생명의료윤리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하여 도덕적 딜레마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와 역할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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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U 광역시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2)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3 개월 이상인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지 응답에 동의한 자 

대상자는 G power 3.1.9.7 program 의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3)를 참고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 독립변수는 유의하게 측정된 일반적 특성 3 문항(결혼 

여부,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윤리의료 

의식을 포함하여 총 7 개로 필요한 최소 대상자는 130 명이다. 탈락률 10%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간호사 135 명을 연구대상으로 총 135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는 135 부로 

최종적으로 135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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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으로 구성하였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홍선우(72)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의사결정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9 개 문항, ‘예’, 

‘아니오’,’모른다’ 로 구성되어 오답과 ‘모른다’는 0 점, 정답은 1 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선우(201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7 였다.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은 박계선(2000)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변은경 등(33)이 수정 ․ 보완한 19 문항의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문항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15 개의 문항과 부정적 

입장을 기술한 4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4 점, ‘보통이다’ 3 점,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을 주어 점수화 한 것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총 점수 범위는 최저 19 점에서 최고 95 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의 입장을, 총 점수가 낮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박계선(200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7, 변은경(3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 였다. 

 

4) 자기효능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92)이 개발하여 오가실(1993)이 번안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행동의 시작 2 문항, 노력 6 문항, 의지 5 문항, 성취 2 문항, 확신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 문항으로 구성된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erer(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 번안한 오가실(199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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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덕적 민감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Lutzen(84)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를 한성숙(69)이 번안한 한국형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 

(Korea-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K-MSQ)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27 문항의 7 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화한 값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고, 

총 점수가 낮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Lutzen(1997)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한성숙(201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6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 였다. 

 

6)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이영숙(1990)이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관 측정도구를 

이윤주(49)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태아생명권 3 문항, 인공임신중절 4 문항, 인공수정 4 문항, 태아진단 3 문항, 신생아 

생명권 2 문항, 안락사 3 문항, 장기이식 3 문항, 뇌사 3 문항, 인간생명공학 4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총 29 문항의 4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영숙(1990)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 이윤주(200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 

ch’s α는 .76 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 였다. 

 

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연명치료중단에서 간호사의 역할 인식은 변은경 등(33)이 개발한 12 문항의 5 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 도구는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에 긍정적인 8 개 문항과 부정적 입장을 기술한 

1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4 점, ‘보통이다’ 

3 점, ‘그렇지 않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총 점수 범위는 최저 12 점에서 최고 6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과정에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간호사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변은경(33)의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 이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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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U 대학 종합병원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umber.2020-10-017-00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해당병원 간호부와 설문지 조사를 시행할 중환자실 병동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참여를 거부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 년 11 월 1 일부터 11 월 22 일까지 시행하였다. 총 135 부를 배부하여 

135 부를 수거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연구자 본인이 시행하였고,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간호사들이 직접 작성하며 별도로 제공된 설문지 수거 봉투함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자료는 삭제 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IRB 에 명시된 기간인 3 년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와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t-test,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 

사후검정은 Scheffe ́ 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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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연명치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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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결혼상태, 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135 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125 명(92.6%)로 

대다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04 명(77%), 최종학력은 대졸이 123 명(93.1%)이었다. 종교는 

무교 47 명(34.8%), 불교 44 명(25.2%), 기독교 34 명(25.2%), 천주교 10 명(7.4%) 순이었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74 명(54.8%), 비내과계 61 명(45.2%)로 비내과계는 외상 중환자실 

40 명(29%), 외과계 중환자실 7 명(5%), 신생아 중환자실 14 명(10.3%)이었다. 근무경력은 1 년 

미만 16 명(11.9%), 1 년 이상 3 년 미만 35 명(25.9%), 3 년 이상 5 년 미만 36 명(26.7%), 5 년 

이상 10 년 미만 29 명(21.5%), 10 년 이상 19 명(14.1%)이었다. 평균 근무경력은 

4.86±4.17 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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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5)                                                                  

특성 구분 N(%) M±SD 

성별 
남성 10(7.4) 

 

여성 125(92.6) 

결혼상태 

미혼 104(77) 

기혼 31(23) 

최종학력 
대졸 123(93.1) 

대학원 이상 12(6.9) 

종교 
없음 47(34.8) 

있음 88(63.2) 

근무부서 

내과계 74(54.8) 

비내과계 61(45.2) 

근무경력 

1 년 미만 16(11.9) 

4.86±4.17 

1 년 이상 3 년 미만 35(25.9) 

3 년 이상 5 년 미만 36(26.7) 

5 년 이상 10 년 미만 29(21.5) 

10 년 이상 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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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도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의 평균은 9 점 만점에 7.74±0.80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로 

‘환자는 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100%의 

정답율을 나타냈으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언제나 변경과 폐지가 가능하다’에 대한 문항은 

93.3%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 태도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63±0.36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의 결과가 4.56±0.51,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심정지가 예상될 때 심폐소생술 금지 승낙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의 결과가 4.50±0.5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명의료중단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가 2.36±1.23,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장기 이식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가 2.69±1.14 순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57±0.56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나는 일을 끝내기 전 포기한다(역 문항)’가 4.38±0.61,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역 

문항)’가 4.17±.74 순으로 높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가 2.41±1.30,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가 2.78±0.82 순으로 

낮았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의 평균은 7 점 만점에 4.81±0.40 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는 ‘나는 

간호사로서 나의 담당 환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간호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의 

결과가 6.30±0.67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내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의 결과가 1.82±1.32 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평균은 4점 만점에 3.58±0.29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인공수정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가 3.97±0.17, ‘태아진단을 위한 

검사(양수 천자 등)의 요구와 시행은 항상 태아와 산모에 이로운 것이여야 한다’가 

0.94±0.22 점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이 신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역 문항)’ 가 1.54±0.57 로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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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3±0.86점이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라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해야 한다’가 

4.37±0.78,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가 

4.27±0.78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고,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시 의사, 환자 가족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가 2.89±1.42,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 3.13±1.61 순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표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도 

구분 M±SD Min Max Range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7.74±0.80 3 8 0-9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3.63±0.36 2.68 4.53 1-5 

자기효능감 3.57±0.56 2.41 4.82 1-5 

도덕적민감성 4.81±0.40 4.15 6.11 1-7 

생명윤리의료의식 3.58±0.29 1.54 3.97 1-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3.73±0.86 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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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성별(t=-

2.25, p=.007), 결혼여부(t=-1.03, p=.039), 종교(t=-2.01, p<.001), 근무부서(t=-2.38, p<.001)가 

있었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경력(F=2.49, p=.047)이다. 자기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부서(t=-.099, p<.001)와 근무경력(F=17.02, p<.001)이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근무부서(t=-0.64, p<.001)이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결혼여부(t=-3.89, p<.001), 근무 부서(t=6.68, p<.001), 근무경력(F=12.97, p<.001)이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10 년 이상이 10 년 미만보다 역할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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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특성 구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M±SD t or F(p) M±SD M±SD M±SD M±SD 

성별 
남성 7.20±1.55 

-2.25(.007) 
3.39±0.40 

1.04(.310) 
3.45±0.64 

0.89(.348) 
여성 7.78±0.70 3.64±0.36 3.59±0.56 

결혼여부 
미혼 7.70±0.89 

-1.03(.039) 
3.63±0.38 

0.13(.414) 
3.49±0.53 

-3.26(.363) 
기혼 7.87±0.34 3.62±0.33 3.86±0.58 

최종학력 
대졸 7.75±0.83 

0.34(.977) 
3.62±0.37 

-0.67(.434) 
3.54±0.57 

-2.10(.140) 
대학원 이상 7.67±0.50 3.69±0.33 3.90±0.42 

종교 
없음 7.55±1.04 

-2.01(<.001) 
3.55±0.38 

-1.78(.307) 
3.52±0.54 

-0.90(.627) 
있음 7.84±0.62 3.67±0.35 3.61±0.58 

근무부서 
내과계 7.59±1.03 

-2.38(<.001) 
3.44±0.33 

-7.38(.086) 
3.53±0.74 

-0.99(<.001) 
비 내과계 7.91±0.28 3.85±0.27 3.63±0.21 

근무경력 

1 년 미만 a 7.94±0.25 

0.70(.594) 

3.38±0.39 

2.49(.047) 

2.91±0.52 

17.02(<.001) 

1 년 이상 3 년 미만 b 7.71±0.79 3.63±0.36 3.47±0.33 

3 년 이상 5 년 미만 c 7.58±1.25 3.63±0.38 3.48±0.49 

5 년 이상 10 년 미만 d 7.79±0.41 3.66±0.34 3.88±0.47 

10 년 이상 e 7.84±0.37 3.75±0.30 4.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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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특성 구분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M±SD t or F(p) M±SD M±SD M±SD M±SD 

성별 
남성 4.87±0.49 

0.17(.683) 
3.57±0.16 

0.18(.672) 
4.11±0.65 

1.48(.142) 
여성 4.80±0.40 3.58±0.15 3.70±0.86 

결혼여부 
미혼 4.76±0.40 

-2.96(.326) 
3.59±0.14 

1.22(.133) 
3.58±0.83 

-3.89(<.001) 
기혼 4.99±0.36 3.55±0.17 4.23±0.75 

최종학력 
대졸 4.81±0.41 

-0.36(.570) 
3.58±0.14 

0.07(.311) 
3.71±0.85 

-0.72(.591) 
대학원 이상 4.85±0.36 3.59±0.19 3.90±0.92 

종교 
없음 4.71±0.41 

-2.12(.406) 
3.53±0.17 

-1.27(.070) 
3.56±0.87 

-1.64(.571) 
있음 4.86±0.40 3.60±0.13 3.82±0.83 

근무부서 
내과계 4.97±0.37 

5.45(.550) 
3.58±0.18 

-0.64(<.001) 
4.12±0.67 

6.68(<.001) 
비 내과계 4.62±0.36 3.59±0.09 3.26±0.81 

근무경력 

1 년 미만 a 4.85±0.44 

0.79(.536) 

3.63±0.12 

0.50(.735) 

3.18±0.56 

12.971(<.001) 

(a,b,c,d<e) 

1 년 이상 3 년 미만 b 4.76±0.39 3.57±0.14 3.55±0.83 

3 년 이상 5 년 미만 c 4.75±0.41 3.59±0.15 3.85±0.80 

5 년 이상 10 년 미만 d 4.91±0.46 3.57±0.17 3.86±0.91 

10 년 이상 e 4.82±0.32 3.58±0.16 4.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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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과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역할인식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40, 

p<.001)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자기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6, 

p=.002),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42,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30,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 p<.001)가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9, p=.001)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69, p<.001) 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21, p=.016)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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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12(.166) 1     

자기효능감 -.01(.884) .26(.002) 1    

도덕적 민감성 .17(.053) .42(<.001) .07(.441) 1   

생명의료윤리의식 .40(<.001) .30(<.001) .01(.263) -.14(.117)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15(.086) -.35(<.001) .29(.001) .69(<.001) -.21(.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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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결혼여부,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회귀 모델에 

포함하였다. 이 중 근무경력은 개월 수로 변경하였고, 근무부서와 결혼유무는 더미변수화 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 전 Durbin-Watson test 를 이용해 잔차 분석 결과 1.63 으로 2 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잔차의 산점도 확인 결과 산점도가 특이 형태를 

띠지 않아 등분산성과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잔차의 정규성은 정규 P-P 곡선을 통해 확인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 

영향 요인으로 근무부서(β=.29, p<.001), 자기 효능감(β=.23, p<.001), 도덕적 민감성(β=.51, 

p<.001), 생명의료윤리의식(β=-.14, p<.011)이 채택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외되었다. 채택된 

변수들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의 63.8%를 설명하였으며,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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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VIF)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상수 -.24 1.40  -.17 .865  

결혼여부 

(1=기혼) 
0.11 0.14 .05 0.77 .444 1.62 

근무부서 

(1=내과계) 
0.50 0.12 .29 4.34 <.001 1.61 

근무경력 0.02 0.02 .09 1.23 .222 2.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0.02 0.17 -.01 -.12 .91 1.89 

자기 효능감 0.35 0.10 .23 3.54 <.001 1.49 

도덕적 민감성 1.07 0.13 .51 7.99 <.001 1.42 

생명의료윤리 

의식 
-0.80 0.33 -.14 -2.43 .016 1.14 

R= .799, adjusted R²= .638 

F = 32.01 p= <.001, Durbin-Watson = 1.63 



 

- 28 - 

 

Ⅴ. 논의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역할 인식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의 평균은 9 점 만점에 7.74 점이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선기(12)의 연구에서 평균 5.19 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선엽(64)의 연구 평균 7.74 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난순(53)의 연구에서 평균 5 점보다 높았다. 구체적인 하위요인에서 ‘환자는 

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정답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연명의료중단태도 영향요인을 연구한 최선엽(64)의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 문항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63.4%)’와 차이가 있다.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언제나 변경과 폐지가 가능하다(93.3%)’로 최선엽(64)의 연구에서 ‘모른다’ 고 

답한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연명 

치료결정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 후 제도를 시행한 2018 년 2 월부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인하여 중환자실 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육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로 인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5 점 만점에 3.63 점이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선엽(64)의 연구 평균 3.11 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숙남(18)의 

연구 평균 3.2 점보다 높았다. 이는 중환자실 내에서 대부분의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승압제 투여)가 시행되고(96), 근무환경 내 연명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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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이 고통받으며 그들 스스로의 존엄성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를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77) 

연명치료중단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57 점이었다. 이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상민(5)의 연구와 평균 3.56 점으로 유사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미영(42)의 연구에서 평균 3.22 점,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고유경(4)의 연구에서 

평균 3.41 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에 유의하였던 근무부서와 관련 

있다. 윤미영(42)의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비율이 41.1%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54.8%로 높았다. 내과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명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간호의 빈도와 간호업무의 자율성이 높아(4)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스스로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들을 피하지 않고 숙달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여 간호활동 정도가 

향상되어졌다고 고려된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의 평균은 7 점 만점에 4.81 점이었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옥현(21)의 연구에서 평균 4.70 점,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utzen(84)의 연구에서 평균 

4.70 점 보다 높았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문제를 자주 경험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대한 도덕적 고뇌가 많고, 그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21).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평균은 4 점 만점에 3.58 점이었다. 이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미옥(54)의 연구 평균 2.89 점,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옥현(21)의 

연구에서 평균 2.21 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사회 윤리 문제로 

여겨지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평균은 5 점 만점에 

3.7 점이었다. 이는 2019 년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정임(41)의 연구에서 평균 3.83 점, 

2016 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정(46)의 연구에서 평균 3.93 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명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2018 년 2 월 이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역할인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교육, 홍보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환자실의 간호사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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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인식은 낮은 역할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결혼여부, 근무부서, 근무경력이 있었다.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은 3.58 점, 기혼은 

4.23 점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더 높은 역할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정(4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이는 기혼의 경우 미혼인 

대상자보다 근무경력이 많아 근무 경험이 쌓이면서 업무에 대한 판단능력과 함께 역할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부서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 4.12 점, 비내과계의 평균 3.26 점으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점수가 높았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정(46)의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 4.03 점, 

비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평균 3.91 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이는 비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 없이 수술이나 시술로 인하여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고, 말기 상태의 환자의 빈도가 높아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의 정서적 교류의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38). 본 연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하위문항인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에서 내과계 5 점 만점에 4.34 점, 비내과계 

2.87 점이고,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한다’에서 

내과계 5 점 만점에 3.93 점, 비내과계 2.16 점이고,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한다’에서 내과계 4.23 점, 비내과계 2.93 점이었다. 이는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재원기간의 증가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설명, 상담자의 역할을 시행하면서 

역할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기저질환 없는 

환자가 시술, 수술로 인해 상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시행하므로(38) 

역할인식에 대한 점수가 내과계에 비하여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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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은 본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10 년 이상이 10 년 미만보다 역할인식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 역할인식 및 간호스트레스를 보는 

이수정(46)의 연구에서 임상간호경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경력이 60 개월 이하의 

집단보다 120 개월 이상의 집단이 높게 나타난 부분과도 유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역할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직무에 능숙해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효능감(73)과 도덕적 

민감성(59)이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직무 만족도 등 병원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권리를 더 준수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85),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48)와 생명의료윤리의식(7,18)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낮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죽음을 접하면서, 연명치료중단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환자를 죽게 

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좌절감 등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32,88)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안락사와 신생아 생명권, 임신중절 

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므로(6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인식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역할수행은 

직무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32). 그러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체계화된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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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다면, 중환자실 간호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무부서,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이었다. 이들 변수는 63.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근무부서가 내과계 중환자실 일수록, 자기 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덕적 민감성, 근무부서, 자기 효능 

감, 생명의료윤리 의식 순이었다. 

 첫번째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갈등을 인식하고,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환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 결과로 초래될 수 있도록 파악하는 능력으로(8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매우 중요하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와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4)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아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복합적인 의료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직업적인 갈등과 도덕적 책임성에 

대한 갈등, 윤리적인 문제를 일반 병동보다 자주 경험하여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 고뇌가 

늘어나게 된다(21). 환자의 임종과 관련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옹호적 지지와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59).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적 민감성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59)에서 윤리교육 

경험 횟수와 공감능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함께 반복적인 윤리교육으로 인해 도덕적 

민감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21)에 근거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두번째는 근무부서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할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 내과계의 역할인식 평균은 5 점 만점에 4.12 점, 

비내과계의 평균은 3.26 점으로 내과계 중환자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점수가 높았다. 비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 없이 수술이나 시술로 인하여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내과계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고, 말기 상태의 환자의 

빈도가 높아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호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의 정서적 교류의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38). 본 연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 하위문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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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 에서 내과계 중환자실은 5 점 

만점에 평균 4.34 점, 비내과계 중환자실은 평균 2.87 점이고,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한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은 5 점 만점에 평균 3.93 점, 

비내과계 평균 2.16 점,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한다’에서 내과계 4.23 점, 

비내과계 2.93 점이었다. 이는 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재원기간의 증가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설명, 상담자의 역할을 시행하면서 역할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내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기저질환 없는 환자가 시술, 수술로 인해 상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시행하므로(38) 역할인식에 대한 점수가 

내과계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명치료에 대한 중환자의 역할인식에 

대한 교육 시행 시 교육 내용에 내과계 환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가능여부에 대한 각자의 판단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60),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숙달하여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55)에서 자기 효능감이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과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본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업무들을 피하지 않고 수행하도록 하게해 간호활동 

정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자기 효능감의 도구 문항 중’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역문항)’ 과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역문항)’에 대한 문항의 평균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중환자실 내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행위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그에 따라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다른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된다. 자기 효능감은 교육 및 자기개발을 통하여 증진할 수 

있으므로(60),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위한 교육에 자기 효능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생명윤리의식에 의료적 판단을 더해 건강과 관련된 맥락 속에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도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8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생명의료윤리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사라는 이타적인 직업의 특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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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과 삶의 질과 관련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사이에서 끊임없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생각된다(38). 본 연구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선행연구(9, 50)에 비해 

높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찬성에 대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부서의 비율이 내과계 54.8%와 비 내과계 45.2%로 비슷한 상황에서 비 내과계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이나 지지를 하는 역할인식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내과계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도 연명치료중단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확립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지향하는 바가 다름을 인지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초점이 아닌 

‘연명치료중단과정의 환자의 안위’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된 연구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상담자의 역할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목적인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옹호자와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의 정립이 중요하다.  

연명치료중단 과정의 환자와 보호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도덕적 

민감성, 자기 효능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관련하여 의료진들에게 윤리적 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환자 및 보호자와의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역할인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말기치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포함시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기에 매년 시행하는 간호사 

보수교육에 도덕적 민감성, 자기 효능감,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여 본다.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9 점 만점에 평균 7.74 점으로 높았지만, 지식의 정도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 사용 시 연명의료결정법 이전의 도구가 아닌 법 제정 

이후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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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의 1 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설문지의 분량으로 인한 기입의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추 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인의 입장에 관계없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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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울산에 소재한 U 대학병원 간호사 135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을수록 역할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 근무부서, 도덕적 민감성, 자기효능감,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 임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내과 계에 근무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낮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시행 후 시도된 연구로서, 근무 현장에서 연명의료 

환자를 가까이에서 간호하며 과도기적 상황에 많은 제한점을 느끼고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간호의 질 향상과 지침 마련 그리고 교육개발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추 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 마련, 

그리고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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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간호의 실무적 측면 

 

간호 현장에서 연명치료 결정 과정의 환자를 돌봄에 있어 프로토콜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관한 간호사들의 

인식, 태도를 조사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시행하여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2)간호의 연구적 측면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 후 여러 병원,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수를 늘려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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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총 근무경력 ________년 ________개월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 

 

4. 귀하의 학력은? 

① 전문학사 ② 학사 ③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근무하는 부서의 계열은? 

① 내과계 ② 외과계 ③ 그 외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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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self-effectiveness, moral sensitivity, and awareness of 

life-sustaining ethics, and to understand the role of nurses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20 to November 22, 2020 and was 

conducted on 135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working at the University Hospital in U.S. 

City. Data were described in terms of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using SPSS Statistics 24.0 for Windows, and then compared using t-tests and analyses of 

variance (using Scheffé’s test for the post-hoc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between the main study variabl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role 

perception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examined using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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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 total of 135 people were eligible, 92.6 percent of whom were women. The number of 

unmarried people was 77%, and the final academic record was 93.1%. Religion was 63.2% and 

54.8% worked in intensive care units in internal medicine, with an average working experience 

of 4.86±4.17 years.  

 

 2. Subjects' knowledge of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averaged 7.74±0.80 out of 

9 points, attitude toward end-of-life treatment 3.63±0.36 out of 5 points, self-effectiveness 

3.57±0.56 out of 5 points, and moral sensitivity 4.51±0.4 out of 7 points, average.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role in the interruption was high, with an average score of 3.73±0.86 

out of 5. 

 

3. The subject's self-efficiency (r=.29, p=.001), Moral Sensitivity (r=.69,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 of correlation in the role recognition of a nurse's role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35, p<.001), Consciousness of Bioethics (r=-.21, p=.016) is a nurse's role in is 

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of notes 

in the expression.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for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e 

Department of Work (fi=.29, p<.001), Self-Efficiency (fi=.23, p<.001), moral sensitivity (fi=.51, 

p<.001), Consciousness of Bioethics (fi=-.14, p<.011)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final model of this study described 63.8 percent of nurses' role in discontinu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F=32.01, p<.001). 

 

 In sum, the study found that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s positive to self-effectiveness, moral sensitivity, and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ving ethics, and self-effectiveness, moral sensitivity, and life-saving ethic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ole recogni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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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care nurses through education and mediation programs based on work departments, 

self-efficiency, moral sensitivity, and awareness of life-saving ethics.   

   

Furthermore, based on the role recognition of nurses in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suggested the need to develop guidelines so that they can perform the role of 

intensive care nurses in the event of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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