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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process and barriers of end-of-life nursing practice 
for older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by exploring nursing experts’ actual experiences. Method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9 nurses in 3 different long-term care hospitals from April 
to May, 2019.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Five themes and 14 sub-themes emerged for nurses’ perception regarding end-of-life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whereas three themes and 10 sub-themes emerged for the barriers of end-of-life 
nursing pract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d-of-life nursing practice is currently considered an additional area 
beyond nurses’ existing work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 area of performance is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physical care. The care is especially lacking in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s. Moreover, aspects of practice 
vary by institutions, day or night shifts and individuals. Various factors that hinder nurses’ performances of end-of-life 
care are identified in the areas such as ignoring patients’ dignity, an underdeveloped system and lack of supportive 
environment.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standardized protocols for end-of-life 
nursing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those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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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전 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던 60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그 비율이 배로 늘어 전 인구의 22%에 다다를 것

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거주 시설과 요양 시설 또

한 급증할 것[1]이라는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약 542만 명에서 2019년 약 781만 명

으로, 65세 이상 노인 입원 환자의 수는 2013년 약 148만 명에

서 2018년 약 200만 명으로 증가하 다[2]. 요양병원은 질환

에 의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배변 장애가 있는 노인 

환자를 위해 장기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기관이다

[3]. 요양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 800개 원에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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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544개 원으로 8년 사이 93%가 증가하 고, 요양병원 입

원 환자의 수도 2014년 531,113명에서 2016년 621,809명으로 

2년 사이 17%가 증가하 다[4].

임종의 장소도 변화하고 있는데, 총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

서의 사망자 비율은 2000년 35.9%에서 2019년 77.1%까지 

상승하 으나 가정에서의 사망자 비율은 2000년 53.3%에서 

2019년 13.8%까지 감소하 다[5].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으로 

인한 퇴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환자

의 사망으로 인한 퇴원 1,000명 중 425명이 요양병원, 90명이 

종합병원, 80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조사되어[6]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임종과 관련성이 많았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 환자 수의 증가, 의료기관에서 임종

을 맞는 노인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 환자들과 관련된 다

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는 호스피스 병원의 창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존엄사 법률의 개정 등의 행보를 보이고 2016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나 2021년 

기준 12개의 요양병원만이 이에 참여하고 있어[7] 극히 적은 

비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요양병원에서의 

임종실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8] 2021년 7월

까지 법제화된 바는 없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요양병원과 입

원 환자에 비해 요양병원에 관한 정책은 아직 환자들의 심각

한 상태를 반 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9]. 

미국간호사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

는 임종간호를 ‘삶의 종말에 다다른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

해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보살핌’으로 정의하고[10], 좋은 죽

음에 관한 관심과 임종의 무대로서의 병원, 그리고 그 안에서

의 간호사의 역할에 주목하여 호스피스 ․ 완화간호를 간호학

과 학부생들의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다[10]. 반면 우

리나라는 임종간호를 아직 선택 교과목으로 운 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나 간호사 국가고

시 출제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학부 내 교육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1]. 최근 한 연구[12]에

서는 요양병원이 노인 임종과 깊이 관련된 장소임에도 간호사

는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환자의 임종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간호사들은 

임종 상황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

적으로 임종간호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 다. 또한, 우리나라 

요양병원 임종간호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사회 ․ 문화적 변화

를 반 한 우리나라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임종간호 체계의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보수교육 제도의 시급성을 

언급하 다[12,13].

그간 행해진 요양병원에서의 환자의 임종과 관련된 국내외 

질적연구로는 환자의 죽음을 겪은 간호사의 감정과 회복에 관

한 연구[12], 임종간호 경험과 성찰에 관한 연구[13], 임종간호 

시의 태도,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14], 환자와 보호자

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의 의미에 관한 연구[15], 

임종 상황에서의 불확실성과 임종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16]가 있다. 노인 환자의 증가와 요양병원의 증

가, 노인 환자 임종 장소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인 현상이지만 그에 대한 정책적 ․ 교육적 개선은 미진하다. 개

선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확인되나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서 노인 환자를 위한 임종간호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뤄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고쳐져야 하는지 보고된 바 없기

에 그 점을 명료하게 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환자 임종간호 과정

의 실태와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장애 요인을 보고하고 그들의 

경험과 의견으로부터 깊이를 더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적이 종래 보고된 바 없다는 점, 토론을 통해 실무수행의 과정

과 성질, 이유를 동시에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 형식에 제한

되지 않고 폭넓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연구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본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의 임종이 가장 빈번한 요

양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임종간호 실무가 실제 

어떠한지, 또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고 생각한 현실

적인 장애 요인을 가감 없이 제시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요양병

원 임종간호의 개선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체계 구

축과 교육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

험한 노인 환자 대상 임종간호 실무가 어떠한지 그 과정과 과

정에서의 장애 요소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노인 환자를 대상

으로 수행하는 임종간호 실무의 과정과 장애 요인을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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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내용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편의추출한 200병상 이상의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병원 세 곳

에 연구참여자 모집 공문을 전달하 고, 각 병원당 세 명씩 총 

9명을 모집하 다. 세 병원은 각각 203병상, 321병상, 356병상

이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는 각각 8.1명, 4.9명, 5.2명

이었다. 그룹 구성과 관련하여, 포커스 그룹 모델에서 전문성

을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수의 그룹을 형성할 

것을 권장했다는 점[17], 8명에서 12명 정도의 집단이 적합하

며 이보다 적으면 한두 명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고 

많으면 운 이 어렵고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기가 곤란

하다는 점[18]에 의거하여 9명의 참여자를 모집하 다. 참여

자는 총 세 곳의 기관을 통해 모집되었는데, 이는 기관에 따라 

실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기 때문이며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독특한 특성의 한 집단만을 이용할 경우 편

향된 결과를 도출할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19]에 근거하 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2) 현재 요양병

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 3)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환자 임종간

호 실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4) 현직을 포함하여 간호사로 일

한 전체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자이며, 사무직 전담 등 실무 현장에서 근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여자에서 제외하 다.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종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요구한 이유는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

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한 Benner의 연구[20]에 근거하 다. 연

구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연구참여자 모집 시, 

연구참여 기관의 원장 또는 간호부장에게 구두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모집공고문 배포에 대한 허가를 받았

다. 연구참여를 위한 사전준비자료를 직접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내고 이에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 그 사본을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하 다.

3. 자료수집

질적연구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를 연구할 때, 연구의 결과에 참여자들이 말하는 정황이 

제시되어 결과의 깊이를 더하고자 할 때,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최적의 연구방식이다[19].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그룹의 

숫자는 유동적일 수 있으며[21], 다양한 생각을 모으는 것에는 

큰 그룹이 적합하나 다소 복잡하거나 민감한 주제의 경우 작

은 그룹이 유리하다는 점[18,19], 세부적인 이야기나 개인적

인 생각을 듣는 것이 목적일 때, 주제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작은 그룹을 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점[18,19]에 근거하여 

실무에 대한 인식과 실무의 과정을 다루는 1차 모임의 경우 전

체 그룹으로 진행하여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상하 고, 타 기관의 참여자 앞에서 열린 토론을 하기에 다

소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 장애 요인에 대한 2차 모임은 3인으

로 이루어진 기관별 집단 소모임을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

하는 것으로 구상하 다. 

모든 인터뷰의 진행과 현장 노트의 작성, 전사, 보강 인터뷰

의 진행은 총 임상경력 4년, 요양병원 임상경력 3년으로 20건 

이상의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

동연구자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공동연구자는 실무를 통해 

요양병원 임종간호 체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실감하 으나 

적절한 교육 또는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실무의 지침이 부족함

을 느꼈다.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느꼈고 동료 간호

사들도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하 으나 개선되는 부분 없

이 해당 현상은 반복되었다. 이에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

호 과정이 실제 어떠하며 실무자들은 무엇을 장애 요인으로 인

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공동연구자는 대

학원 과정에서 질적간호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며 기본적인 지

식을 갖추었고, 지속적으로 질적연구에 대한 서적과 논문을 읽

으며 연구 준비를 하 다. 연구 과정에서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

한 지도교수에게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받

으며 연구를 진행하 고, 연구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주

제에 대한 본인의 가정과 편견을 자각하고 현장 노트를 기록하

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다. 책임연구자

는 노인간호 관련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인터뷰 시행 전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인터뷰에서 사용될 질

문을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 다. 1차 인터뷰는 실무의 과정을 

중심적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기관별 실무의 차이가 어떠한

지를 포함한다. 예상 질문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임종간호의 

과정 중 완화 간호, 사체 관리, 사별 지지가 실무에서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임종간호 대상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이 어떠

한지, 간호사의 임종간호 경험과 그로 인한 실무의 차이에 대

해 듣는 것을 전제로 한 포괄적이고 열린 질문을 구성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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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자 하

다. 2차 인터뷰는 소그룹 별로 실무의 장애 요인에 대해 다각

적으로 질문하여 최대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

다. 모든 질문은 대상자들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질

문으로 편성되었으며 회당 예상 소요시간 120분 정도를 감안

하여 질문지를 작성하고 인터뷰에 사용했다. 참가자들에게 

미리 보낼 예상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 [18]의 질문방식

에 따라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

지 종류로 세분화했다. 주요질문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요양

병원에서 노인 환자에 대한 임종간호 실무는 어떠합니까?”이

며 1차 인터뷰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요양병원에서 임종간호 실무의 과정

과 내용은 어떠합니까? 

 귀하가 근무하시는 요양병원에서 임종간호 제공을 위한 

노인 환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차 인터뷰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 환자 임종간호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문제

점이라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4월 10일 이루어졌다. 2

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9일 사이 기

관별로 한 회씩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각 인터뷰 당 120분에서 15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인터뷰

의 언어적 ․ 비언어적 내용이 기록된 전사본과 연구자가 인터

뷰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현장 노트이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

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대여 세미나실을 섭외

하여 진행하 다. 참가자들이 질문과 관련된 생각을 미리 해

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인터뷰 일주일 전 이메

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질문지를 전달했다. 

모임 당일 한 시간 먼저 도착하여 자리를 배치하고 각 참여

자의 자리 앞에 명패를 준비하여 서로 알아보기 쉽게 하 으

며, 간단한 다과와 음료를 준비하고 남는 시간 동안 질문을 점

검하며 인터뷰를 준비했다. 참가자 전원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위치에 녹음기를 배치하고 인터뷰 전 녹음 성능을 점

검했다. 모임 당일 연구자는 직접 진행자로 참여하여 참가자

들에게 진행자 역할의 연구자를 소개했다. 인터뷰의 목적, 진

행 과정, 주요질문, 그리고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고, 참여자 간의 선입견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각자 근무하

는 기관명이나 경력 연차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을 부탁했

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서명된 동의서의 

사본과 연구 설명서를 각 참여자에게 전달했다. 인터뷰를 통

해 산출된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쓰일 것이며 익명이 보장

됨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녹음을 시작했다. 

연구자는 인터뷰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인터뷰의 

참여자들이 전체적인 시점에서 논의하고 편중된 문제만을 다

루지 않도록 진행했다. 연구자는 중요한 내용은 따로 현장 노

트에 표기하고 참여자에게 확인하 다. 주요 질문이 끝난 후 

인터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확인하고 인터뷰 과정 중 

추가해야 할 주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인터뷰의 질문에 대해 

더는 새로운 주제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에 자료의 수집을 

종료하 다. 

상기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억이 생생한 인터뷰 직

후에 작업할 수 있는 장소로 바로 이동해 전사(transcript)했

으며 전사는 인터뷰가 있었던 날을 포함하여 이틀 이내 완료

되었다.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

용이 전사되었으며, 참여자의 대화 내용을 전사할 때는 오디

오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 다. 이후 전사 과정 

중 부족한 점이나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보

강 인터뷰를 진행했다. 총 전사된 분량은 A4용지 123쪽 가량

의 38,117 단어 다. 

4. 자료분석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되었

다. 전사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읽어 참여자들

의 발언을 이해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

매한 부분은 참여자에게 따로 연락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

다. 질적연구에서의 내용분석에 대해 Elo와 Kyngäs [22]는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제일 경우 귀납적 내용

분석을, 종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사전지식이 충분한 분야

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연역적 내용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된 연구가 없었으므로 귀납적 접근방식

을 사용하 다. 귀납적 접근방식의 3단계에 따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에서 나온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내용들을 공동연구자 1인이 분석

하여 개방 코딩(open coding)한 후 책임연구자 1인의 검토를 

거쳤다. 하위 주제를 뽑아내고 비슷한 주제들을 묶어 범주

(category)를 형성하 으며, 형성된 범주를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로 분류(abstraction)하는 분석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

하 다. 단계별로 분석된 결과를 노인 간호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보이고 자문을 얻어 수정 ․ 보완하 다. 



Vol. 23 No. 3, 2021 315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실무 과정과 장애 요인을 중심으로

5.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23]의 질

적연구 평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적용 가능성(transfer-

ability), 확실성(dependability) 및 확인 가능성(confirm-

ability)을 고려하 다.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신뢰

성을 위해 특정 의견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은 최대한 배제하

고 면담 내용은 반복해 들으며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참여자들

과 다시 확인해 봄으로써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을 

하 다.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적용 가능성을 위해서 실제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연구결과에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도록(thick description) 노력하 고 

여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을 대상으로 연구결

과를 확인하 으며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용의 타당함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동의했다. 신뢰도에 해

당하는 확실성을 위해 수집 과정에서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

지 반복적으로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를 시간 간격을 두고 여

러 차례 수정하 으며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평가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에 해당하는 확인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인터뷰 직후 연구자의 가정이나 선입견을 명확히 하고 편

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 현장 노트를 통해 전 과정을 추적하는 

노력을 하 으며 연구의 과정 및 매 인터뷰 과정에 대해 최대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 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하고 연구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KUIRB-2019-0084-01). 

연구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만 모집하 으며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지급될 소정의 사례를 사전에 고

지하 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중단에 대한 불이익 없이 언제든

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이 설명되었으며 중단한 경우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연구 동의서 작성, 인터뷰 시 녹취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윤리

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기관

명은 기호화해 따로 표기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 으며,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 이외에는 연구대상자의 신분

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 다. 모든 정보는 엄격히 관리할 것이

며 자료분석과 보고 이후 폐기할 것임이 설명되었다.

연 구 결 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여성 7명, 남성 2명

으로 구성되었다. 평균연령은 41.44±10.40세 으며, 최종학

력의 경우 3년제 졸업이 3명, 4년제 졸업이 6명이었다. 참여자

의 직위는 일반간호사 5명, 책임간호사 2명, 수간호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경력은 평균 12.74±8.46년이었으며, 그중 요양

병원 경력의 평균은 5.43±4.10년이었다. 환자 임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적 있는 참여자가 3명이었

으며, 그들의 평균 수강시간은 6.67±2.31시간이었다(Table 1). 

2.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의 과정

인터뷰 분석결과 간호사가 경험하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의 과정 역에서 5개 주제와 이하 14개 하위주

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도출된 주제는 1) ‘임종간호 대상

에 대한 제각각의 인식’, 2) ‘환자에게 다가온 죽음을 인지’, 3) 

‘임박한 죽음 앞 상황적 대처’, 4) ‘다양한 수준의 사망 후 업

무’, 5) ‘세심한 보고와 기록’이다. 각 주제와 하위주제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간호 대상에 대한 제각각의 인식

참여자들에게 임종간호 적용의 기준에 대해, 즉 평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간호를 시작하는지 물었고 참여자들은 

임종간호의 적용 대상의 기준에 대해 제각각의 관점으로 인식

하여 접근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좁게는 ‘죽음이 임박한 자’

에서부터 ‘의사의 가망 없음 선고를 받은 자’, ‘DNR (Do Not 

Resuscitate)에 서명한 환자’, 가장 넓게는 ‘요양병원에 입원

한 모든 환자’로 다양했음을 확인하 고 이를 하위주제로 도

출하 다. 

바이탈이 떨어지거나 에스피오투가 떨어져가지고 진

짜 이제 돌아가실 거 같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임종간호

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 G)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의미 없다고 확

실한 선고를 듣거나, 몇 개월 남았다든지 이런 말씀을 듣

고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구요.(참여자 I)

주치의가 디엔알을 권유하고, 보호자가 디엔알에 싸인

하는 순간부터가 임종간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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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2 (22.2)
7 (77.8)

Age (year) 41.44±10.40

Education 3-year RN
4-year RN-BSN

3 (33.3)
6 (66.7)

Job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5 (55.6)
2 (22.2)
2 (22.2)

Clinical careers (year) 12.74±8.46

Clinical care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year) 5.43±4.10

Experience in education related to end-of-life care Yes
No

3 (33.3)
6 (66.7)

Education related to end-of-life care (hour) 6.67±2.31

RN=Registered nurse;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Table 2. The Process of End-of-Life Nursing Practice for Elderly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mes Sub-themes

Respective perceptions of care subjects ․ Who is about to pass away

․ Who has been declared hopeless by a doctor

․ Who has signed on DNR order

․ All patient admitted to long-term care hospitals

Predictions of death ․ Patients who show definite changes

․ Perception by experience

․ Recognition via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nurses

Situational response before imminent death ․ Decisions on where to go

․ Intensive monitoring and physical care

Work after decease at various levels ․ Overall post-treatment

․ Selective post-treatment

Scrupulous reports and records ․ Provide information to the caregivers

․ Report to the doctor

․ Frequent and specific record of nursing chart

DNR=Do not resuscitate.

(참여자 H)

딱히 임종간호 범위가 어디에서부터라고 생각하기보

다는 입원을 해서 처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임종간호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일괄적으로, 보편적

으로 임종간호다 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E)

2) 환자에게 다가온 죽음을 인지 

임종간호의 시작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달리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대상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음을 예견하게 되는 순간

이 있음을 지적하 다.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기에 앞서 

‘확연한 변화를 보이는 환자’에게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아

내거나, ‘경험에 의한 인식’을 통해 작은 변화에도 민감히 반응

하여 다가온 죽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계 등 

타 간호사와의 정보교환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다가온 죽음을 

인지하게 되는 ‘간호사 간 정보의 공유를 통한 인지’의 경우도 

있었다. 

일단은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평소에는 아이컨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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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대답도 잘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아이컨택도 안 되고, 일단 활력 징후가 확 급격하게 변화

가 오고, 산소포화도 수치도 네, 구십 프로 이하로 떨어지

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참여자 A)

그냥 오래 일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금방 가

겠구나… 그런. 근데 막 끝까지 바이탈도 정상이요, 혈압

도 에스피오투도 다 노말인데, 그 얼마 안 남았겠구나 느

낌이 드는 환자들이 있잖아요.(참여자 G)

인계하다 보면, 연차수가 좀 높으신 선생님분들이랑 

인계를 하다 보면, 아,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거 같다, 이렇

게 말씀하시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더라고요.(참

여자 I)

3) 임박한 죽음 앞 상황적 대처

상기의 판단 과정을 거쳐 특정 환자의 죽음이 다가왔음이 

예견된 이후 참여자들은 환자가 보이는 신체적 상태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환자의 신체적인 상황과 DNR 서명 여부, 기관

의 시설적 여건, 기관 내규,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동의 등 복합

적 요인에 따라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결정 결과에 따

라 타 병동 또는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특히, 현 위치

에서 임종을 맞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집중적 감시와 

신체 간호’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DNR (Do Not Resuscitation)이 있다는 조건에서 병

동은 거기까지만 하고 아이씨유로 내려가구요. 디엔알이 

없을 경우에는 상급병원에서.(참여자 G)

그리고 어떤 임종 단계니까 그때는 심전도, EKG (Elec-

trocardiogram) 모니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바이탈이

라든가 활력징후라든가 산소 수치 확인하는 정도 하고 있

습니다. (중략) 오더에 따라서. 인테이크 아웃풋 체크도 

같이 하면서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유치도뇨관 삽입하면서 

유치도뇨관 관리도 해주고.(참여자 A)

4) 다양한 수준의 사망 후 업무

참여자들은 환자의 사망 이후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나 지침

에 따라 유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내규 또

는 개인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추후 업무를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 하여 ‘전반적 사후 처치’, ‘선

택적 사후 처치’의 2개 하위주제를 도출하 다. ‘전반적 사후 

처치’의 경우 시신에 대한 처치, 유가족에게 다음 과정 안내, 

관련 종교인과 연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택적 사후 

처치’의 경우 ‘전반적 사후 처치’ 중 일부만 행해지거나 모두 

행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사망한 환자는 장례식

장으로 이관된다. 

사후 처치를 다 합니다. 환의도 다 갈아입혀 주고, 사후 

에 입에 토물 같은 거 나오지 않게 거즈도 다 물려 주고요. 

그 다음에 IV (Intravenous) 사이트나 모니터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분비물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거즈 다 덮어주고. (중략) 또 중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을 불러드린다든가, 아니면 종교적

인,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참여자 C)

임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서

는 개인실도 제공하고, 이불도 갈고 뭐, 평상복도 입히

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간호의 하위범

주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엄청 지저분하거나, 그

래야지 뭐 가는 정도예요. 환의복 같은 걸….(참여자 I)

5) 세심한 보고와 기록

임종간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이 입원하면서부터 퇴원하기

까지, 간호사는 지속해서 보호자 및 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해

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적인 간호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자세해지고 빈도가 잦아질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보다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보호자에게 정보 제공’과 ‘의사에게 보고’, 또한 의료진 

간 의미 있는 의사소통행위인 ‘구체적이고 빈번한 간호기록의 

작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3개의 하위주제로 도출하 다. 

보호자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상태를 설명드리고, 

노인은 갑자기 서든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이 있음을 설명을 해 드리고, 연락을 꼭 받아야 된다고 설

명을 해드리고….(참여자 D) 

저희도 그 환자 상태가 바이탈이 불안정할 때, 자주 주

치의한테 보고하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드리는데, 보호

자가 만약 주치의랑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케어가 

필요한지 그거를 결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간

호를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F)

이때부터 차팅을 전 구체적으로 더 늘어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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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rriers of End-of-Life Nursing Practice for Elderly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mes Sub-themes

Dignity of the patient, not the top priority ․ Patients' death treated as work

․ Unrespected opinion of the patient

Absence of standardized end-of-life care practices ․ Poor psychological ‧ spiritual nursing

․ Extreme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s

․ Differences in day and night staffing

․ Differences in personal capability

Absence of supportive environment ․ Nurses' low morale

․ Missing or insufficient facility

․ Lack of pain management means

․ Lack of human resources and vicious circle

예전 같으면 차팅은 잘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 이런 임종

간호가 임박하고 그럼 차팅을 오히려 더 신경 쓰게 되더

라구요.(참여자 I)

3.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의 장애 요인

인터뷰 분석결과 간호사가 경험하는 요양병원 임종간호 실

무의 장애 요인 역은 3개 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

었다(Table 3). 도출된 주제는 1) ‘최우선이 아닌 환자의 존엄

성’, 2) ‘표준화된 임종간호 실무의 부재’, 3) ‘지지적 환경의 부

재’이다. 각 주제와 하위주제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최우선이 아닌 환자의 존엄성

참여자들은 임상에서 환자의 임종 과정을 경험하면서 환자

의 존엄성이 최우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으

며, 환자의 죽음 또한 일의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인 ‘업무로 다

뤄지는 환자의 죽음’, 설령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시되지 않는 환자의 의견과 관련된 ‘존중되지 않는 환자의 의

견’의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 으므로 이를 하위주제로 도출

하 다. 

근데 현실적으로 치료진 입장에서는 임종 자체가 저한

테 업무니까는 그 사람의 어떤 앵자이어티를 지켜주거나 

보호자에게 또 임종을 교육시켜주는 거 보다는, 최대한 

빨리 이 임종간호를 끝내고 싶은 게 치료진의 입장이라

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처럼 잠재적인 정말 제가 살인자

인 느낌이 사실은 들더라구요.(참여자 D)

의식이 있어도 본인은 치료를 강력히 거부하는데, 보

호자는 치료를 강력히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합니

다. 아무래도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쪽을 생각하

다 보면, 보호자의 요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생

각하거든요. 이상적으로는 환자의 뜻대로 하고, 보호자

는 설득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일하

다 보면은, 음… 결과론적으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엔 문

제가 없는 쪽을 선택합니다.(참여자 I)

2) 표준화된 임종간호 실무의 부재

간호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수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각기임이 거론되었으며, 이는 환자의 가시적인 부분만

을 살피게 된다는 ‘부족한 심리적 ․ 적 간호’, 기관에 따라 제

공되는 돌봄의 차이가 크다는 ‘기관 간 극심한 차이’, 야간 인

력이 부족하기에 주간과 야간에 제공되는 돌봄의 차이와 관련

된 ‘주간과 야간 인력에 따른 차이’, 표준화된 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크게 두드러지는 ‘개인 역량에 따른 차이’의 4개 하위주

제를 도출하 다. 

네, 피지컬 쪽은 다 가능한 거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환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거나, 보호자의 어떤 것도… 

보호자에게 뭔가 대처를 한다던가, 뭔가 종교적인 지지해

주거나 불안을 경감시켜 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D)

근데 병원마다 되게 엄청 다른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달

라도 너무 다른데…. (중략) 그 전에는 이렇게 다른지는 

저는 몰라서, 저번에 다른 분이 종교인이랑 연결 시켜주… 

그때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병원이 있구나, 이렇

게.(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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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팔십 명, 이렇게 보는데 인력도 너무 없고, 나이

트 같은 경우엔 AN (Assited nurse) 한 명이랑 같이 하든

지 아니면 혼자 하든지 이런 식인데, 그런데 갑자기 서든

이 두 건이 터진다, 이러면 이게 막 스킵되는 부분이 생기

고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 D)

적극적이거나, 의사소통이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인 경

우에는 보호자의 관계도 라포가 형성이 잘 되면서 매끄럽

게 마무리를 잘 짓는 반면에, 소극적이거나 기본적인 업

무에만 업무 중심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그 처치나 그런 

간호 수행에 있어서 그런 것들만 위주로 하지, 이모셔날

(emotional) 서포트라든가 보호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거든요.(참여자 C)

3) 지지적 환경의 부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양병원의 지지적이지 못

한 환경이 최상의 임종간호를 제공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고 있

음을 지적하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간호사의 낮은 사기’, 임종실이나 개인실 같은 공간의 부족이

나 부적절한 시설 자원으로 인해 더 나은 임종간호 제공에 방

해가 된다는 ‘없거나 열악한 시설’, 진통제 같은 통증 관리 수

단의 부족으로 인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증 관리 수단의 부족’, 부족한 인적자원과 그에 맞춰진 행정

에 따른 문제와 연관된 ‘인적자원의 부족과 악순환’이 주된 부

분이었으므로 이를 4개의 하위주제로 도출하 다.

저도 제가 역량 좋은 간호사라는 건 아니지만, 리스팅 

한 게, 다 하고 있는 게 아닌 건 맞죠. 근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할려면 다 해요 이거를. 근데 내가 받는 

취급이, 내가 그 정도의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

고. 좀… 복합적인 거 같아요.(참여자 D)

그런 공간에서 임종을 한다는 것은 옆에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커튼 하나를 치고 임종을 맞게 한다는 거는 

그 임종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초라하고 정말… 또 저희는 엘레베이터가 두 대 있는데 

스트레쳐카가 한 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엘레

베이터를 잡으려면 또 8층까지 있으니까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시설적인 면에서도 

뭔가 되게… 이런 거 임종간호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G)

임종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 환자가. 저희 병동에도 

막 암 환잔데 보호자가 손을 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환자는 의식이 뚜렷하고, 근데… 진통제도 

마약성 진통제도 저희 병동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약물적인 것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뭔가 불안함을 잘 덜

어줄 수 있는 처치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환자

는 힘들어하고.(참여자 F)

안 그래도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순환이 빠르고 거

기서 손실되는 게 크잖아요. 교육 기껏 시켜놨더니 또 막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도 안 하게 되고. 요

양병원은 더 심하고, 나이트 같은 경우는 더 금방 두고.(참

여자 I)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에 있어

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실무의 과정은 5개 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로, 장애 요인은 3개 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로 도

출되었다. 첫 주제인 ‘임종간호 대상자에 대한 제각각의 인

식’을 보면 임상의 간호사들은 임종간호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합치되지 않은 모습을 보 다. 이는 ‘죽어가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국내외에 걸쳐 호

스피스(hospice), 완화의료(palliative care), 호스피스 완화

의료(hospice palliative care), 말기돌봄(terminal care), 임

종간호(end-of-life care)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강

조점이 조금씩 달라 혼란스럽고[11,24], 국내 말기 환자에 대한 

교육도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점[11]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임종간호 적용의 기준은 임종 대상자의 여생에 적용될 치료의 

목적과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24]. 향후 체

계 구축에 앞서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에게 다가온 죽음을 인지’ 주제와 관련하여 노인 환자

가 분명한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음에도 실무자들은 임박한 

죽음을 예측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간호사들이 경

험이 쌓임에 따라 직감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

기도 한다는 종래의 연구결과[25]와 유사하다. 죽음을 앞둔 노

인 환자가 보이는 증상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이어서 급작스럽

게 변화하는 등 일반화하기 어렵고, 이러한 모호성이 적절한 

시기의 치료제공이나 이후의 돌봄을 어렵게 한다[12]. 또한, 

노인 환자의 임종징후는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원해 

있는 시설에 따라 발현이 다르기도 하다[26]. 이에 대해 명확

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임종간호 체계설립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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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드러난 임종간호 실무의 과정과 타 연구[12- 

14,25]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비교하 을 때 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는 종래의 연구와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 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선 대상자의 사후 처치와 사별 간호, 적 간호

가 소속 기관의 내규나 인력 상황, 개인의 기량 차이에 따라 다

양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에 의하면 대상자의 사망 이전 간호는 주로 신체 간호에 집중

되어 있고 이는 어느 기관에서도 보편적이겠지만, 사후 의 돌

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수동적으로 기관의 내규에 

따르거나 수행하는 간호사의 기량에 일임된다고 하 다. 일반 

병원에서의 임종간호 과정이 환자의 사망 후 돌봄까지 포괄하

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11], 노인 환자의 임종과 

불가분의 관계인 요양병원에서의 체계설립에는 환자의 사망 

후 과정까지 반드시 포함하여 실무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차이

를 줄여야 하겠다.

장애 요소 중 ‘최우선이 아닌 환자의 존엄성’ 주제를 통해 

임종 상황에서 환자의 존엄성이 무시되거나 보호자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노인 대상 

의료기관이 기관 특성과는 상관없이 그 서비스의 구매 결정자

가 노인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라는 점[27], 또한 보호자의 

의사가 환자의 병원 이전에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28]에

서 환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권을 보호자가 가지고 있

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표준화된 임종간호 실무의 부재’는 인터뷰 전반에 걸쳐 반

복적으로 참여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이었으며, 요양병

원 임종간호의 체계설립 필요성에 관해 지적한 다른 연구들

[12,13]과도 일맥상통하 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와 노인 

사망의 가장 높은 비율이 요양병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하 을 때 향후 표준화된 임종간호 실무의 프로토콜 및 가이

드라인 개발 시 요양병원이라는 환경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지지적 환경의 부재’ 중 ‘없거나 열악한 시설’ 하위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부적절한 승강기나 부족한 카

트 같은 다른 시설 관련 문제도 언급했지만, 공통으로 가장 시

급한 것은 임종실이라 꼽았다. 참여자들의 지적은 임종실이 

양질의 임종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8,13]이라는 기

존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다만 진술에 의하면 임종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입실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급히 이송하는 과

정 중 환자가 불편을 겪거나 사망하는 때가 있어 적절한 입실

기준의 설정도 고려해야 하겠다. 

‘통증 관리 수단의 부족’ 하위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로 통증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으나 극도의 고통을 느낄 환자에게 

적용될 마약류 진통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요양병

원에서의 통증 관리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통증이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지

만 마약 관리의 어려움과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부

담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29]와도 일치하 다. 향후 

체제설립의 과정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May와 Scammell의 연구[30]에 

의하면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통증을 인식

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통증 사정 도구

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통증 

관리 지식과 태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29]. 통증 

사정과 중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모집 대상자를 실무 간호사로 한정하

기에 임종간호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 의사나 간병인의 의

견이 반 되지 않았다. 또,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환자를 위한 

임종간호 실무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이고자 하 으나 일부 항

목은 다른 항목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부 항목은 여러 

수준으로 일어나기도 하여 선형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무의 실제가 어

떠하며 실무자들이 경험한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임종

간호 적용 대상에 대해 합치되지 않은 의견을 가졌고 이와 연

관된 용어나 적용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 다. 실

제 수행 중인 임종간호는 신체적 돌봄에 집중되어 환자의 정

신적 ․ 적 안녕에 대한 돌봄 필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

했으며 특히 사후 관리 대처에 있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임종간호를 저해하는 요인은 환자의 존엄

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갈등, 부족한 돌봄 자원, 낮은 사기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요양병원 노인 환자 임종간호는 의미의 정립, 체계 구축, 간

호사 교육 및 환경 조성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인 프로토콜의 제작과 관련 교육의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임종간호의 

질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에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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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환자 임종간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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