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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기지 않은 이 자리에 제

가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오랜만에 내린 눈의 축복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먼저 남들보다 긴 시간 동안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학문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연구주제 선정에서부터 손을 놓고 싶은 많은 순간들마다 채

찍질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김선아 교수님, 특유의 편안함과 자상함으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원희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가지도록 지도해 주셨던 전우택 교수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호학을 학위과정에서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연세

대학교 간호대학 김 소야자 학장님,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수집기간 동안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세브란스 건강병원 박혜

순 간호과장님, 황 신 선생님, 송선미 선생님, 일산병원의 오인옥 선생님,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면담에 협조해 주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먼 곳에서 못난 후배의 허술한 논문자료를 세심하게 봐주며 격려해주신 남경아 

선생님, 근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주신 62병동 전옥순 선생님, 최옥주 선생님, 

송인자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 이은진, 권현진, 항상 곁에서 연구주제 선정에서부

터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주던 친구 송현숙, 뒤늦게 논문 쓰는 선배를 격려해주며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소소한 부탁을 흔쾌히 받아준 이현화, 이현례, 함께 논문

을 쓰며 동고동락한 한미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모든 순간에서 나를 믿어주고 위로해 주며 힘이 되어 준 대식이 오

빠에게도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며 오랜 추억과 함께 하며 어려울 때마다 내편이 

되어 준 나의 친구 승연, 윤정, 은 , 경미, 경희, 경헌, 진수, 호섭, 희경, 산나, 혜

연, 그 외 제가 논문을 쓰는 동안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나의 든든한 버팀목인 정동오빠와 애 언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 밝은 웃음으로 동생의 걱정을 함께 해 준 인숙 언니와 형부, 항상 오빠처럼 의

젓하게 누나의 일을 도와 준 동생 정훈이와 지쳐 있는 고모에게 힘과 기쁨을 주

는 조카 지혁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말없이 지켜봐주

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치며 앞으로도 저를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신과 간호사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며, 아직까지 정신질환 속에서 힘겹

게 살아가는 정신질환자분들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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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 중에서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의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떻게 인식하며 그 근거를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2개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간호사 2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반구조적인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수집하

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다.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의미있

는 표현 중에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는 내용분석법을 사

용하 고, 의미있는 자료는 직접 인용하여 기술하 다. 

정신과 간호사가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억제대 적용, 보호실 적용, 

강제퇴원, 강제입원, 강제투약 순이었으며 억제대나 보호실 적용의 상황에서는 환

자의 신체적 손상이나 통증 호소할 때, 적용기준이 모호할 때, 의료보조 인력의 

개인감정이 개입되었다고 인식되는 경우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

으며, 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대안이 없

는 경우, 간호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 다. 강제입원과 강제투약의 상황에서는 간호사의 지식이나 경험부족으

로 입원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윤리적으로 갈등한다고 하 으며,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거나 환자의 가족의 요구, 환자가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치료는 간호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과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경험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신과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갈

등상황에서 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기준 마련과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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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의사결정이나 간호행위에 대

해 간호사들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간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에 처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의 정책과 처방에 따라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환

자의 권리 옹호자로서 간호사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Wagner & 

Ronen, 1996). 그러므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간호전문직의 핵

심요소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의료기관 조직 내에서 환자 옹호를 

위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것

이 현실이다(한성숙 등, 1999).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 개개인의 가치관과 윤리지식이 근거가 되고 체계적이

고 논리적인 사고가 기반이 된다. 윤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

정이 요구되며, 반성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행동을 해야 하고, 간호사 개

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이 확립되어야 한다(한성숙․안성희, 1995). 최근 건

강관리 역 전반에 걸친 소비자 운동의 성장으로 환자의 권리와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전우택, 1997; Visalli 와 McNasser, 2000), 정신병원의 치료의 질 보장

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정신간호 역도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고 있다

(Terpstra 등, 2001).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권익이나 의견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이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이 많은 

문헌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치

료 과정 전체에서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Lutzen, 1995; Paula, 2000).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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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병의 증상으로만 이해되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무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치료자들조차 환자의 의견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 다. 또한 중

요한 치료적인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도 치료자의 견해와 지식이 무조건 우선시되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 강제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환자의 인

권이 존중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과 

치료자들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신간호 분야에서 윤리적 갈등에 대해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우선 도덕적 민감도에 대한 일반간호사와 정신간호사의 비교연구(Lutzen 등, 

2000), 만성정신질환자의 가정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Magnusson & 

Lutzen, 1999), 치료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정신간호사들의 윤리적 갈등(Lutzen, 

1990), 지역사회와 정신과 폐쇄병동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Forchuk, 1991),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을 간호하는 정신과 간호사들의 윤리적 문제

에 대한 조사연구(Fisher, 1995),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의사결정에 대한 탐색연구

(Lutzen & Nordin, 1993)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정신간호 역에서는 아직까지 

윤리적 갈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과 간호사는 정신의료팀을 구성하는 기본 전문 인력으로 정신질환이 예방과 

치료 재활 및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은 개인정신치료, 집단 정신치료, 가족정신치료, 아동정신치료 및 자문

가, 타과 환자의 정신건강문제 치료자, 임상조정자, 일차치료자, 교육자, 연구자로서

의 역할과(최신정신간호학, 2000), 간호대상자들의 권리옹호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하 다(김수지,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들

이 무엇이며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들이 윤리적 갈등 상

황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윤리적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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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과 입원병동에서의 구체적인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정신과 간호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파악

하기 위함이다. 

C. 용어정의

윤리적 갈등 

윤리적 갈등이란 두 가지 윤리 원칙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가

능성이 있는 행동 사이에서의 갈등, 행동이 요청되는 상황과 현재의 윤리적인 훈

련이 한 상황을 반 하기에 불충분한 준비, 대등하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의 갈

등, 윤리 원칙과 역할 책임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고 하 는데(Smith 와 

Pavis, 1980), 본 연구에서 윤리적 갈등은 정신과 입원병동의 특수한 환경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윤리 원칙과 역할 책임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

을 의미한다. 



- 4 -

II. 문헌고찰

A.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간호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의 근원을 Smith 와 Davis(1980)는 두 가지 윤

리원칙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 가능한 행동 사이에서의 갈등, 행동

이 요청되는 상황과 현재의 윤리적 훈련이 상황을 반 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윤

리원칙과 역할책임 사이에서 오는 갈등 등이라고 보고하 다. 또한 한성숙(1992)은  

도덕적인 이유와 갈등이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가 도덕적일 때 도덕적 갈

등이 되는데, 도덕적 갈등에는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요구사항이 있고 이 요구사

항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며 이 요구사항들이 동시에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 윤리

적 갈등이 된다고 하 다. 

Smith 와 Davis(1980)는 간호사가 간호업무 수행 중에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의 

유형은 두 가지 원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두 가지 가능한 행동 사이에서의 갈등, 어떤 상황에서 행동할 것인지 숙고할 것인

지에 대한 갈등, 불만족스러운 두 가지 대안 사이에서의 갈등, 윤리 원칙과 역할 

책임 사이에서의 갈등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갈등들은 단순하지 않고 혼란스

럽고 복잡해서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사회적, 제도적 구조

와 역할 갈등은 이러한 갈등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하 다. 

윤리적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들

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서 갈등상황을 파악하고자 

하 다. Davis(1981)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윤리적 갈등 상황은 치료중단, 적극적

인 처치를 통한 생명연장, 제한된 자원분배, 동료의 비윤리적 행동, 임신중절의 상

황으로 보고 되었고, Crisham(1981)은 말기환자에게 사실 말하기, 기형아의 출생, 

강제투약, 죽음을 요구한 성인, 투약과오, 신규간호사의 오리엔테이션 등이 갈등 

상황이라고 보고하 다. 또한 Zablow(1984)는 비 유지, 의사의 권위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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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연장, 임신중절, 안락사 등이

라고 하 으며 Holly(1986)는 제도와 관련된 문제, 생명지지 기계를 제거한 경우, 

의사의 권위에 대한 개인적 갈등, 말기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등이라고 하 다. 

진실 말하기, 비동등한 간호, 사업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갈등, 규칙을 어긴 것

에 대한 보고 등도 윤리적 갈등 상황으로 보고 되었다(Gold 등, 1995).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술기간 중에 발생하는 갈등, 환자

의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갈등,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 자원분배와 증가된 유효

성 요구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었다(Post, 1996).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적, 대인 관계적, 행정적 갈등을 제시하고 그 결과 간호

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갈등과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의 발생원인, 간

호사의 윤리적 태도 형성에 대한 향요인,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지지자원 등을 

파악하 다(Wagner 와 Ronen, 1996). 

국내의 연구에서 한성숙(1992)의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

의 실상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간호윤리분야에 처음 보고된 것인데, 이 연구

에서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상황에 따라 공리주의적이거나 의무주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 으나 윤리적 의사결정시 철학적 윤리학의 이론적 바탕에 근거한 논리적

이고 체계적인 사고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으며, 간호업무를 수행하

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확고한 윤리관이 정립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하 다. 또한 김화순(1990)은 간호사들은 자신의 윤리관에 

대해서는 병원정책이나 기준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하 다.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갈등 문제에 관한 연구(안은숙, 1994; 정

희자, 1995)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은 적절한 간호 인력부족

으로 인한 문제와 의료진과 상호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 필요한 의료자원

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분석되었다.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를 통해 김주희(1995)와 강익화(1998)는 간호사의 ‘인간 생명 역’에 관

한 윤리적 딜레마 정도는 공리주의와 의무주의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대상자 

역, 간호업무 역, 협동자 역에서는 약간 의무주의적 경향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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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태도와 의사결정에 관

한 연구들(김상희, 1999; 손희진, 2001; 변연우, 2002; 김현경, 2002)은  말기암 환

자, 이식환자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윤리적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는 의사

나 환자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현장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간호윤리 및 가치관 교육이 제공되어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양야기(2003)는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으며 윤리적 딜레마 정도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임상간

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권자연(2003)의 한국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전문성 결여, 역할

의 모호성, 집단이기주의 형태, 직업적 우열의식 등이 한국 고유문화 특성으로 빚

어지는 직업적, 윤리적 갈등으로 분류된다고 하 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에 관해서 간호사

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 갈등상황에서 사용된 윤리적 가치관, 임상에

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정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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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신간호에서의 윤리적 갈등

정신과 간호사는 다른 부서의 간호사와는 달리 특별한 일면이 있으며 특히 환

자, 가족, 의사 및 동료와 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또 그들과 잦은 충돌을 경험

하기도 하며(김소야자, 김윤희, 유숙자, 이광자, 이소우, 1994), 끊임없이 자신을 치

료적 도구로 개발하여 이용해야 하는 정신과 간호사는 업무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갈등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배정이, 손경희, 2000).  김 희(2003)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정의와 인간애의 이상적인 원칙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하

는 실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 다. 또한, 의료 윤리적 측면에서 정

신과 간호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거로서 첫째 윤리적 

사고와 행동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측면의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둘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발달적 측면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사

회의 풍조 속에 있는 윤리의 근거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Side와 Clement, 1982).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의의 간섭주의 문제, 

비 유지의 문제, 강제수용의 문제, 정신과 약물이 인간의 정신을 좌우하는 강제

투약의 문제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전우택, 1999). 또한, 의료현장에서 윤리

적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전 동의의 문제라고 하 으며,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허용하기는 하나 동

시에 환자들로 강제 입원에 동의하도록 입원 중에도 계속 설득하는 책임을 치료

자가 가져야 한다고 하 다. 최근 미국에서의 정신과와 관련된 윤리 논쟁에 대해 

김상길(2003)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그 핵심이 바뀌고 있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환자 자신

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두 가지 이유가 이런 허용의 근

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Betts와 Shanks(2000)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는 다

른 유형의 환자들의 치료에서보다 더 강제적이고, 덜 자발적이고, 대중들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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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덜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 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

했을 때 그들은 병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일일 시간표를 짜고, 하루의 활동을 

선택하거나 조절하는 것에  대한 자유와 경제적이고 법적인 사건을 관리하고  의

사 결정하는 자유를 잃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자유를 잃게 된다고 주

장하 다. 이와 같이 강제입원과 강제퇴원은 강제수용이라는 의미에서, 강제투약

은 인간의 정신을 약물에 의해 좌우한다는 면에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두드러진 갈등상황은 보호실 적용과 억제대 적용인데, 정

신질환자들은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타인

에게 손상을 주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며(김상원, 이귀행, 1992; 

변원탄, 1993; Mattson과 Sadacks, 1978; Tardiff, 1988),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치료

적 환경에 방해가 되는 폭력적이거나 혼란된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호실의 적용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전략 중의 하나로 

널리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김상원, 1991; 변원탄, 1993; 이상일, 박기창, 신

정호, 1991; Bjorkly, 1995; Meehan, Vermeer 와 Windsor, 2000). 그러나, 이러한  

보호실의 적용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권리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

되어 오면서 오랫동안 윤리적, 법적인 논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 다

(Meehan 등, 2000). 

정신질환자와 치료자의 격리에 대한 관점을 조사한 연구들(Hammill, 1987; 

Heyman, 1987; Norris와 Kennedy, 1992)에서는 환자들과 치료자들의 대부분이 격

리사용으로 환자가 진정되고 행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응답하 다. 특히 Hammill 

등(1989)의 연구에서는 정신병동의 치료자들은 격리가 대체로 환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는다고 보고하 고, 간호사들 대부분은 격리가 없으면 

병동운 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들은 부정적인 강화제로서 격리의 경험이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

해 치료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환자는 치료자에게 의존적이 되고  

조절력이 제거된다고 하 다(Brown 과 Tooke, 1992; Visalli 와 McNasser, 2000).

남경아(2002)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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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호실 적용과 같은 극도의 심각한 제한적 방법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자유

와 인권을 침해하는 손상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치료자와 환자 모두에 있어 부정

적인 감정을 초래하며, 환자에게는 공포, 분노, 복수심과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고하 다. 김선아(2003)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전달체계에서 인권에 대한 주요문제

는 격리와 억제라고 주장하 는데 환자를 격리하고 혼자 있게 함으로써 자동적으

로 사회적로부터 격리되게 할 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

으로 환자의 기능과 안녕에 충격을 주고 잠재적으로는 치료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일으킨다고 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정신과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격리와 억제를 통한 집중 관찰을 선호한다고 하 고, 또한 억제와 격리가 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임상적 상태보다는 치료진의 규범과 불충분한 치료진의 수, 치료진

의 훈련, 치료진의 교육수준, 치료계획, 치료자의 태도, 지리학적 위치, 행정자의 

태도 등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고 하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리와 억제에 

대한 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가 개별되어야 하고 간호사의 재훈련이 요구된다고 하 다. 

억제대 적용은 약물을 이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는 환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나, 윤리적

인 측면에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 다(Horsburgh, 2003). Vivian(1998)은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억제대 적용에 대한 윤리적 이슈와 도덕적 근거라는 

연구에서 억제대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인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으며 건강전달 전문가들이 선행의 원칙 속에 개인의 안전을 위한 필요성과 개

인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억제대를 사용

하는 간호사의 첫 번째 우선 순위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

이 환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 다(Haddad, 1994).

억제대 적용은 정신과 병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실제 이에 대한 국

내 연구는 거의 없으며 최은하(1999)가 중환자실에서의 신체 억제대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억제대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으며 치료기구의 유지를 위해 환자 불안정도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고 보고

하 다. 국내의 의사나 간호사의 억제대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사용 의도는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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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억제대에 대한 부작용 및 보호자와의 갈등, 억제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부재 등과 함께 억제대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억제

대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보고하 다(김기숙, 2001; 강성희, 

2003; 김경애, 2003). 

이와 같이 보호실과 억제대의 치료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환자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전문가들은 혼란되고 폭력적인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동시에 환자나 다른 환자, 그리고 치료자의 안전까지 보장

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보호실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갈등 속에 빠져 있다(Terpstra 등, 2001; 남경아, 2002).

정신과 간호사들의 윤리적 갈등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Fisher, 1989; Clear와 

Jordan, Horsfall, 2002)에서는 정신과 간호사들은 많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실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Fisher(1989)의 연구에서는 위

험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절한 행동이 사회적 과정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지

적했으며 간호사들이 비자발적인 과정을 결정하는데 환자에 대한 기준에 의존하

기보다 동료 간호사와 협상한다고 보고하 고, Clear와 Jordan, Horsfall(2002)는 

Central Sydney Area Mental Health Service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Ethical 

practice guidelines(EPGs)를 임상에서 간호사들에게 적용한 연구결과 대부분의 간

호사가 유용한 정보를 얻었고 충분한 실무지침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Redman과 Fry(2000)는 방법론적으로 유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간호사들의 윤리적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한 결과에서 윤리적 갈등의 

특징, 해결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간호업무의 특수한 아동, 재활, 신장, 식이교육 

역에서 경험한 윤리적 갈등 개념에 대해 윤리적 갈등의 가장 큰 특징은 의학적 

치료의 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윤리적 갈등을 

Jameton(1984)의 갈등 분류 중에서 도덕적 고뇌(distress)로 경험한다고 하 다. 또

한, 특수병동의 윤리적 갈등 개념은 전문가, 기관, 사회 사이의 간호 적절성의 정

의에서의 차이점,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 의사, 다른 건강 전문가들 사이의 간

호 가치관의 차이점, 특수 분야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숙련도에 대한 존중의 

부족, 환자 옹호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임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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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zen(1990)은 정신과 간호사의 개인별 가치체계에 따라 윤리적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직무 만족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윤리적 갈등을 많이 경

험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역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Severinsson

과 Hummelvoll, 2001).  또한, 임상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도는 의사보다는 

간호사,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으며(Lutzen 등, 2000), 정신간호사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선행(beneficence)의 윤리 원칙이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심개

념이라고 하 다. Magnusson 과 Lutzen(1999)는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에 대

한 연구에서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가정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호제공자들이 실제상황에서 자율성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는지 

초점을 맞추고 가정간호경험이 있는 정신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

어 비교분석한 결과 'home' 이라는 도덕적 상징 의미를 중심으로 건강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불확실하게 지각된 도덕적 역할 사이에 갈등을 느낀다고 보

고하 다. 

Forchuk(1991)은 정신과 간호사가 지역사회와 입원병동에 경험하는 윤리적 갈

등의 서술적 비교연구에서 도덕적 갈등의 의사결정자, 원칙, 종료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 Jameton(1984)의 분류를 사용하여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불확실성, 도

덕적 고뇌(distress)로 분류하 으며 Veatch 와 Fry (1987)의 원칙에 의해, 선행, 비

유지, 자율성, 속임수 피하기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 다. Fisher(1995)는 정

신과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는 환자 자율성에 대한 지지와 병동 통제유

지의 조화, 치료적 관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와 거리 유지의 요구의 조화, 당장 해

야 할 일과 동료와 함께 해야 할 일등의 조화 등의 세 가지 문제라고 보고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과 간호사들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 등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자

주 놓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민감도, 개인의 가치체계 등의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갈등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정신질환자

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과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

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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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병동의 특수한 간호현장에서 경험되는 윤리적 갈등상황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정신과 간호사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면

접방법을 통해 탐구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

호사가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본 연구자의 경험과 사전조사 및 문헌 

고찰을 토대로 하여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으로 

하 다. 수집된 자료는 김경동과 이온죽(1986)이 제시한 내용분석법을 활용하 다. 

B.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1개의 정신전문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내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 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참여자는 총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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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는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질문지

로서, 간호사의 연령, 성별, 결혼상태, 총 근무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교육수준, 종

교, 윤리교육 경험, 타부서 근무경험이 포함된다. 

2. 윤리적 갈등 경험에 관한 면접 지침서

정신과 입원병동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정신간호사의 인식에 관한 면접 

지침서는 서울의 종합병원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실시된 사전조사를 통해 강제입

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을 갈등상황으로 하여 작성된 

것을 사용하 다. 면접지침서의 내용 타당성은 정신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얻

어 최종 지침서를 완성하 다.

D.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병원의 간호과장과 정신과 입원병동의 수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면접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을 윤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 본인에게 면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면접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간략히 설명하 고, 연구결과는 연구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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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 내용은 절대 비  보장된다는 것과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면접내용

을 녹음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 다. 

2. 자료수집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서를 연구자가 숙지한 후에 연구 참여

자와의 심층면접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자료수집 

장소는 경기도의 2개 병원에서 실시되었다. 면접 장소는 간호사가 편안한 시간과 

대화가 가능한 장소인 탈의실과 수간호사실을 이용하 고, 시간은 각 병동의 업무 

교대 시간 및 간호사와 약속한 시간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 다. 면접은 각 대상자

별 1회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실시하 으며, 면접 시작 전에 일반적 사항을 작성

하도록 하 다. 대상자와의 면접 자료의 누락 및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양해하에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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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은 앞서 제시했듯이 김경동과 이온죽(1986)이 

제시한 내용분석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분석하 다.

첫째, 문헌고찰 및 사전조사를 통해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정신과 간호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

사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녹음을 통해 수집된 면접 자료를 대상자의 말 그대로 옮겨 

적어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녹음내용과 기록지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읽은 

후,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정신과 간호사들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 다.

셋째,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를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여 표로 작성하 다. 

넷째, 대상자의 구분은 대상자 20명에 대하여 Case 1에서 Case 20으로 일련번

호를 부여하고 각 대상자의 특성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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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정신과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정도, 정신과 근

무경력, 종교, 윤리교육 경험을 조사하 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고 그 결과는 

< 표1 >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2세에서 39세로 평균 30세 다. 대상자 중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가 13명이었고 3년제 대학졸업자가 7명이었다. 정신과 근

무경력은 1년에서 3년까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7년에서 10년이 6명이었으며 

11년이상도 4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7명이었고 1명은 불교, 9명은 종교가 없

었다. 윤리교육경험은 보수교육경험은 13명이었고 대학과정에서 19명이었다. 처음

부터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는 16명이었고 근무부서를 옮

겨 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4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좀 더 폐쇄적이고 장기수

용하는 병원으로부터 옮겼으며 나머지 1명은 중환자실에 경험하다가 간호업무가 

덜 부담된다는 생각에 정신과 병동으로 지원해서 병원을 옮겼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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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 일반적 사항                                              N=20 명

특성 구    분 실   수(명)

연령
22-30

31-39

11

9

정신과

근무경력

1-3

4-6

7-10

11년이상

9

1

6

4

교육수준

3년제 졸

4년제 졸

대학원 졸

7

13

0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없음

7

0

1

9

윤리교육경험
대학과정에서 있음

졸업 후 보수교육 받았음

19

7

근무부서이동경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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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20명의 정신과 간호사가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

퇴원의 갈등상황에서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윤리적 갈등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윤리적 갈

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제입원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강제투약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보호실 및 

억제대 적용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기타 행동교정, 

면회, 전화 등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강제퇴원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에서 

가지는 원칙이나 신념은 무엇인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하

으며 각 대상자가 경험한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느낌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파악하 다.

다음은 대상자별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의 5

개 상황에서 갈등을 나타낸 결과는 <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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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   대상자별 갈등상황에 대한 반응                   (∨ : 갈등한다)

대상자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적용 억제대적용 강제퇴원 기타상황

1 ∨

2 ∨ ∨

3 ∨ ∨ ∨ ∨

4 ∨ ∨

5 ∨ ∨

6 ∨ ∨ ∨ ∨

7 ∨ ∨ ∨

8 ∨ ∨

9 ∨ ∨ ∨ ∨

10 ∨

11 ∨ ∨ ∨

12 ∨ ∨

13 ∨ ∨ ∨

14 ∨ ∨

15 ∨

16 ∨

17 ∨

18

19 ∨ ∨

20 ∨ ∨

계 1명 0명 11명 14명 3명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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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입원 상황 

강제입원의 경우에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간호사가 19명이었고 강

제입원에 대하여 1 명의 간호사만이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 다. 갈등을 경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은 환자가 ‘나는 환자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 는 

등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전문가로서 당연히 강

제 입원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 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사에게 맡겨진 역할

과 책임이라고 하 으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응답

하 다. 이는 윤리원칙 중 선의의 간섭주의의 원칙과 자율성의 원칙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입원시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간호사들 중에

서 3명의 간호사는 입원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가 119구급대원이나 치료자들에 의

해 강압적으로 붙들려서 병실로 들어오는 경우와 환자가 입원시 신체적 상해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비인간적이라고 느낀다고 응답하 다. 또한 2명의 간호사는 

입원에 대해 저항보이는 환자를 보면서 입원은 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측은하

다, 안타깝다’라고 표현하 다. 또 다른 2명의 간호사는 담당의와 보호자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 으며, 1명의 간호사는 근무 

경력이 짧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 다.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1명의 간호사는 ‘환자가 정말 문제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갈등을 하지만 갈등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험부족과 지식부

족으로 인해서 입원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 다. 

정신질환자들의 강제입원 상황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표현한 

갈등하는 이유와 갈등하지 않는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 생전 처음 정신과 오는 사람들은 병원이라고 왔는데 사람들은 다 이상하고..... 

환자들은 내가 미친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나를 막 대하지 않을까, 나는 입원 안 하겠다, 

울고 매달리고 그러죠. 정말 맘이 안 좋다니까....”                                   (Ca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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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려야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입원을 시켜야겠고 

... 환자는 ‘나는 병이 없다, 나가야 되겠다’면서 병실 바닥에 드러눕고 .... 갈등이 되

죠.”                                                                                                (Case13)

이와 같이  강제입원 상황에서 환자의 강한 저항이 있으면 간호사들은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입원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다고 하 다. 

“보호자 입장도 있지만 환자 입장을 많이 들을려고 해요. 보호자 얘기가 백프

로 다 맞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환자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판단력이 

다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호자 얘기도 듣고 환자 

얘기도 듣고....”                                                    (Case 1)

“환자가 자기는 ‘멀쩡하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병식이 없으니까 

입원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Case 2)

“강제입원은 갈등의 대상이 안된다고 봐요. 보호자들이 도저히 안 될 때 입원

시키는 것이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하는 행동이 너무

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증적 행동이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되

고..지금 당장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긴 하지만 증상이 좋아지면 

환자가 더 괴로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보호자와 우리의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그 때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이해를 시키고...”                                                (Case 3)

“ ‘보호자들이 오죽하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킬까’ 이런 생각이고... 환자를 어

느 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원시킨다는 생각이구요. 원하지 않는 것도 증상이라

고 생각을 하구요.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Case4)

“알콜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죽음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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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Case 5)

“병식을 갖고 오는 환자는 경험상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

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90%이상 하기 때문에...내과 하고는 너무나 다

르기 때문에....”                                                    (Case 6)

“솔직히 강제입원이 더 이로운 거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지쳐서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치료받고 퇴원하고 이런 게 더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

도 입원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애요.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별로...”   (Case 7)

“환자는 계속 저 사람(보호자)이 문제가 있는 거다, 저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건... 환자의 말을 간과하지 않고 주

위의 다른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

인지 알아보고 부당한 입원이 되지 않게 할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환자가 문제있

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입원하지 않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하게 입원시켰

다기 보다도 일단 정신과적으로 발병을 하면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치료자나 보

호자들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Case 8)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가족들인데 환자가 뭔가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입원 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과 전문가

이기 때문에 ... ‘강제입원을 싫어하니까 입원 안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오히려 불

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는 우리한테 맡겨진 역할이라고요.”     (Case 10)

“증상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입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상이 물건을 부수고 난동

을 부리면  해야 된다고 봐요. 치료자가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하

게  권유해서...”                                                                              (Case 12)

“누구보다 가족분들이 환자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가족들이 입원을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한다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Ca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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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결과와 같이 소수의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지식 부족이나 경험부

족과 입원당시의 환자의 강한 저항에 보게 되는 상황에서의 안타까움으로 강제입

원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으며 대부분의 정신과 간호사들은 질병 치료를 

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지지보다는 선의의 간섭주의(paternalism)

에 입각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

자 개인의 의사보다는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강제적인 입원에 더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과 간호사들이 환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심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 환자의 자율성에 대해 인

정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종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 표3 >과 같다. 

 < 표 3 > 강제입원 상황에 대한 인식

 * 중복응답을 허락한 결과임.     

구분 내        용    
실수

(명)

갈등

한다
입원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1

갈등

하지

않는다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다

환자의 가족이 입원치료를 원한다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

질병치료는 간호사에게 맡겨진 역할이다

환자가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입원결정은 의사의 권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부당한 입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충분히 노력한다

6

4

4

3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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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투약 상황

투약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들이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으며 그 

이유는 지속적인 투약을 하게 되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증상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

상자는 4명, 투약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명

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억지로 제압하여 투약하는 경우 비인간적이라는 

느낌과 안타까움 등을 느낀다고 하 으며 투약시 환자들의 입을 벌리게 하는 경

우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인간적 존중이 무시되는 것 같

은 느낌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 다. 

정신질환자들의 강제투약하는 갈등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 본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 다. 

“지금 이 환자한테 빨리 약을 먹여야지 그 다음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일이 

지연이 되니까 어쨌든 강제로 먹이게 되는데...”                       (Case 1)

“정신과 약은 중요하다고 들었고 배웠고 아직 알기 때문에 ... 근무하면서 약

을 먹으면 환자가 편안해지고 환청이 주는 걸 봤기 때문에 약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고... 확신은 없지만 배운대로 정신과 약을 줘야 한다.....정신과 약이 중요하

다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

가 있기 때문에...환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내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약을 

꼭 먹여야 겠다라고 생각하고..약을 먹어야 증상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

는 약물 치료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Case 2)

“증상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는게 오히려 장기적 입장에서

는 환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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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대부분 다 먹기 싫어하는데...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먹게 .... 별로 갈등을 안 해본 것 같애요.”      (Case 4)

“투약을 환자한테 장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지금의 이 상태보다 나갔을 때 

더 나을거라고 생각하고 환자한테 당연히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환자가 나가

서도 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Case 5)

“약을 강제로 먹인다는 건 병식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애요. 왜냐

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는 거니까 빨리 약을 먹고 좋아지는게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의 일부니까요.”                                       (Case 7)

“강제투약해서 나중에는 결과가 좋아지는 걸 많이 보니까... 환자를 위해서라

는 생각을 하죠. 정신과 환자는 자기 증상에 빠져 아픈 거 자체를 몰라서 거부한 

거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Case 8)

“약을 먹지 않으면 나빠지는 건 확연하기 때문에 ‘필요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

고...약을 먹고 침착해 지고 나아지는 환자를 보면 약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

로 지금은 자신 있게 약은 먹여야 된다라고 하죠...”                  (Case 10)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증 환자는 심한 환청 때문에 안 먹기 때문에  

강제로 먹여요. 한 00씨가 정말 기묘하게 약을 안 먹고 뱉어냈는데.. 2시간 억제대 하

고 1시간 동안 보호실 적용했었거든요. 약만 먹으면 극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애요. 너무 증상이 심해서 인지능력과 판단능

력이 안되기 때문에 안 먹으니까.. 신뢰관계를 위해서 안 먹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Case 11)

이상과 같이 강제투약에 있어서는 강제입원의 경우보다도 더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0년 정신약물이 발견된 이후 정신질환의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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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50년 정신약물이 발견된 이후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간호현장에서

도 약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약물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신과 간호사들은 주저 없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과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일단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사뿐 아니라 보호실이나 억제대 적용까지 

하여 강제적으로라도 투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

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환자들이 안타까워 약물의 작용과 필요성, 부작용의 종

류와 대처 방법 등에 대한 환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 표 4 >와 같다. 

 < 표 4 > 강제투약 상황에 대한 인식

 * 중복응답을 허락한 결과임.

구분  내       용
실수

(명)

갈등

하지

않는다

질병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투약하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경험이 있다

환자의 투약거부는 환자의 심각한 증상때문이다

환자의 투약거부는 환자가 병식부족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투약해야 한다

간호업무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

9

7

4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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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실 적용 상황  

보호실 적용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는 11명의 대상자가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 으며 중복 응답을 허락하여 대상자 13명이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

답하 다. 대상자 13의 경우 보호실 내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여자환자가 생리 

중인 경우와 부당한 이유로 퇴실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갈등을 경험하며 이와는 

반대로 보호실 적용 결정을 의사가 내리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이는 보호실 적용의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의사 결정을 의사의 권한으로 

넘김으로써 갈등 해결을 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 14의 경우에는 환

자를 기다려 주면 스스로 안정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보호실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갈등을 느끼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다른 

환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느끼지 않고 보호실 적용을 한다고 

응답하 다.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11명의 대상자 중  보호실 적용기준이 모

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명이었고, 의료 보조 인력인 보호사가 환자

를 보호실 적용을 하자고 요청하거나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갈등

한다는 대상자는 3명이었으며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보호

실 내에서 대․소변을 보게 되거나 여자 환자의 경우 생리 중임을 알면서도 보호

실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갈등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 다.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3명의 대상자들 중에서는 환자에게 마음이 

안정되고 조용한 장소를 제공해야 하거나 스스로 자극이 적은 공간을 원하는 경

우에 보호실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환자의 증상이 너무 심

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부족이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실 적용을 하게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자해나 알콜 환자가 많기 때문에 .. 낙상하거나 정맥주사 라인을 잡아뺀다든

가 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실 적용을 하게 되죠...이전에는 환자는 많고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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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공격 행동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또 계속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

실 적용이 더 많았던 거 같애요.”                                    (Case 1)

“환자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보호실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정신과 있으

면서 그 경험이 환자들에게 참 안 좋다, 너무 끔찍한 경험이다. 생각하기 싫다, 

이런 걸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속에 환자

로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기분이 나쁘겠다, 정말 싫겠다라는 걸 생

각을 하지, 그분들에게 공감을 하지는 못하죠.”                        (Case 2)

“어떨 때는 정말로 화가 나서 할 때도 있고..그리고 환자에게 꼭 필요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속에 의해서 할 때도 있잖아. 꼭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는데 보호사들의 counter를 relieve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좀 그래...”                                               (Case 3)

“행동교정표를 어겨서 들어간다거나...”                            (Case 4)

“환자들이 싫어하는 건 그거죠. 너무 좁고 굴욕감이 든다는 거죠...마음의 심적

인 안정이 필요하고 조용한 것도 원하고 자극이 좀 덜 한 경우를 원하면 들어가

기도 하죠. 그 때는 갈등 안하죠.”                                    (Case 5)

“어떨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앞섰다는 거 때문에 미안하죠. ‘이건 당신의 치료

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행동계획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

면서 사실은 환자가 너무 밉게 행동했을 때 내 감정이 섞였을 때 ....”  (Case 6)

“보호실에서 24시간도 있구뭐 .... 사람같지 않게...보호실에서 대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 묶인지 10분 20분도 안됐는데 보겠다고 하고... 조금 귀찮은 거..실제

로 그냥 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죄책감을 들 때도 있어요. 모니터를 통해

서 그 상황을 치료자들이 다 보게 되는 상황도 그렇고...자해나 타해 상황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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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증상이 좀 많을 때는 우리가 손을 덜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할 때 그

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Case 7)

“다른 환자들과 격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Case10)

“보호실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소변을 하거나 이럴 때.. 특히 생리 중이거나 

하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중에 약을 먹고 좋아지면 그것을 기억을 해서 많

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풀어줄 수는 없는데  굉장히 privacy 에 많이 상

처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보호실 들어가면 아무래도 덜 챙기게 되고 그런 상황

이.... 눈길은 가는데 막상 바쁘고 더 봐야 되는 환자들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보호실에 계속 있게 되고... 담당 선생님이 다른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환자와 면담

을 하고 퇴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질질 시간을 끌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Case 13)

“굉장히 증상이 심한대도 환자가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감금당하는 것 같아서 안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면...공격행동을 했는데 환자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실 처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환자가 자

극이 되서 주사까지 맞고 억제대를 하고.. 우리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Case 14)

이와 같이  보호실 적용하는 갈등상황에서 정신과 간호사들은 환자를 안정시키고 

자해나 타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거나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보호실

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보호실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의 보호실의 시설적인 면이 부족하여 억제대 적용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보호실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간호사 개인이나 의료 보조 인력

의 감정적인 개입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환자의 동의없이 사생활

이 침해되기도 하여 정신과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 근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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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5 > 보호실 적용 상황에 대한 인식

 * 중복응답을 허락한 결과임.

구분 내           용
실수

(명)

갈등

한다

의료보조인력(보호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보호실 적용기준이 모호하다

간호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간호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환자가 보호실내에서 대․소변 보거나 여자환자인 경우 생리중이다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사생활이 노출된다

환자가 갇혀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한다

부당한 이유로 퇴실시간이 지연된다

보호실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5

3

2

2

2

1

1

1

1

갈등

하지

않는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다

환자가 행동계획표를 어겼거나 병실내에서 방해되는 행동을 보인다

환자가 스스로 보호실 입실을 원한다 

업무에 비해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호실 적용외의 대안이 없다 

의사가 보호실 적용 결정을 한다

8

2

2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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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제대를 적용 상황  

억제대를 적용하는 경우에 갈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명 중 13명으로 정

신과 입원병동내의 갈등상황 중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명이었다. 대상자 13은 억제대 적용

시에도 여자 환자들이 다리를 억지로 벌려야 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느끼며 환자

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갈등 없이 억제대

를 적용한다고 응답하 다.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3명의 간호사 중 3

명의 간호사가 보호실 적용에서와 동일하게 억제대 적용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고 하 으며 억제대 적용하게 되면 환자가 고통스러워 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깝고 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한 간호사는 3명이었으

며, 그 외에도 치료적으로 억제대 적용을 한다고 해도 묶여져 있는 것 자체가 비

인간적이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심적인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게 되는 경우와 억제

대 적용 후에 히거나 묶인 자국이 나는 등의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인간적으로 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하 다. 또한 인력부족이나 시간부족 뿐만 아

니라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서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도 갈등을 경

험한다고 응답하 다.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으로부터 환

자와 다른 환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공격적인 환자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공격성이 보이는 환자는 즉시 억제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묶여져 있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벌준다는 의미

가 많았던 것 같애요. 잘 모르니까.... 치료계획상 한다고 해도 환자에게는 안 좋

은 일이고 상처되는 일이고 ... 그럴 때는 죄책감 같은 걸 ...”          (Case 1)

“처음에는 근무하면서 억제대는 안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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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나중에 긁히고 그러니까 느슨하게 해도 몸부림도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손도 붓고 온 몸에 근육통도 호소하고 그러니까 안하고 싶은데 환자의 안전이 우

선하니까...예전에 억제대를 안 하다가 환자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겠지 

싶어서 안했는데 나중에 몸부림 치다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낙상이 훨

씬 더 위험하잖아요. 근육통보다는 낙상해서 머리 다치면 어떻게 해요?”          

                                                                   (Case 2)

“보호실이 환경적으로 다 스폰지가 되어있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날 여건만 되면 굳이 억제대 안 해도 되지. 당한 환자는 너무 고통스럽

고 아프잖아. 환자가 실제로 온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또 당하면 또 풀어주면 

아프고 ...그게 힘들어서 더 공격 행동하고... 악순환이 되잖아.”        (Case 3)

“보호실 들어가서 계속 두드리면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묶는다는 생각이....우

리가 편할려고 묶는다는 생각도 들구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인력

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환자들이 와서 불평 호소를 하는데 그 환자만 계속 붙

잡고 할 수 없으니까 ... 억제대를 하게 되죠...”                       (Case 4)

“환자를 약물로 진정시키거나 억제대를 계속 적용시켰을 때 신체적 문제가 생

겼을 때... 갈등을 해요”                                             (Case 6)

“보호사들한테 걸려가지고 묶였을 때는 굉장히 세게 묶으시거든요. 혈액 순환 

안되는 경우까지 그러면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서 보호사님들 눈치가 보여요. 보호

사님들 잔뜩 화가 난 상황이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하긴 하는데 풀어주고 싶은

데...억제대 풀고 나면 자국이 생기잖아요. 같은 직원이니까 치료자들의 갈등상황

이 그 피해를 환자가 당한 다고 할 때 ... 더 이상 풀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에 이 

정도면 풀어줘도 될 것 같다는 시간이 그 치료자와의 갈등을 줄일려고 좀 더 가

혹하게 가는 경우도 있죠. 증상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그럴 때조금...”(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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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들어가서 억제대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억제대하면 힘들꺼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치는 거고 막 욕하고 .. 그래서, 억제대 풀

어주라고 그러고 가능하면 보호실 안 들여 보낼려고 그러고..그냥 주의만 주고 안 보

내요...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Case  9)

“굉장히 좀 privacy 에 많이 상처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억제대 할 때 다리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라든가,.,억제대는 환자한테 많이 맞아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환자분이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환자나 치료자한테도 자기가 조

절이 안되니까 그거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ase 13)

“환자는 굉장히 힘들거 같애요. 억제대 할때도 환자는 나를 이런식으로 하냐 이렇

게 얘기를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치료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마음 한 편으로는 '이

렇게 묶어서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Case 1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신과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질문

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억제대 적용해 대해 언급하 으며, 그 이유도 ‘비인간적’이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 다.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공격행동

이 예상되고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로서 진정시키거나 억제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환자의 모든 결정권은 무시가 되고 있

고 억제대 적용기준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정신과 간호사들에게는 감정적인 

불편감을 초래하고 있고 환자에게는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하게 됨으로써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 다. 근거자료로 < 표 6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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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6 > 억제대 적용 상황에 대한 인식

 * 중복응답을 허락한 결과임.

구분 내          용
실수

(명)

갈등

한다

억제대 적용후 환자에게 신체적 손상 발생 및 통증 호소한다

억제대 적용기준이 모호하다

억제대 때문에 환자가 경험한 심리적 상처를 호소한다 

간호사 업무수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억제대 적용한다

간호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의료보조인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다

억제대 적용시간이 24시간이상 지속된다

묶여져 있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환자가 행동계획표를 수행하지 못한다

여자환자들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서 억제대 적용한다

7

3

2

2

2

2

2

1

1

1

갈등

하지

않는다

자해와 타해를 예방한다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막아야 한다

환자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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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퇴원 상황

강제퇴원을 하는 경우에는 20명의 간호사 중 17명의 간호사가 갈등을 경험하

지 않는다고 하 으며 3명의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호전이 전혀 없고 간호사의 인

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 너무 지쳤을 때나 환경이 훨씬 나쁜 만성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다. 17명의 대상자가 강제퇴원

에 대해서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 퇴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간

호사에게 있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 가족과 환자의 병식이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과 함께 갈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또한, 경제적 이유나 가족

이나 환자가 병식이 없어서 퇴원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워서 설득을 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 으며, 반대로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치료자 회

의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강제퇴원에 동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 다. 질

병이 완쾌되어서 퇴원시키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 병동 규칙 위반 등의 이

유로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에 현실적인 상황과 환자에게 미칠 미래를 

예측하며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느끼며 괴롭다고 응답하 다.  

“제 생각에는 좀 더 마음을 열고서 치료를 더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여기가 병원인데...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분이 너무 가기 싫어하고 그분이 더 안 좋은 병원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시고. 여

기가 병원이라면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

각은 있었어요,..”                                                   (Case 2)

“보호자가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갈등이 

될 때가 있죠.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계속 지켜볼 때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사고의 위험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죠.”          (Case 1)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할 때 전원을 할 때 더 좋은 병원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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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만성병원으로 가게 되고 .. 그런 병원 환경이 뻔히 어떤 줄 다 아는데 

... 안됐다는 생각을 하죠. 어쩔 수없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는 거 생각하면 

모르는 척하지만 안됐죠...”                                          (Case 6)

“환자나 보호자도 원하지 않지만 치료자들이 결정해서 그 환자의 치료나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강제퇴원을 시키기는 하는데..”(Case 2)

“환자분이 문제를 일으키면 퇴원을 시켜요. 알콜 환자가 술반입 문제가 많다거

나.. 술반입을 자주 하거나.. 보호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술을 끊겠다고 하

는 사람이나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고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환자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햇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기 때문

에 갈등을 안 느꼈어요”                                             (Case 5)

“그 환자는 치료받을 의지라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치료 받을려고 하

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

겨 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볼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그 사람도 환기 시키고 치료자도 환기 시키고 다른 

사람도 환기 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 받기를 원했어요.”(Case 8)

“보호실에 똥 다 발라놓고 우리 힘들게 하고 ...거의 보호실에서 살았지 뭐. 도

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지. 간다고 할 때 안 간다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보냈어. 간호사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정말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되고 인력이 안되서 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좋은 방법인지...”                                       (Case 3)

“퇴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퇴원을 하는 경우 .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

에 오래 입원을 하면 사회에 대해서 기피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 setting 

이 안전하다 보니까 안주 할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불안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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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은 내몰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저희가 보기에는 적응할 수 있는데 

안 나갈려고 하는 경우에는...”                                                           (Case 12)

이상과 같이 강제퇴원의 갈등상황에서 정신과 간호사들은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방

해되거나  환자의 치료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퇴원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었으며 환자의 상태가 나쁜데도 경제적 이유나 가족의 병식이 없

는 이유로 퇴원을 하거나 만성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간호

사 개인이 도와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

한 근거자료는 < 표 7 >과 같다. 

 < 표 7 > 강제퇴원 상황에 대한 인식

 * 중복응답을 허락한 결과임.

구분 내       용
실수

(명)

갈등

한다

병원이라면 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증상호전없어 간호사가 소진된다

환자가 환경이 더 나쁜 만성병원으로 옮긴다

1

1

1

갈등

하지

않는다

다른 환자의 질병치료에 피해를 준다

환자, 가족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입원치료를 할 수 없다

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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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갈등상황  

간호중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여러 가지 규칙 때문에 

환자에게 제한을 하는 경우에 불편감을 호소하 으며 이 중 13명의 대상자가 갈

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 다. 갈등을 경험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감정적

으로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어린애 다루듯이 대할 때, 시간부족이나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면담이나 개인 위생 등을 해주지 못하거나 행동교정을 위해서 전화나 면

회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인관계로부터 단절시키게 될 때 갈등이 된다고

응답하 다. 

“남편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환자한테 이게 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하지만.... 지금 당장 이혼해야 되는 위기는 넘겨야 

되니까라고 설득은 하면서도 과연 그게 옳은건가...”                   (Case 3)

“환자한테 깊게 면담하지 않고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대충 알아듣고 완전히 

제 의견을 더해가지고 책임 간호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정말 이게 환자의 

진심이었을까. 면담을 길게 안하고 내 맘대로 한 것 같은.. 내가 무의식 중에 정

신과 환자라서 그 환자들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죠.”        

                                                                   (Case 3)

“많이 와해된 환자가 있으면 좀 말도 어쩔 때는 막 나갈 때도 있고... 나이가 

많을 때도 불구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신경질나고 그러다 보면 막 와해된 환자

들한테는 간간이 막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갈등을...”           (Case 4)

“치료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씻

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돌봐 줄 때 개인위생을 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명 먹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걸리니까 바빠서 못할 때... 인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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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인데...                                                  (Case 6)

“일에 치여서 면담 같은 걸 못해줄때 .. 눈빛은 면담을 원하는데 그냥 보낼 

때...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댕댕거리고 심한 환자일 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서 퇴근을 하면 그럴 때 일에 치여서 그 사람 

말을 짤라 먹을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같애요.”                  (Case 7)

“실제로 환자들이 욕을 한다거나 그럴때는 그렇게 감정이 앞서서 화나기도 하

고 화를 주체를 못해서 같이 화낼 때도 있는데요. 자책하게 되죠. 간호사 자질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병원의 방침.. 병원도 사실 영리를 추구하기 단체이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지금 4인실을 쓰고 있으면 보험혜택이 안돼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데 .. 내 생각에는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방침이 굳이 그렇게 애써서 하지 말라고 하는 뉘앙스

로 얘기를 하시고..그럴 때는 좀 갈등이 되고...병실내에 반입되면 안되는 물건

들... 그런게 납득하지 못했었던게 많았거든요.  껌 같은 것도 반입이 안되는데 .. 

이것도 단순히 바닥에다가 지저분해지고 관리를 못하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하나,,하는 그런 갈등...”                         (Case 10)

“행동교정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갈등 자체가 있어요. 조울증 환자같은 경우에 너무 

통제가 안되니까 되게 엄격한 행동교정이 있잖아요. ‘나오지 말아라’하는 거.... 그 환

자가 증상이긴 한데 제한하는 게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Case 11)

이와 같이 기타 갈등상황의 경우에는 환자의 이혼이나 진학, 취업 등의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정신과 간호사가 방향을 제시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스스로 자기 통제가 어려운 환자들은 행동교정이 필요한 

때도 있으며, 전화나 면회, 반입물건 등에 대한 제한이 많아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신과 간호사들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으며, 그런 

갈등에 대한 근거자료는 <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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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8 > 기타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

구분 내           용
실수

(명)

갈등

한다

환자의 증상에만 초점을 둔다

병원방침이나 치료지침이 환자 개인의 요구보다 우선시한다

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간호사가 감정적으로 환자를 대한다

시간부족으로 개인적인 간호를 하지 못한다

가족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5

4

4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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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강제입원, 강제투약, 보호실 

적용, 억제대 적용, 강제퇴원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 고 

각 갈등상황을 어떻게 인식하 으며 그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뤄어졌

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서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실

질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돕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정신과 입원병동에서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태도와 그에 

대한 이유 및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A.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 중에서 정신과 간호사는 억제대 적용

시 20명의 간호사 중 13명에 해당하는 70%가 갈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많

았고 보호실 적용은 11명(55%), 강제퇴원은 3명(15%), 강제입원 1명(5%), 강제투약 

0명의 순이었으며, 그 외 기타 갈등상황에서 13명이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남경아(2002)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실 경

험을 하게 될 경우에 정신질환자들이 자기 존재가치의 상실되고 안간힘으로 버티

며 치료자들의 횡포에 휘둘릴 뿐 아니라 상처의 흔적이 남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정신과 간호사 또한 보호실 적용과 억제대 적용할 경우에 

가장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인간적으로 측은함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과 간호사가 억제대 적용과 보호실 적용할 경우에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

게 되는 근거로서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한다고 

판단되거나 간호사나 의료 보조 인력의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나게 될 때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하 다. 반면 갈등하지 않게 되는 근거로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 심

각한 증상이 있어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거나 인력부족이나 다른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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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여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호실 적용이나 억제대 적용을 할 경우에는 

갈등이 없다고 하 다. 강제투약의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모두 갈등을 경험하지 않

는다고 하 고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19명이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정신과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질병에 대해 치료적으

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갈등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치료적인 의

미보다는 비인간적인 처치 행위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여진

다. 

또한 5가지 상황에서 갈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간호사 1명과 5

가지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간호사를 비교해 볼 때  윤리적 갈등상

황 대부분을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같이 근무하는 

책임간호사나 의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응답하 다. 따라서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

리기가 어렵고 갈등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반면에 6가지 갈등상황에서 

전혀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대상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가 좀 더 수월할 것을 기대하고 부서이동을 한 간호사로서 환자의 자율성이나 인

간적 존중에 대한 고려보다는 신속한 업무수행을 더 고려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

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을 보 다. 배정이와 손경희(2000)는 정신과 간호사는 환

자를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과 애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도 하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환자의 모습에서 오는 좌절감과 폭력적인 상황에서 느끼

는 두려움 등으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 다.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의 환

자에 대한 애정이 적을수록, 거부감이 많을수록 갈등이 심할 것이고 전문지식과 

기술, 노력 및 지지가 적을수록 갈등이 심할 것이라는 가설과 비교해 볼 때 근무

경력이 짧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윤리적 갈등

을 심각하게 경험한다고 하 다. 또한 Lutzen, Johansson, Nordstrom(2000)은 윤

리적 갈등이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심각해진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근

무하면서 윤리적인 고려를 많이 했던 간호사는 면접초기부터 많은 갈등상황에 대

해 응답하는 반면 윤리적 갈등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한 간호사

는 5가지 상황 모두에서 갈등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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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정신과 입원병동의 5가지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간

호사들의 인식과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억제대 적용과 보호실 적용은 20명의 간호사 중에서 각각 14명과 11명이 갈등

을 경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정신과 간호사들이 가장 강하게 윤리적 갈등을 경험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응답의 결과를 보

면, 환자의 자율성을 극히 제한되고 환자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보호실과 억제대 적용은 폐쇄병동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필요악’, ‘어쩔 수 

없는’ 이라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간호처리로 인식되어 왔으며 간호사들은 처치를 

수행하면서도 비인간적이라는 느낌, 죄책감, 무력감, 미안함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

을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보호실 퇴실 후 환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

을 때는 환자에게 미안함, 죄책감을 더 느끼고,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경험을 하며, 보호실의 시설적인 면이나 인력 등 환경적인 지원이 어렵

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실과 억제대 적용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간호사가 전문가

로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환자를 관리할 때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정신과 간호사들은 인력부족과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바빠서 더 인내하고 지

켜주지 못하고 보호실 적용을 하게 되고, 보호실 입실 후에도 세 하고 집중적인 

간호 대신에 모니터를 통한 간접 관찰이 주로 이뤄지게 되며 퇴실 시간도 환경적

인 요인으로 연장되는 경우들이 발생되는 데 대하여 환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

감을 경험하 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알콜 환자들의 낙상방지나 자해, 타해 등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실과 억제대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갈등을 느낀다고 하 다. 

또한 다른 부서와 달리 정신과 간호사들은 24시간 동안 ‘보호사’라는 의료 보

조 인력들과 함께 환자를 간호하고 있고 환자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보

호실 적용시 보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보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식부족, 보호사의 개인적 감정표출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간호사들은 환자를 위한 옹호자 역할의 수행의 어려움을 겪으

면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다(Redman & Fry, 2000). 인력부족과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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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증상이 심한 환자의 관찰 및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 이런 환자로 인해 

파생되는 이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을 두고 보호실 및 억제대 

적용을 하지만 때로 치료자의 편의에 의해 입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느낌으로써 

갈등을 경험하 다. 정신과 병동에서는 하나의 지역사회처럼 각각의 환자들이 개

별적이지 않고 병동 전체적으로 향을 미치게 때문에 환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

을 제공하기 위해 한 환자를 보호실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도 간호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강제입원시 정신과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병식이 없고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 으며 가족들이 원해서 입원시켰을 경우에는 

‘오죽하면 가족들이 집에서 견디다 못해서 입원을 결정했겠느냐’등의 가족들의 의

견에 공감하며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간호사에게 치료자로서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 다. 이것이 오히려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환자에

게 설득을 통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

현하 다. Magnusson 과 Lutzen(1999)는 윤리적 의사결정시 자율성의 윤리 원칙

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며 정신과 간호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불확

실하게 지각된 도덕적 역할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한 결과에서도 보여진다. 정신과 

간호사들은 입원치료는 꼭  필요하지만 현재의 입원과정에서 입원당시에 환자가 느끼

는 불안감이나 공포 등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입장이 되어 환자의 행동을 보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감과 불안감, 힘든 점 등을 

이해하고자 하 으나 이러한 간호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때 간호사로서 환자

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며 갈등하게 된다고 하 다.  

전우택(1997)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치료자가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미 지

적한 바 있고  외국에서는  강제입원에 대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치

료를 거부할 권리도 정신질환자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된 바가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

는 2002년 5월에  Osaka Mental  Health 와 Welfare Council 이  정신질환자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폭력, 학대, 무시와 같은 비안간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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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에 대해 알 권리, 부적절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 퇴원과 재활에 대한 치료와 서비

스를 받을 권리,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치료계획에 참여할 권리, 공정한 치료와 서

비스를 받을 권리, 개방적이고 적절한 치료 환경속에 있을 권리, 개인적인 소유물을 가

질 권리, 우편, 전화, 면회를 할 권리, 병원측으로부터의 퇴원에 대한 요구나 환자가 받

고 있는 치료나 간호에 대해 반대할 권리에 대해 발표하 다. 이와 비교해 보면 현재 국

내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시행되어지는 강제입원 뿐 아니라 다른 치료과정들이 전혀 정

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투약의 윤리적 갈등상황에는 정신과 간호사들은 20명의 모든 대상자가 윤

리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 는데 그 이유로서 정신질환자의 지적능력에 

대해 인정해주며 약물의 작용과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 으나 정신질환자들이 약을 거부하는 이유가 질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현

실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간호사들의 경험으로 볼 때 약물을 

투여하면 시간이 지나서 증상과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강제적

으로라도 투약을 해야만 한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전우택(1996)에 의하면 정신

약물 투여 후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불안이나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 다. 그렇다면, 그런 성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정신약물의 투약이 환

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정신과 간호사가 아무런 윤리

적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간호사들은 

Jameton(1984)의 분류를 사용해서 볼 때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불확실성, 윤리적 

고뇌(distress) 중에서 윤리적 고뇌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정

신과 약물을 투약하면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진정작용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잠에 취해 있거나 급성강직이 생기거나 온몸에 진전(tremor)가 생기거나 피부발적, 

오심, 구토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환자를 보게 될 경우에는 미안함과 무력감, 

안타까움 등의 정서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다. 또한 강제투약을 위해서 보호실 

및 억제대 적용을 하게 되거나 경관을 통해서 억지로 투약을 시행하게 될 때는 

비인간적이라는 느낌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 다. 

강제퇴원의 경우에는 치료가 되어 퇴원시키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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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키게 될 때 현실적인 상황과 환

자에게 미칠 미래를 예측하며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느끼며 괴롭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20명의 간호사 중에서 17명의 간호사가 전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질병의 치료

와 환자의 권리보다는 가족과 병원측의 요구 등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과 간호사는 다른 간호 분야의 간호사와 다른 간호중재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은

데 특히 입원병동이 폐쇄적으로 운 되고 있어 면회, 전화, 우편, 병실 규칙, 행동교정  

등을 통해 환자에게 많은 제한을 하게 된다(김소야자 등, 2000).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신변문제에 깊이 개입되게 될 때 환자가 남편이나 부모들로부터 버

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인간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권리를 참으며 가족들

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도록 충고할 때 궁여지책을 마련하여 환자에게 설득시키는 

경우, 환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간호사는 갈등 할  수밖에 

없다고 하 고,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환자들과 충분한 면담을 하지 못

할 때, 환자들을 질병의 상태와 관계없이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돌보와 주지 못할 때,  환자를 위한 치료적인 제한이기 보다는 원활한 

병동 운 을 위한 규칙 적용할 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하 다. 이는 유

명숙(2003)의 연구에서 상황적 역 중 바빠서 알면서도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게 

될 경우, 바빠서 환자 상태의 소홀한 관찰로 위급상황을 초래할 경우, 간호지식, 

경험부족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환자에게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권

이나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며, 인지적 역 중 자기주장(표

현)의 어려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무디어지고 타성에 젖게 됨, 자기 확신의 

부족, 의사결정권(힘)의 부족, 과중한 업무부담에 속하고, 정서적 역 중 화가 난

다, 속이 상한다, 죄책감이 든다, 갈등에 휩싸인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와 비교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정신과 간호사들은 보호실 적용과 억제대 적

용시에 적절한 적용 기준이 없고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간호처치라기 보다는 다

른 대안이 없고 시설적인 면이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하게 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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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고 환자의 사생활 보장이나 신체적 정신적 안

전에 손상의 위험에 빠뜨리게 됨으로써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입원과 투약에서도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서 인간

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여

지듯이 국내의 정신과 간호사들은 치료적인 의미에서 입원과 투약을 전혀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환자의 옹호

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볼 때 보호실과 억제대 적용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

한 논의와 적절한 적용기준과 입원과 투약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가장 큰 특징은 ‘윤리적 갈등’이라는 개념에 대해 대

부분의 간호사들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어렵고 부담스러워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윤리적 갈등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정신과 간호

사가 다수 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조차도 

개념적인 윤리적 갈등에 대한 응답보다는 감정적인 불편감에 가까운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간호사들이 ‘윤리적 갈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사실을 반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윤리적 갈등상

황을 객관화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해 왔

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 기간동안에 면접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반응은 평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

간적인 고민을 해 온 간호사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갈등을 경험한 상황을 다양

하게 보고하는 반면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대

부분의 상황에서 전혀 갈등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개인

의 가치관과 업무태도에 따라 윤리적 갈등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외국문헌에서 이미 보여지듯이 간호사의 개인별 가치관이나 도덕적 민감도

에 따라 윤리적 갈등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고 보여지며 또한 윤리적 갈등정도와 업무만족도, 업무수행능력 등과의 비교연구

도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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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한점

1. 표본크기가 작아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2. 연구자가 임의로 정신과 입원병동에서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5개의 상황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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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해지고 있으며(Redman & Fry, 2000; Lutzen, Johansson, Nordstrom, 2000; 

Magnusson & Lutzen, 1999; 남경아, 2002), 정신과 간호사는 다른 부서의 간호사

와는 달리 특별한 일면이 있고 특히 환자, 가족, 의사 및 동료와 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또 그들과 잦은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며(김소야자, 김윤희, 유숙자, 이

광자, 이소우, 1994), 끊임없이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개발하여 이용해야 하는 정

신과 간호사는 업무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갈등 상황과 빈번하게 직면하고 있다(배

정이, 손경희, 2000). 정신과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이 어떤 것이고 

간호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본 연구는 한

국의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각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간호사들이 어떤 근거로

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정신과 간호사

의 윤리적 갈등경험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추후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본 연

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임상에서는 정신과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갈등상황에

서 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기준 마련과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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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이 무엇이고 이런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

지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정신과 간호사들을 표적 모집단으

로 하고, 경기도 소재 1개 종합병원 내 정신과 입원병동, 1개 정신전문병원의 간

호사들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 후 일반적 특성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하 다.

연구도구로는 서울 소재 1개 종합 병원내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pilot study를 한 결과를 정

신과 교수 1인으로부터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면접지침서를 사용하

다. 

자료 수집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20명의 대상

자를 심층면접하며 녹취한 자료를 김경동과 이온죽(1986)의 내용분석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과 입원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억제대 적용(14명), 보호실 적용(11명), 

강제퇴원(3명), 강제입원(1명), 강제투약(0명) 순으로 나타났다. 억제대 적용시 갈등

하는 이유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가 가장 많았으며, 억제대 적용기준이 혼돈스럽고 모호하거나 장시간 묶여있거나 

신체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료 보조 인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 

간호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적용되는 경우, 여자 환자가 다리를 억지로 벌려야 하

는 경우 등이었으며, 보호실 적용시에는 보호실 적용기준이 모호한 경우, 의료 보

조 인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경우, 보호실 내에서 대소변 보게 되거나 여자 

환자가 생리를 하는 등 사생활이 침해 되는 경우, 모니터를 통해서 사생활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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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간호사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위

한 경우, 퇴실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갈등하는 이유 으며, 강제퇴원시 병원

이라면 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상 호전 없이 간

호사가 소진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더 나쁜 만성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게 되

는 경우에 갈등한다고 하 으며, 강제입원시에는 신규간호사가 환자가 입원시 ‘정

말 저 사람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지식부족으로 환자

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다. 그 외 상황에서는 정신질

환자이니까 가족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권유하게 되는 경우, 시간부족으로 면담을 

제대로 못해 주는 경우, 바쁜 업무 때문에 환자의 개인위생을 돌봐주지 못하는 경

우, 증상이 심한 환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경우, 반복되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 익숙해져서 무시하는 경우, 전화나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등

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대상자 숫자를 확대한 양적인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좀 더 의미있는 내용

의 자료수집을 위한 질적인 연구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정신과 간호사와 의사와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정신질환자 간호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윤리적 갈등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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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윤리적 갈등 경험에 관한 면접 지침서

(1) 당신은 윤리적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이 지금까지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윤리적 갈등들은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3) 당신은 입원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 해 주십시오. 

-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렸습니까?

- 그런 윤리적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결정 후의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대안적 해결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당신은 투약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 해 주십시오. 

-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렸습니까?

- 그런 윤리적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결정 후의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대안적 해결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당신은 보호실 및 억제대 적용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

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 해 주십시오. 

-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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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윤리적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결정 후의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대안적 해결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 당신은 퇴원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 해 주십시오. 

-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렸습니까?

- 그런 윤리적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결정 후의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대안적 해결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당신은 기타 행동교정, 면회, 전화 등 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 해 주십시오. 

-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렸습니까?

- 그런 윤리적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 결정 후의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대안적 해결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당신이 그 외의 경험하신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다면 말 해 주십시오.

(9) 당신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에서 가지는 원칙이나 신념은 무엇입

니까?

(10) 당신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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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ychiatric Nurse's Perception in Ethical Conflict Situation

Park, Jeong hw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psychiatric nurse's perception in 

ethical conflict situation. The study subjects, 20 nurses, served at Kyungi-do. 

Data collected by face to face interviews, dating from Sep. 22 to Nov. 10, 2003. 

The pertinest data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into 2 main areas in 5 

situation(forced admission, forced medication, seclusion, physical restraints, 

forced discharge). These areas consisted of 'conflict' and 'not conflict'. 

Psychiatric nurses responsed 'conflict' in seclusion and physical restraints. 

Because of complaints about physical injury and pain of psyciatric patients,  

vague standards, a individual emotion of medical aids. Psychiatric nurses said ' 

not conflict' in seclusion and physical restraints that risk of self mutilation or 

violent behavior, a absence of counterproposal, a insufficiency of manpower. 

Psychiatric nurses conflicted in forced admission and forced medication 

when they was not sured of admission. But They didn't conflict when  

symptoms of patients was serious, family of patiens required, a insight of 

patient was insufficien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help with understan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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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conflict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es, and be applied to the 

preparation of standard in order to advocate patients, and help with 

developing the ethical decision-making of psychiatric nurses. 

Key words : psychiatric nurse/ethical conflic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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