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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의 수

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도덕적 고뇌 내용

을 기술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

다. 연구의 대상은 4개 병원과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중인 정신간호사로,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였고 자가보고 형식의 설

문지와 두 그룹에게 각 1회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최종

10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서 종속변인인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Ohnishi 등(2010)의 정

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구를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3인이 committee

approach 방법을 통해 번역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측정하였다. 도덕적 고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민감성은 Han 등(2010)의 한국판 도덕적 민감

성 측정도구, 윤리적 환경은 Victor와 Cullen(1988)의 윤리적 환경 설문지를 류선

권(200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녹취한 면담 기록은 내

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평균 3.74점으로 하부영역별로 보면 인력부족

(3.91),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3.71), 환자권리 침해에 대한 묵인영역

(3.60) 순으로 나타났다.

2.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4.67점이었고,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은 법

률 및 직업강령형(3.56), 사회적 책임형(3.46), 규정과 절차형(3.37), 팀이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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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개인적 도덕형(3.16), 효율추구형(3.11), 우정형(2.93), 자기이익형(2.86),

회사이익형(2.50) 순이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차이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인 정신간호사가 3년 미만인

정신간호사에 비해 도덕적 고뇌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도덕적 민

감성과 윤리적 환경의 하위유형 중 자기이익형, 회사이익형은 도덕적 고뇌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정형, 사회적 책임형은 도덕적 고뇌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도덕적 고뇌의 유의한

영향요인은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유형 중 자

기이익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고뇌 상황: 4범주 14내용.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협

력자에 대한 윤리,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2)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 2범주 14내용.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행동반

응,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정서반응

4) 도덕적 고뇌 상황을 통한 성찰: 1범주 8내용. 도덕적 고뇌의 극복요인과 좋은간

호의 자원

결론적으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정신간호의 특수성

을 고려한 조직적인 접근방법이 유용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신간호사의 도덕

적 고뇌 영향요인은 도덕적 고뇌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여

하리라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정신간호사,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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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가 대상

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회

가 증가하고 있다(Lutzen, Dahlqvist, Eriksson, & Norberg, 2006). 이는 건강관리

영역 전반에 걸친 소비자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주영

수, 2005), 간호현장에서도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강조된 결과이다(유명숙 &

손기철, 2012).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전문직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유명숙

& 손기철, 2012),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Corley,

2002). 도덕적 고뇌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 도덕적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상

황적 제약으로 인해 그 옳은 선택을 따르지 못할 때 경험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

운 감정이다(Jameton, 1984).

간호윤리 영역에서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 스트레스 등의 용어

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덕적 딜레마란 두 개 이상의 윤리원칙이

상황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해야 옳은 지 잘 알지 못하는 혼돈을 말하며(Jameton,

1984), 도덕적 스트레스는 도덕적 딜레마의 혼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경험한다(Zuzelo, 2007).

직업에 따라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형태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의

윤리적 문제는 주로 도덕적 딜레마의 형태로 경험하는 반면, 간호사의 윤리적 문

제는 주로 도덕적 고뇌의 형태로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조민정, 2005; Oberle &

Hughes, 2001; Redman & Fry, 2000). 간호사는 의사가 결정한 치료의 수준과 방

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에 따라야 할 때(Redman & Fry, 2000)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적기 때문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Ober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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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es, 2001). 또한 의사의 지시, 기관의 지침, 병동의 관행이나 분위기, 그리고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윤리적 판단과 다름을 자주 경

험하게 되고, 자신이나 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각했을 때에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조민정, 2005).

도덕적 고뇌가 해결되지 않으면 간호사는 무력감, 죄책감, 자아비판, 낮은 자존

감을 경험하게 되고(Deady & McCarthy, 2010), 직무 불만족으로 연결되어 이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Schluter, Winch, Holzhauser, & Henderson, 2008). 또

한 간호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Corley, 2002).

정신건강영역은 다른 임상영역과 달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

상,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Ohnishi et

al., 2010). 정신질환자는 권익 주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의 대부

분을 의료인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대상자에게

올바른 행위인지 매순간 판단하고 반성해야 하는 윤리적 부담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조민정, 2005).

정신질환자의 치료상황에서는 강제성을 띤 치료행위도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

는데, 억제대 적용, 보호실 적용, 강제입원, 강제퇴원, 그리고 강제투약과 같은 강

제성을 동반한 간호수행 과정에서 간호사는 도덕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Olsen, 2003). 특히 보호실 적용 과정에서 적용기준이 모호하거나 간호사 개

인 또는 보조인력의 감정적인 개입이 있을 때 갈등하게 되고, 억제대 적용으로 인

해 대상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감정적인 불편함과 안타까움

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박정화, 2003). 선행연구를 통해 도덕적 고뇌의 관련요인

을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민감한 간호사가 부정적인 윤리적 환경에서 도덕적 의사

결정과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고 보고되

었다(김해리 & 안성희, 2010; Corley, Minick, Elswick, & Jacobs, 2005; Lutzen,

Blom, Ewalds-Kvist, & Winch, 2010; Pauly, Varcoe, Storch, & Newton, 2009;

Schluter et al., 2008).

도덕적 고뇌는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Ham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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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Jameton(1984)에 의해 개념이 정의된 이후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정신간호영역은 특수부서라는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

다. 소수의 해외 연구에서만 정신간호사가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

였을 뿐(Deady & McCarthy, 2010; Lutzen et al., 2010; Ohnishi et al., 2010), 국

내에서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정신건강

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으로 보고된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내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현상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를 예

방하거나 관리하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4 -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

의 관련요인으로 보고된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

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구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의 수준을 파악

한다.

2.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4.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내용을 기술한다.

C. 용어의 정의

1) 도덕적 고뇌

도덕적 고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 도덕적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그 옳은 선택을 따르지 못할 때 경험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

정이다(Jameton, 1984).

본 연구에서는 Corley, Elswick, Gorman과 Clor(2001)가 개발하고 Ohnishi 등

(2010)이 정신간호사에게 맞게 수정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구(Moral

Distress Scale for Psychiatric Nurses: MDS-P)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후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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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환자의 취약한 상

황을 상황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환자를 위한 결정의 윤리적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이다(Lutzen, Evertzon, & Nordin, 1997).

본 연구에서는 Lutzen 등(1997)이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를 Han, Kim, Kim과 Ahn(2010)이 한국 간호사에

게 타당화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Korean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K-MSQ)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직의 윤리적 환경

윤리적 환경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윤리적 문제를 다루

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조직 내의 공유된 인식으로, 구성원의 행동 방식에 제약을

가하고 윤리적 행동방향을 제시해준다(Victor & Cullen, 1988).

본 연구에서는 Victor와 Cullen(1988)의 윤리적 환경 설문지(Ethical Climate

Questionnaire: ECQ)를 류선권(2009)이 국문화하고, 남지은(2010)의 연구에서 사용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남지은(2010)의 연구에서 Ethical climate를 윤리풍토로 번역하였지만, 윤리풍토

는 조직 내 환경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환경으로 명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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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도덕적 고뇌에 관련된 요인변

수를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도덕적 민감성은 Han 등(2010)의 개념과 범주에 근거

하여 환자중심 간호영역, 전문적 책임영역, 갈등영역, 도덕적 의미영역, 선행영역으

로 구성되고, 윤리적 환경은 Victor와 Cullen(1988)의 개념과 범주에 따라 자기이

익형, 회사이익형, 효율추구형, 우정형, 팀이익형, 사회적 책임형, 개인적 도덕형,

규정과 절차형, 법률 및 직업강령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덕적 고뇌는 Ohnishi

등(2010)의 개념과 범주에 따라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 인력부족, 환자 권

리 침해에 대한 묵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덕적 고뇌는 도덕적 민감성 및 윤리적 환

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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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면서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는 도덕적 불확실성,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 고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도덕적 불

확실성은 간호사가 어떤 도덕적 가치나 원칙을 적용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 도덕적 딜레마는 두 개 이상의 윤리 원칙이 상황에 적용되고 이 중 하나를 선

택하여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 잘 알지 못하는 혼돈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는 어떻게 해야 옳은지 알고 있지만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Jameton, 1984).

도덕적 딜레마는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돈 때문에 스트레스의 요인

이 되는데(Elpern, Covert, & Kleinpell, 2005), 도덕적 스트레스란 윤리원칙이 충돌

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노력으로서 나타난다(Zuzelo,

2007). 예를 들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균형을 시도할 때 도덕적 스트레스가 나타난다(Lutzen et al., 2010). 정

신건강영역의 강제적인 치료행위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

하는 도덕적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치료행위는 생명윤리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환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치료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Grace, 2009). 이러한 윤

리 원칙들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잘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할 수 있는 임상

적 결정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Marangos-Frost & Wells, 2000),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간호사는 높은 도덕적 책

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Zuzelo, 2007).

Deady와 McCarthy(2010)는 도덕적 고뇌를 도덕적으로 억제된 개인의 경험으

로 설명하면서, 도덕적 선택을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도덕적 행동으로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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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Wilkinson(1988)은 도덕적 고뇌란 간호

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도덕적인 문제 중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도덕적 고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고, 그 상황

에서 간호사가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믿

을 때 생긴다고 하였다. 도덕적 고뇌 개념은 초기 고뇌와 반응적 고뇌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는데, 초기 고뇌는 상황적 제약과 자신의 의사결

정이 충돌할 때 간호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반응적 고뇌는 초기 고뇌

를 잘 처신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고뇌이다(Jameton, 1993).

도덕적 선택을 도덕적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하는 상황적 제약에는 시간부족,

관리자의 지지부족,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제도 등이 있다(Jameton, 1984, 1993).

또한 권한의 부족, 의사결정권의 부족, 그리고 간호사가 지켜야 하는 기관의 규칙

이나 권위도 포함된다(한성숙, 2005). Corley(2002)는 인력부족, 부적절하게 교육받

은 인력, 수행하기 어려운 조직의 정책과 절차 등으로 인해 간호사가 도덕적 고뇌

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Elpern 등(2005)은 간호사가 재정적 압박과 제한된 자

원으로 간호를 해야 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아일랜드의 정

신간호사 8명을 대상으로 한 Deady와 McCarthy(2010)의 연구에서는 동의하지 않

는 임상적 결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따라야만 할 때, 자신이 생각하

는 좋은 간호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간호가 기대됨을 인식했을 때, 동료 간호사의

관점이나 병원 정책이 자신의 판단과 충돌될 때, 그리고 환자의 자율성이 제한되

는 상황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정신건강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대표적인 강제적인 처치에는 격리, 억제, 비자

발적 입원, 강제투약이 있는데(Valimaki, Taipale, & Kaltiala-Heino, 2001), 정신간

호사는 이러한 강제적인 처치를 해야 할 때 도덕적 고뇌에 직면하기 쉽다(Olsen,

2003). 박정화(2003)의 연구에서 정신간호사가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억제대 적용, 보호실 적용, 강제퇴원, 강제입원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정신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며 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지도 모르는 억제대와 보호실 적용 상황에서 처치를 수행하면서도 죄책감, 무

력감, 미안함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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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영역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중 정신간호사는 ‘보호사’라는 보조인력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한 많

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신간호사는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

이거나, 이로 인해 보호실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

이다(박정화, 2003). 그러나 현재 임상에서 보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특별

한 자격이나 교육 및 훈련과정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과정 중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에서는 치료진과의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진과 보조인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치

료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호사는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며 간호사와

함께 가장 오랜 시간 대상자 곁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사가 환자에게 미

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이애경, 2007). 이러한 임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간

호사는 보호사의 지식 부족이나 개인적 감정 표출로 인하여 대상자가 피해를 보

는 상황, 예를 들면 보호사가 환자를 보호실 적용 하자고 요청하거나 보호실이나

억제대 적용 과정에서 보호사가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보호사와

의 관계와 대상자의 옹호자 역할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갈등한다고 보고되었다(박

정화, 2003).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대상자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간호사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게

된다(Corley et al., 2005).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선택과 달리 최선의 간호 제공과

환자 옹호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Schluter et al.,

2008). 간호사는 도덕적 고뇌로 인해 무력감, 절망감, 죄책감 등의 감정을 경험한

다고 보고되었고(Schluter et al., 2008), 도덕적 고뇌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소진과 유사하며 도덕적 고뇌와 소진의 양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Ohnishi et al., 2010). 소진이란 사람과 일을 하는 직업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나 냉소적 증후군으로,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

감 결여의 하부요인으로 분류된다(Maslach & Jackson, 1981). 도덕적 고뇌와 사직

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Corley 등(2001)의 연구에서 15%의 간호사가 도덕적 고뇌

때문에 사직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도덕적 고뇌와 이직의도의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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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되었다(한수정, 2012).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설명하기 위해 Corley(2002)가 제안한 도덕적 고뇌 이

론에 따르면, 간호사의 개인적인 도덕적 요소들이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적 요소에는 헌신, 민감성, 자율성, 이해력, 판단, 갈등, 역량, 그리고 확실성이

있다. 도덕적 고뇌는 간호사의 소진을 유발하고 이직이나 완전히 간호전문직을 떠

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간호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

되고 간호사가 환자를 옹호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즉, 도덕적 고뇌는 전문직 간호의 주요한 문제로 전반적인 건강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적 고뇌의 영향요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Schluter등(2008)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한 개념적 기틀에 의하면, 조직의 윤리적 환경, 지각된 도덕

적 민감성, 교육수준은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고뇌는 간호의 질,

직무만족, 소진 그리고 직원의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간호전문직을 완

전히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이론은 Corley(2002)가 제안한 이론이

유일한데, 그 모형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간호사의 개인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임상에의 적용과 경험적 검증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Schluter등(2008)이 체

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한 개념적 기틀에 의하면, 도덕적 민감성, 교육수준이라

는 개인적 요인과 윤리적 환경이라는 조직적 요인이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

고, 도덕적 고뇌의 결과도 비교적 단순화하여 경험적 검증과정에 더 유용하다.

정신간호사는 도덕적 고뇌를 경험할 때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대

처방법에는 상황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기, 특정 동료와 일하기를 거부하기, 이직

하기, 동료·친구·가족과 이야기하기,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두 가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 즉, 가정과 직장에서의 행동에 각기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 등이

있다(Deady & McCarthy, 2010). 그리고 의사결정을 의사의 권한으로 넘김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박정화, 2003).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간호사를 윤리적으로 지지하고, 간

호사에게 본인이 제공하는 간호에 대한 자율성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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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관리자와 동료는 윤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서로를 옹호

해야한다고 보고되었다(Schluter et al., 2008). 도덕적 고뇌에 대한 예방적 해결책

과 지속적인 교육 및 중재가 요구되며(Corley, 2002), 윤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중재가 필요하다(Corley et al., 2005).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측정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주로 Corley 등(2001)의 도

덕적 고뇌 도구(Moral Distress Scale: MDS)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유명숙

(2003)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측정하기 위

한 도구에는 Ohnishi 등(2010)이 Corley 등(2001)의 도덕적 고뇌 도구를 정신간호

사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구(Moral Distress Scale

for Psychiatric Nurses: MDS-P)가 있다.

앞에 소개한 각 도구들을 살펴보면, Corley 등(2001)은 Jameton(1984, 1993)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개념과 House와 Rizzo(1972)의 역할 갈등 이론, 그리고

Rokeach(1973)의 가치와 가치체계 이론을 기초로 하여 Likert식 7점 척도, 32문항

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개인적 책임감,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 속임수의 3 영역으로 구분된다. Corley 등(2001)이 개발

과 동시에 병원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1점에서 7점 중

3.9∼5.5점으로 측정되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때’였다. 해외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 도

구를 사용하였으나, 주로 일반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하였

고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Corley et al., 2005; Elpern et al., 2005;

Pauly et al., 2009; Rice, Rady, Hamrick, Verheijde, & Pendergast, 2008; Zuzelo,

2007).

유명숙(2003)의 도덕적 고뇌 도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유일한 도구로, Likert식

5점 척도,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상황적 영역, 인지적 영

역, 행동적 영역, 정서적 영역의 4영역으로 구분된다. 유명숙(2003)의 도덕적 고뇌

도구가 개발된 이후, 총 4편의 연구에서 이 도구를 사용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병

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김해리 & 안성희, 2010; 유명숙,

2006; 한성숙, 2005; 한수정, 2012)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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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ley 등(2001)의 도구와 유명숙(2003)의 도구는 정신간호영역에 해당하지 않

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선행연

구에서도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Ohnishi 등(2010)의 정

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구는 일본의 정신간호사에 맞게 개발된 도구이다.

Ohnishi 등(2010)이 개발과 동시에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측정한 결과, 도덕

적 고뇌 강도의 평균은 0∼6점의 가능범위에서 2.86점으로 측정되었고, 빈도는

2.47점으로 강도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도덕적 고뇌의 강도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항목은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인력 수준으로 구성되어 일하는

경우’였는데, 이는 Corley 등(2005)의 연구결과, Zuzelo(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이와같이 도덕적 고뇌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으나 국내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를 측정하는 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국내 정신간호사

의 도덕적 고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고뇌의 내용과 정신간호의 특수성

및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의 특

수성을 반영한 Ohnishi 등(2010)의 도덕적 고뇌 도구를 국내 정신간호 상황에 적

합한지 그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여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최초로 사용

하는 도구이고 관련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보다 포

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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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관련요인

도덕적 고뇌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헌신, 도덕적 민감성, 자율성, 이해력, 판단, 갈등, 역량, 확

실성, 교육수준 등이 있고, 조직적 요인에는 윤리적 환경이 있다(Corley, 2002;

Schlut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환경을 문헌을 통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특정 상황 속에 내

포된 윤리적 문제를 규명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

칠 수 있을지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Rushton & Penticuff, 2007). Rest의

4-구성요소 모형(Four-Component Model)에 의하면,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행

동의 표출 과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 어떤 상황을 도덕적 사태로 지각,

해석하지 못한다면 도덕적 행동은 일어날 수 없고, 타인의 필요와 복지에 대한 심

각성이 부족해도 도덕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Rest, 1994). 최명민(2005)은 도

덕적 민감성을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며, 감정이입

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의료영역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도

덕적 갈등을 인식하고 환자의 취약한 상황을 상황적,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환자를

위한 결정의 윤리적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이다(Lutzen et al., 1997).

높은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제거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Rushton & Penticuff, 2007), 간호사에게 높은 도덕적 민감

성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Lutzen et al., 2006),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대상자의 이익

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에 비해 환자의 갈등, 위기

상황 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P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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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schenko, 2004). 도덕적 갈등상황은 복잡하고 긴박하게 진행되므로 간호사는 신

속하게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Corley et al., 2005),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지각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Kim, Park, You, Seo, & Han, 2005).

Lutzen, Johansson과 Nordstrom(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보다는 간호사, 남

자보다는 여자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와 다른

부서, 의사와 간호사,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간호사에 비해,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강제

투약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정신건강영역에서 일하

는 의사와 간호사가 다른 부서에 비해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

황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Lutzen등(1997)은 남자 정신건강의

학과 의사가 여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환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학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더 동의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여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05)은 한국 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한 결과, 0∼1점 척

도에서 평균 0.71점의 높은 민감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가 윤리적 문제에 대

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간호를 수행하면서 윤리

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7%의 간호사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도덕적 민감성의 관련 요인으로는 임상경력, 윤리교육 경험,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 윤리적 기준, 도덕적 자아개념 등이 보고되었다. 임상경력 9년 이상인 간호

사가 2년 이하인 간호사에 비해 도덕적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윤리교

육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인 간호사가 1∼2회인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김해리 & 안성희, 2010). 또한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에 따라 도덕적 민

감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김해리 & 안성희, 2010; Kim et al., 2005), 윤리적

기준이 매우 확고한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그 민감성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김해리 & 안성희, 2010). Kim, Park, Son과 Han(2002)는 도덕적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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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덕적 민감성의 정 상관관계를 보고하며, 간호사는 도덕적 자아개념을 강화하

여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Corley(2002)가 제안한 도덕적 고뇌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민감성이 있으나 도

덕적 역량이 부족한 간호사가 도덕적 고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도덕

적 역량이란 상황을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력과 의도를 사용하여 도덕

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다(Rest, 1994). 반면에,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

고 간호 능력을 상실하여 도덕적 민감성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 간호사는 도덕

적 고뇌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모든 간호사가

도덕적 고뇌가 높은 것은 아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는 간호사는 도덕적 역량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고 도덕적 고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Corley, 2002). 김해리와 안성희(2010)의 연구에서 도덕

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는 낮은 정도의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Lutzen

등(2010)의 연구에서 도덕적 스트레스는 도덕적 민감성의 두 하부영역인 도덕적

부담과 도덕적 지지에 영향을 받았다. Lutzen 등(2006)은 도덕적 민감성과 어떻게

도덕적 문제를 부담감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와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어서 연

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에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윤리적 환경

Ethical climate는 국내 문헌에서 윤리풍토, 윤리적 분위기로 번역되어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Ethical climate는 조직의 환경, 조직의 분위기로 해석되는

Organization climate의 하부 개념이고 조직 내 환경 요소라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Ethical climate를 윤리적 환경으로 명칭하였다.

윤리적 환경의 상위 개념인 조직의 환경은 조직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풍토라고 부르기도 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인상 또는

느낌을 말한다(신유근 등, 1999). 조직 환경은 특정 조직 또는 업무 팀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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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준

준거형태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기주의 자기 이익형 회사 이익형 효율 추구형

공리주의 우 정 형 팀 이익형 사회적 책임형

의무론 개인적 도덕형 규정과 절차형
법률 및

직업강령형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요소로(Snow, 2002), 병원의 조직 환경

과 간호사의 잔류 의도(Intent to stay)는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Mrayyan, 2008).

윤리적 환경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윤리적 문제를 다루

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조직 내의 공유된 인식으로, 구성원의 행동 방식에 제약을

가하고 윤리적 행동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Victor & Cullen, 1988).

Olson(1998)은 조직 내에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조직 구성원의 태

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 대한 개별적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윤리적으

로 민감한 환경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윤리적 환경은 의료

기관의 조직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절될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진다(Schluter

et al., 2008).

Victor와 Cullen (1988)은 윤리적 환경을 두 개의 축으로 구성하여 9개의 유형

화한 모형을 개발하고<표 1>, 이를 토대로 윤리적 환경 설문지(Ethical Climate

Questionnaire: ECQ)를 개발하였다.

<표 1> 윤리적 환경의 유형

출처; Victor, B., & Cullen, J. B. (1988). The organizational bases of ethical work

climat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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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와 Cullen (1988)에 의하면 이기주의 범주의 자기 이익형은 각 개인이 자

신의 독점적 자기이익만을 고려하는 유형이고, 회사 이익형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

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효율 추구형은 조직 활동 중 시스템의 효

율성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다음으로 공리주의 범주의 우정형은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작업진단의 규범으로 존중하는 유형이고, 팀 이익형은 팀의 이익을 위

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형은 조직행동의 결과가 조

직외부의 고객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의무론

범주의 개인적 도덕형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개인적 도덕신념에 입각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이고, 규정과 절차형은 조직 내 의무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

는 유형이다. 그리고 법률 및 직업강령형은 법률이나 직업강령의 준수 등 조직외

부의 통제기구를 중요시하는 유형이다.

남지은(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윤리적 환경 중

우정을 가장 강하게 인식했고, 회사이익에 대해 가장 약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자

기이익, 우정, 팀 이익, 사회적 책임, 개인 도덕성, 회사규칙, 법과 코드 등의 윤리

적 환경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졌다. 윤현주(2010)에 의하면

간호사가 자기 이익, 우정, 사회적 책임, 개인 도덕성의 윤리적 환경을 강하게 지

각할수록,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윤리적 환경과 도덕적 고뇌의 관계를 살펴보면, 병원의 윤리적 환경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도덕적 고뇌 간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Corley

et al., 2005; Pauly et al., 2009). Pauly 등(2009)의 연구에서는 병원의 윤리적 환

경을 동료, 환자, 관리자, 병원, 그리고 의사와의 관계로 측정하였는데, 5가지 관계

모두에서 도덕적 고뇌와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Lutzen 등(2010)은 정신간호

사의 도덕적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함께 조직의 윤리적

환경을 보고하였다.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그 영향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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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수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내용을 기술하기 위

해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의 관점에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B. 연구대상

1. 설문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로, 4개 병원

과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중인 정신간호사를 편의추출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정신간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를 비롯하여 정신

보건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를 모두 포함한다.

2) 임상 경력 1년 이상이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

윤리적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한다고 보았다. 선

행연구(김해리 & 안성희, 2010; 이광자 & 유소연, 2011)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

용했다.

3)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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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α=.05, 효과 크기 중간정도 .15, power

1-β=.80, 예측변수 6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98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연구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

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이다. 연구

목적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간호사를 목적적 표본 추출하

였다.

C.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지의 내용은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10문항,

도덕적 고뇌 측정도구의 13문항, 도덕적 민감성 측정도구의 27문항, 윤리적 환경

측정도구의 36문항이 포함되어 총 86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도구의 측정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도덕적 고뇌

Corley 등(2001)이 개발하고 Ohnishi 등(2010)이 정신간호사에게 맞게 수정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구(Moral Distress Scale for Psychiatric Nurses:

MDS-P)의 사용에 대해 e-mail을 통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1차로 영

문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영문의 원 도구와 번역한 도구를 이중 언어

자인 간호학 교수 3인이 확인하는 committee approach 번역 방법을 사용하였다.

Committee approach는 원어에서 대상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이중 언어자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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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으로, 3인 이상의 이중 언어자를 필요로 한다(Cha, Kim, & Erlen,

2007).

내용타당도 검증과 문항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정신건강의

학과 교수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신보건간호사 1인, 박

사과정 중인 정신보건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총 4명의 전문가들이 평가하였다. 전

문가들이 판단한 척도 점수에 근거하여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정하였고, S-CVI값은 0.73이었다. I-CVI 값이 0.5인 두 항목을 제외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I-CVI 값이 0.75이고 전문가들이 일부 수정을 요구한

두 항목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 관련 5문항, 인력부족 관련

4문항, 환자권리 침해에 대한 묵인 관련 4문항이다. 각 문항은 크게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와 ‘경험한 적이 있다’로 분류되고, ‘경험한 적이 있다’는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불편하지 않다’ 0점에서 ‘매우 불편하다’ 6점으로 구성된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큰 것을 의미한

다. Ohnishi 등(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다.

Ohnishi 등(2010)이 도구개발 당시 사용한 도구는 각 항목에 대해 빈도와 강도,

두 가지를 함께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였다. 그러나 Ohnishi 등

(2010)은 빈도와 강도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도덕적 고뇌의 강도가 실

제 경험으로 보고된 것인지, 경험이 없음에도 경험하였다고 가정하여 보고된 것인

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식과 같이 수정하였다고

하였다. Ohnishi 등(2010)은 본 연구자에게 수정된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하였고,

경험한 적이 없는 간호사는 도덕적 고뇌를 느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0점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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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민감성

Lutzen 등(1997)이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개발한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를 Han 등(2010)이 한국 간호사에게 타당

화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성 설문지(Korean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K-MSQ)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사용을 e-mail을 통해 승인 받았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환자중심 간호영역 5문항, 전문적 책임영역 7문항, 갈등영

역 5문항, 도덕적 의미영역 5문항, 선행영역 5문항으로 총 27문항이며, Likert식 7

점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

7점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K-MSQ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다.

3. 윤리적 환경

Victor와 Cullen(1988)의 윤리적 환경 설문지(Ethical Climate Questionnaire:

ECQ)를 류선권(2009)이 번안하고 남지은(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였다.

자기이익형 4문항, 회사이익형 4문항, 효율추구형 4문항, 우정형 4문항, 팀 이익

형 4문항, 사회적 책임형 4문항, 개인적 도덕형 4문항, 규정 및 절차형 4문항, 법률

및 직업강령형 4문항의 9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36문항이다. 각 문

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Victor와 Cullen(1988)의 연구에

서 .90, 남지은(2010)의 연구에서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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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Y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간대 IRB 2012-1018), 2012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1. 설문조사

연구자가 4개의 병원과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진행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설명문을 제

공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최종

적으로 총 108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연구자가 직접 포스터를 통해 홍보하여 포커스그룹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근무

지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

호사를 목적적 표본 추출하였고, 총 6개 기관 8명의 정신간호사가 선정되었다. 각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그룹 구성은 일 대학원의 석 · 박사 과정 중인 정신간호사 4명, 정신보건간호

사 수련과정 중인 정신간호사 4명의 총 2개 그룹으로 하였다. 솔직한 내용을 이끌

어 내기 위해 근무지가 아닌 교육과정에 따라 분할하였다. 그룹 내 대상자 간의

교육과정이라는 동질성은 자유로운 토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룹 간의 인

식차이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 대상자들이 질문과 관련된 생각을 미리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포커스 그

룹 인터뷰 1주일 전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인터뷰는 2012년 10월

2회에 걸쳐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차는 약 80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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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질문유형 질문 내용

5분 시작질문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70 분 핵심질문

➀ 정신간호사로서, 본인이 도덕적으로(윤리적으로) 불편했던(어려

웠던,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➁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간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간호를 수

행했던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➂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간호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인은 무

엇이 있습니까?

➃ 좋은 간호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애요인을 지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➄ 좋은 간호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애요인을 지각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➅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게 하는 자원 및

극복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5 분 마무리질문

지금까지 정신간호사로서, 좋은 간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상황,

좋은 간호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애요인, 대처와 감정, 극복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는 약 90분이었다. 장소는 조용하고 대상자들에게 익숙한 간호대학 세미나실을 이

용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간단한 설문지를 이용해 파악

하였고, 인터뷰 후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모든 질문은 대상자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표 2>와 같

이 구성하였다.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방법(녹음과

기록), 익명성, 인터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 시작을 알린 후 시

작하며, 녹음과 동시에 주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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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주관이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고, 촉진질문을 통해 연구 대상자

의 풍부한 경험과 대상자간의 활발한 토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인터뷰 동안

연구 대상자들은 편안해 하였고, 경험을 나누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 연구자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

즉 대상자들이 사용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전사하

였다. 전사 시, 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해 각 대상자에게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E. 자료분석방법

1. 설문조사 분석방법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 수준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이 도덕적 고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2.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분석방법

인터뷰 내용은 서술적 자료를 주요 개념과 주제에 따라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

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Polit & Beck, 2012). 연구자

는 녹음 내용, 녹취록 등의 필사된 모든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확인하였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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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비교, 대조, 분류, 부호화하며 추상화 과정을 거쳐 주요

내용,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출된 의미있는 자료는 간호학 교수 3인과 함께 추가 검토하여, 분석자 간의 피

드백을 통해 합의 및 수정하였다.

F.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건네주

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 후 제공된 봉

투에 넣어 봉인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근무 경력,

교육, 자격, 결혼 상태, 종교, 근무지의 형태, 현재의 직위)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

하지 않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선정 시,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를 지목하는 형식

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포스터를 통해 홍보하여 선정하였다. 포커스 인터뷰 내용

에 대한 전사 시 인명은 기호로 구분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정해진 장소(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코딩함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 코딩된 자료와 필사자료, 음성파일은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파일에 저

장하였다. 논문작성을 위한 모든 공식자료에 일체의 개인정보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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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108명 중 여자가 101명(93.5%), 남자가 7명(6.5%)으로 여자가 대부분이었다. 평균

연령은 33.83±7.82세로, 만 23세에서 58세였으며, 30세 미만이 41명(38.0%), 30∼34

세, 40세 이상이 각 27명(25%)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55명(50.9%), 미혼자가

53명(49.1%)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71명(65.7%), 종교가 없는 경우가 37명

(34.3%)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3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46명

(42.6%), 4년제 대학 졸업이 45명(41.7%),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이 17명(15.7%)이

었다.

총 임상실무 경력은 평균 9.45±7.25년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37년 7개월이었

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대상자가 39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의학

과 근무경력은 평균 5.74±5.39년으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4년 7개월이었고, 3년

미만인 대상자가 35명(32.4%),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대상자가 31명(28.7%)이었다.

대상자의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4명(87.0%),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가 14명

(1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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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여자

7

101

6.5

93.5

연령 30 세 미만

30∼34

35∼39

40 세 이상

41

27

13

27

38.0

25.0

12.0

25.0

33.83±7.82

결혼상태 기혼

미혼

55

53

50.9

49.1

종교 유

무

71

37

65.7

34.3

교육수준 간호대학(3 년제)졸업

간호학과(대학)졸업

석사과정 이상

46

45

17

42.6

41.7

15.7

총 임상실무 경력 1 년∼3 년미만

3 년∼5 년미만

5 년∼10 년미만

10 년이상

15

16

39

38

13.9

14.8

36.1

35.2

9.45±7.25 년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3 년미만

3 년∼5 년미만

5 년∼10 년미만

10 년이상

35

26

31

16

32.4

24.1

28.7

14.8

5.74±5.39년

현 직위 일반간호사

수간호사 이상

94

14

87.0

13.0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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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역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총 도덕적 민감성 1 ∼ 7 3.26 6.19 4.67±0.53

환자중심 간호 1 ∼ 7 3.20 7.00 5.34±0.82

전문적 책임 1 ∼ 7 3.86 6.71 5.47±0.67

갈등 1 ∼ 7 2.20 6.20 4.56±0.88

도덕적 의미 1 ∼ 7 1.40 6.00 3.89±0.95

선행 1 ∼ 7 2.00 6.00 3.76±0.79

B.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과 도덕적 고뇌

1. 대상자가 지각하는 도덕적 민감성

대상자가 지각하는 도덕적 민감성은 <표 4>와 같다. 도덕적 민감성(27문항)의

평균은 가능한 점수범위 1∼7점에서 4.67±0.53점이었고, 최소 3.26점, 최대 6.19점

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전문적 책임 영역이 평균 5.47±0.67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환자중심 간호 영역(5.34±0.82), 갈등 영역(4.56±0.88), 도덕적 의미 영

역(3.89±0.95), 선행 영역(3.76±0.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가 지각하는 도덕적 민감성

(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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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영역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순위

법률 및 직업강령형 1 ∼ 5 2.25 5.00 3.56±0.57 1

사회적 책임형 1 ∼ 5 1.25 5.00 3.46±0.63 2

규정과 절차형 1 ∼ 5 1.50 5.00 3.37±0.59 3

팀이익형 1 ∼ 5 1.25 5.00 3.26±0.66 4

개인적 도덕형 1 ∼ 5 2.00 4.75 3.16±0.48 5

효율추구형 1 ∼ 5 1.00 4.25 3.11±0.60 6

우정형 1 ∼ 5 1.50 4.25 2.93±0.60 7

자기이익형 1 ∼ 5 1.25 4.25 2.86±0.58 8

회사이익형 1 ∼ 5 1.00 4.75 2.50±0.62 9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

대상자가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은 <표 5>와 같다. 윤리적 환경 하위유형의 가

능한 점수범위는 1∼5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법률 및 직업강령형

(3.56±0.57)이었고, 그 다음은 사회적 책임형(3.46±0.63), 규정과 절차형(3.37±0.59),

팀이익형(3.26±0.66), 개인적 도덕형(3.16±0.48), 효율추구형(3.11±0.60), 우정형

(2.93±0.60), 자기이익형(2.86±0.58), 회사이익형(2.50±0.62)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대상자가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

(N=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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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정도는 <표 6>과 같다. 도덕적 고뇌(13문항)의 평균은

가능한 점수범위 0∼6점에서 3.74±1.06점이었고, 최소 0.85점, 최대 5.46점으로 나

타났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인력부족 영역이 평균 3.91±1.05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 영역(3.71±1.48), 환자권리 침해에 대한 묵인 영

역(3.60±1.24)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고뇌의 항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 4점 이상으로 도덕적 고뇌

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두개 항목이었다. 도덕적 고뇌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인력 수준으로 구성되어 일하는 경우’로 평균

4.69±1.61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병원직원, 보호자,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것이 의심되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로 평균 4.21±2.10점

이었다. 도덕적 고뇌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환자가 물어볼 때 사실을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경우’(3.33±1.91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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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역 문 항 M±SD M±SD Range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

5. 환자를 돌보는 사람(병원직원, 보호자,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것이 의심되나 이를 무시하고 지

나치는 경우

4.21±2.10

3.71±1.48 0.00-5.80

6. 동료간호사가 투약과오를 하고도 보고하지 않았

음을 알지만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3.77±2.16

8.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처방이나 병원방침을 따르는 경우

3.36±2.05

9. 병원직원이 환자를 비웃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적절한 행동 없이 지켜보는 경우

3.88±2.09

10. 환자가 물어볼 때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

사의 처방을 따르는 경우

3.33±1.91

인력

부족

7.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인력 수준으로 구

성되어 일하는 경우

4.69±1.61

3.91±1.05 0.75-6.00

11. 상태가 안정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입원이 지속되는 것을 적절한 행

동 없이 지켜보는 경우

3.73±1.77

12. 인력부족을 이유로 환자에게 부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예. 배회하는 환자를 억제하거나 실금하는 환자에

게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

3.47±2.01

13.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환자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경우

3.76±1.41

환자권리

침해에

대한

묵인

1. 환자 치료에 대한 가족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

만, 가족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

3.86±1.27

3.60±1.24 0.00-5.75

2. 환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의사의 처방

을 따르는 경우

3.35±1.58

3. 의사의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처방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3.73±1.79

4. 설명 혹은 사전동의 없이 검사나 처치를 하는 의

사를 도와야 하는 경우

3.50±2.02

총 도덕적 고뇌 3.74±1.06 0.85-5.46

<표 6>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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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관련요인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차이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F=4.42, p=.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정신건

강의학과 근무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대상자(4.01±1.10)와 10년 이상인 대상

자(4.09±1.11)가 3년 미만인 대상자(3.24±0.98)에 비해 도덕적 고뇌가 유의하게 높

았다. 나머지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총 임상실무 경력, 그

리고 현 직위에 따른 도덕적 고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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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

수

도덕적 고뇌
t of F p

다중비교

(Tukey)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7 3.29±1.06 -1.19 .238

여자 101 3.77±1.05

연령 30세미만 41 3.74±1.06 1.09 .355

30∼34 27 3.68±1.12

35∼39 13 4.21±0.82

40세이상 27 3.59±1.07

결혼상태 기혼 55 3.82±1.14 0.82 .417

미혼 53 3.66±0.96

종교 유 71 3.71±1.09 0.09 .768

무 37 3.81±0.99

교육수준 간호대학(3년제)졸업 46 3.75±0.94 0.55 .580

간호학과(대학)졸업 45 3.65±1.16

석사과정 이상 17 3.97±1.09

총

임상실무

경력

1년∼3년미만 15 3.39±0.92 0.77 .516

3년∼5년미만 16 3.66±0.87

5년∼10년미만 39 3.82±1.12

10년이상 38 3.84±1.11

정신건강

의학과

근무경력

a. 3년미만 35 3.24±0.98 4.42 .006 a<c, d

b. 3년∼5년미만 26 3.88±0.85

c. 5년∼10년미만 31 4.01±1.10

d. 10년이상 16 4.09±1.11

현 직위 일반간호사 94 3.81±1.01 1.86 .066

수간호사 이상 14 3.26±1.26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차이 (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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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의 9개 하위유형, 도덕적 고뇌 간의 상관

관계는 <표 8>과 같다.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는 도덕적 민감성(r=.21, p=.040), 윤

리적 환경의 하위유형 중 자기이익형(r=.42, p=<.001), 회사이익형(r=.24, p=.013)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우정형(r=-.29, p=.003), 사회적 책임형

(r=-.25, p=.008)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윤리적 환경의 하위유

형 중 효율 추구형, 팀 이익형, 개인적 도덕형, 규정과 절차형, 법률 및 직업강령형

은 도덕적 고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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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1 도덕적 민감성 1.00

2 윤리적 환경

2-1 자기이익형 .15 1.00

2-2 회사이익형 .20* .56** 1.00

2-3 효율추구형 .25* .05 .18 1.00

2-4 우정형 .17 -.33** -.27** .49** 1.00

2-5 팀 이익형 .18 -.24* -.35** 41** .74** 1.00

2-6 사회적 책임형 .14 -.23* -.30** .30** .61** .67** 1.00

2-7 개인적 도덕형 .49** -.14 -.20* .17 .35** .38** .32** 1.00

2-8 규정과 절차형 .19 .13 .33** .16 .01 .01 .22* .06 1.00

2-9 법률 및

직업강령형
.11 -.03 .03 .23* .35** .38** .43** .08 .59** 1.00

3 도덕적 고뇌 .21* .42** .24* -.10 -.29** -.17 -.25** -.02 .02 -.12 1.00

<표 8>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도덕적 고뇌 간의 상관관계

(N=108)

*p<.05; **p<.01



- 36 -

변수 B ß t p VIF R² Adj R² F p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06 .28 3.16 .002 1.02

.292 .245 6.132 <.001

도덕적 민감성 .42 .21 2.25 .027 1.13

자기이익형 .52 .29 2.47 .015 1.71

회사이익형 -.14 -.08 -.70 .484 1.76

우정형 -.29 -.16 -1.36 .177 1.69

사회적 책임형 -.21 -.13 -1.13 .263 1.56

D.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변량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도덕적 고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윤리적 환경의 하위 유형 중 자

기이익형, 회사이익형, 우정형, 사회적 책임형의 총 6개 변인을 독립변수로, 도덕적

고뇌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

한 결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모두 .80미만(r=.04∼.62)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1.7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ß=.28, p=.002), 도덕적 민감성(ß=.21,

p=.027), 윤리적 환경의 하위 유형 중 자기이익형(ß=.29, p=.015)이 유의미한 예측

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132,

p<.001), 이 변인들은 도덕적 고뇌 전체 변량의 2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이 길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윤리적 환경을 자기이익형으로 지각할수록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가 증가함을 나

타내는 것이다<표 9>.

<표 9>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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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기

호

성

별

연

령

결혼

상태

종

교
교육수준

임상실무

경력

정신건강

의학과

근무경력

근무지 현 직위

1 A 여 35 기혼 유 박사과정 12년 10년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일반

간호사

B 여 32 기혼 무 박사과정 9년3개월 9년3개월 종합병원급

정신병원

일반

간호사

C 여 33 기혼 무 박사과정 6년6개월 2년 병원

정신과병동

관리자

D 여 27 미혼 유 석사과정 6년6개월 6년6개월 종합병원급

정신병원

일반

간호사

2 E 남 31 기혼 무 간호대학

(3년제)졸업

7년 7년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일반

간호사

F 여 29 미혼 유 간호학과

(대학)졸업

7년6개월 5년3개월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일반

간호사

G 여 27 미혼 무 간호학과

(대학)졸업

3년2개월 1년6개월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일반

간호사

H 여 27 기혼 유 간호학과

(대학)졸업

6년5개월 2년2개월 종합병원급

정신병원

일반

간호사

E.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내용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대상자는 총 6개

기관 8명의 정신간호사로, 일반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표 10> 포커스그룹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내용분석을 통해 질문의 순서에 따라 정신간호사가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 상

황,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 도덕적 고뇌 상황을 통한 성찰의 3가지 영역으

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 안에서 내용을 도출하고 범주화하여 도덕적 고뇌의 내용

은 14개의 내용과 4개의 범주,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은 14개 내용과 2개의

범주, 도덕적 고뇌 상황을 통한 성찰은 8개 내용과 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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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범주 내용

대상자에 대한

윤리

1. 환자에게 과도한 제한을 함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

3.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됨

4. 환자에게 차별적 간호를 제공함

전문직으로서

윤리

5. 간호실무표준에 어긋나는 간호를 제공함

6.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지 못함

7. 의료과실을 묵인하고 환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함

협력자에 대한

윤리

8. 의사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짐,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접함

9. 동료 간호사의 간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의

기준과 다름

10. 보호사, 병원 보안요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함

11. 다른 부서 직원이 부적절한 요구를 함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12.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

13. 간호사의 안전이 위협받음

14. 조직의 지지가 부족함

<표 11>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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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범주 내용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행동반응

1.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 여김

2.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함

3.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에게 잘해주는 것

으로 대체함

4. 의견을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호자에

게 이야기함

5. 선임자에게 조언을 구함

6. 보호사를 설득함

7. 관리자에게 보고함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정서반응

8. 무력감, 점차 무디어짐

9. 쉬고싶음

10. 짜증나고 힘듦

11. 혼란스러움

12. 일시적인 감정일 뿐 크게 화가 나거나 오래 지속

되지 않음

13. 환자에게 미안함

14. 환자가 걱정됨

도덕적 고뇌의

극복요인과

좋은간호의 자원

1. 병원의 정책,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2. 격리 및 강박 지침이 간호사를 민감하게 도와줌

3. 인력이 충분하면 환자 제한을 줄일 수 있음

4. 지속적 교육이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5. 동료 간호사의 지지가 윤리적 간호에 영향을 미침

6. 보호자의 관심과 협조가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7. 환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좋은간호에 영향을 미침

8.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를 통해 간호사 스

스로 배우는 것이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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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간호사가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 상황

정신간호사가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 상황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2006)을 참고

하여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협력자에 대한 윤리, 병원의 구조

적인 문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14가지 내용이 도출되었다.

범주 1. 대상자에 대한 윤리: 과도한 제한,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침해, 차

별적 간호 제공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경

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환자에

게 동등하지 않은 차별적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내용 1. 환자에게 과도한 제한을 함

정신간호사는 행동계약에 의한 행동수정을 하는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과도

한 제한을 하고, 행동계획표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보호실 적용을 하게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제한이 많을수록 일하기 편하지만, 환자의 충동 조절은

더 안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개별적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규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식사확인, 샤워실 사용 시

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상자들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행동 계획표에 보면 ‘치료진에게 협조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나쁘면 반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어 너 지금 반말하고 언성 높아졌어, 

보호실 가야 돼’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너무 환자는 조용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G) 

“제한이 많을수록 우리가 일하기는 진짜 편한 거 같아요. 다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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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계라고. 아직은. ‘산책 못나가십니다. 아직은 전화도 못 쓰세요. 면회 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이 많으면 우리는 편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G)  

“오히려 제한할수록 환자분들이 impulse control이 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제한하니깐.” 

(E)

“식사 확인할 때, 밥 한 공기 진짜 다 못 먹거든요. 밥그릇이 이만한데(크다는 표현) 

반찬까지 다 드시라고. 환자는 무조건 2/3 이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굳이 다 

깨워서 그 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 거.” (G)  

“운동을 해서 땀에 흠뻑 젖었는데도 몇 시 이후에는 샤워실 못쓴다. 잠이 안 올수 있는데 

(중략) ‘너 1시까지 잠이 안와? 약 먹어야 돼’ 꼭 재워야 되요, 전체 소등이고 전체 

전등이고. (병실 안에 불을) 킬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전체 소등을 딱 10시에 해버리면 

10시 이후에는 그냥 자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6시에 점등해버리면 더 자고 싶어도 환하게 

켜지는 거고.” (G)

“약 때문에 너무 졸린데 움직이라 그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희는 막 침대를 90도로 

세워놔요.” (H) 

“너무 낮에 잔다 싶으면 90도로 앉혀서, 침상 식판 올려서 그 위에다 (수면다원검사실에서 

빌려온) 전등을 올려서 켜요. 그러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에 빛이 확 들어와요. 눈이 

아파요. 그럼 깨는 거죠.” (E)

내용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

정신간호사는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유도하고, 입원과 퇴원 결정과정에서

환자 입장이 배제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겨질 때 도덕적 고뇌

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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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유도함

정신간호사는 격리강박에 대한 동의서와 행동계획표에 서명을 받을 때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또한 자율적 판

단 능력이 어려운 환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을 때에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

다.  

“격리강박에 대한 서명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의에 의해서 받는 건데, 환자를 입

원시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자는 뭐라도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 상황에서, 설명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보호자 사인 받는 거. 원래 의사가 설명하고 사인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간호사)가 받아버리고 의사는 (나중에) 사인만 넣고 그러는 거.” (B)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하셔야 한다. 막 유도를 막 해요. 거의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다.” (D)

“행동계획표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환자도 있어요. 원래 (의료진과 환자가) 같이 

행동계획표를 짜지만 처음에 정신없을 때 너 이거 사인해 이럴 때도 있어요. 사인은 

하지만 강압적인 거죠. 너 이거 사인 안하면 외출 못나가 이거 잘 지켜야돼 그래야 외출 

나가 그러면 환자는 외출 나가고 싶으니깐 사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G) 

“자의(입원) 환자 중에서도 약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게 맞는지. 이 사람이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C)

2) 환자 입장이 배제된 입원형태 결정

환자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원 등의 입원형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입원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원무과의 설명에 따라 입원형태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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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기도 하고, 자의입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자의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보호자

2인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환자들 대부분이 자의 입원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의다 동의다 그 기준도 얼마나 설명을 듣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들이 입원할 때 

어느 정도의 법적 설명을 듣고 오지만 얼마나 이해하고 입원을 하는 지도 모르겠고.” (H) 

“들어도 접수하고 모하고. 입원실 들어오면 다 까먹더라고요.” (F)

“환자입원통지서를 환자한테 줘야 되는데. (중략) ‘정신보건법 몇 조에 의하여 입원했고 몇 

조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문을 거기다(통지서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줄 때도 있어요. 충분히 설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간호사가) 봐도 모르겠는데.” (G) 

“원무과에서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한 

명 사인하고, (다른 한 분은) 등본 갖고 (다시)오셔서 하시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두 

명 아니면 안됩니다. 일단 자의입원 밖에 안됩니다’라고 하면 보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의입원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자의입원 하고.” (E) 

3) 환자 입장이 배제된 퇴원 결정 과정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자의입원환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퇴원하게 했다가 다음 날 환자가 자해해서 재입원하는 경우를 보

면 퇴원할 상황이 아닌 환자는 입원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설득해야하는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입원을 유지하도록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자의입원을 환자 모르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

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환자 뿐 아니라 간호사도 혼란스럽고 힘

든 상황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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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의 입원이니까 

보내도 된다. (중략) 그냥 퇴원시키거든요. 저희가 귀찮은 것도 있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보내요. 그리고 다음날 자해해서 간호사실로 온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충분히 설득해서 치료를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F)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설득하느라고. 

환자는 퇴원에 대한 delay가 될수록 짜증내고. (간호사는) 당연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E)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하지만 가족들은 퇴원을 못시킨다고 해서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 몰래. (중략)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자의입원하면 원할 때 퇴원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가족들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의로 바꿔서 입원을 유지하는 게. (입원형태를) 바꾸는 과정이 저희도 힘이 들고.” (H) 

“(입, 퇴원) 서류 절차 밟고, CCTV 증거자료 때문에 환자를 옷을 갈아 입혀서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찍어서 다시 들어와요. 환자는 왜 (응급실에) 가는지 모르고. 퇴원하고 다시 

응급실로 접수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로) 입원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insight가 

없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럴 땐 이게 모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F)

내용 3.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됨

정신간호사는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여겨질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

다. 환자의 개인물품을 과하게 점검하는 것 같고, 물품 점검 시 환자의 개인 물건

을 뒤지는 것 같아 불편하고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없거나 문 높이가 낮은 시설적인 면으로 인해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고, 간호사

자신이 환자여도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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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환자들 물품점검을 duty마다 하는데 (중략) 협조해 주는 분도 있고. 저희가 

하면서도 죄송스럽죠. 모 볼 게 있다고 맨날 똑같은데. 그리고 환자들이 ‘뭘 그렇게 와서 

뒤지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중엔 저도 할 말이 없고.” (H)

“화장실 문고리가 없어요. 잠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지 않으면) 보이긴 하는데, (중략) 

문을 잘 잡고 하면(화장실을 사용하면) 보이지는 않고.” (H)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요. 저도 가끔씩 모르고 확확 열 때도 

있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요. (중략)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환자라면 여기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볼 수 있을까. 큰일은 나 같아도 못 보겠다.” (F)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은 문이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들어가면 보여요. 누가 

있는지 보이고.” (E)

내용 4. 환자에게 차별적 간호를 제공함

정신간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환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1)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을 통해 환자를 나오게 하여 줄을 세워 투약하는 경우, 환자 침상에 환자

가 의료진을 부를 수 있는 벨이 없고 방송을 통해 환자를 나오도록 하는 경우 감

정적으로 불편하다고 표현하였다. 안전을 이유로 환자에게 공용 손톱깍이와 면도

기를 사용하게 하고 위생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간

호사 자신도 위생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그냥 약 먹는다고 마이크 방송하면 일렬로 줄 쫙 서고. 그것도 손에다 주거나 까서 주는 

게 아니고 입에다 털어 넣어 줘요. 기분 굉장히 나쁠 수 있거든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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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원에 다 call bell이 있잖아요. 여기는 call bell이 없고 방송을 하면 환자가 나와요. 

환자가 나와서 약 먹고 전화 오거나 필요한 게 있어도 환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고. 각 

방마다 스피커가 있고 우리가 스테이션에서 ‘OOO님 나와서 전화받으세요. OOO님 약 

먹으세요’ 하면 환자가 나와서 약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증상 때문에 call bell을 계속 

누른다고 해서 없앴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나이가 어리면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어르신이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하면 제가 

명령하는 거 같잖아요.“ (G) 

°손톱깎이 같은 경우도 저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근데 솔직히 그게 지저분한데 이거 

어떻게 쓰냐고 그 말이 맞긴 한데 드릴 순 없잖아요.” (F)

“저는 (그 손톱깎이) 못쓰겠어요. 면도기도, 면도기를 개인이 가져오면 간호사실에 맡기고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용으로 써요. 그러면 저희는 간염 면도기, 일반 면도기 이렇게 구

분해 놓지만 내가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도 참 상황 자체가 우리 편하

자고 한 거 같고, 면도기 소독 안하죠. (간염환자는) 계속 간염 면도기 쓰는 거예요. 그니

깐 그게 좀. 그런 거 같아요. 전기면도기인데, 날 교환은 하는데 어쨌든 면도기나 그런 거

는 개인이...” (G)

2) 간호사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차별적 간호 제공

정신간호사 자신이 환자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일하는 경우, 역전이를 경

험하여 차별적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임을 알지만 환자가 모욕적인

말이나 신체적 접촉을 하면 전문가로서의 간호가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보호자가 예민하면 보호자에 의해 부정적인 평

가를 받을까봐 환자를 적극적으로 간호하지 않는 경우에 환자를 방치한다는 느낌

이 들 때도 있다고 표현하였다.

 

“환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코올환자다. PD(personality 

disorder)다 그러면 일단 딱 깔고 가니깐. 이사람 어? 이러고 접근하게 되니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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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마다 counter 생기는 환자들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어떤 행동을 해도 예

쁜 환자가 있고 뭐만 해도 미운 환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차별을 진짜로 하게 되요. 

(중략) 환자가 나한테 조금 심한 말을 했다든가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환자인 거 알지

만 감정이입이 좀 되면서 restraint 할 때도 환자한테 힘이 더 들어가고 (중략) 상황이 정리 

되서 그 환자가 나한테 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을 때 최대한 calm down하고 말을 

하지만 내심은 조금 감정 있고 약간 툴툴거리게도 되고. 더 사무적으로도 대할 때도 있고.“ 

(H) 

“환자는 괜찮은데 보호자가 너무 까칠하니까 환자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안 보게 되요. 

그니깐 해줄 것도 안 해주게 되고 만약 해줬다고 조금만 그 환자가 잘못 얘기하면 엄마가 

또 이렇게 할 게 분명하니깐 그냥 아예 말할 거리를 안 만들어버리고 환자를 방치해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G) 

범주 2.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간호실무 표준에 어긋나는 간호 제공, 옹호자

역할 불이행, 의료과실 묵인과 거짓정보 제공

정신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간호실무 표준에 어긋나는 간호

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과실을 묵인하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내용 5. 간호실무 표준에 어긋나는 간호를 제공함

정신간호사는 이차적 이득을 위해,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간호 편의를 위해 근거에 어긋나는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

였다. 격리, 강박을 이차적 이득과 환자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의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용하고, 간호편의 상 먼저 적용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많



- 48 -

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게 

된다고 하였다. 환자에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몸싸움을 한 것을 사실

과 다르게 기록하였고 관리자도 그렇게 한 것을 잘하였다고 피드백 하였다고 이

야기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관리자인 정신간호사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였다. 

  

1) 이차적 이득을 위해

“격리, 강박을 punishment로 적용하면 효과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 (D) 

2)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격리, 강박 같은 것도 만약에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친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면하

기 위해서 더 한다 던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좋은 간호가 아니죠.” (B)

“그 상황(환자를 방어하다 보니 몸싸움을 한 상황)을 ‘니가 잘했다. 그래 거기(보호실에) 환

자 세 명 다 몰아넣고 노티한 거 잘한거다.’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얘기하셨어요. (notify

를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자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래요. ‘나한테도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 나한테도 그냥 방어만 했다고 해’라고 했어요.” (D) 

“만약에 환자가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나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때려서 제

압을 했어’ 라고 하면 바로 조사 들어와요. 보호자가 CCTV보여달라고 그래요. CCTV보면서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소하겠다. 바로 sue를 걸어요. 그니깐 차라리 관리자

급에서는 안 듣는 게 몰라. 그냥 관리자만 알고 넘어가면 모를까.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

르겠어요. charting에 절대 쓰면 안되겠죠? 방어할 때 몬가 폭력적이었다 그것도 되게 그렇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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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편의를 위해

“(환자가) acting out을 하는데 누구 한 명은 환자 잡고 있고 누구는 전화하고 이런 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먼저 보호실에 환자를) 모셔놓고 지금 이래서(의사에게 전화로 

notify하는 시늉을 함). 선 이미 해놓고. 그렇지만 기록은 Dr. 누구 노티 하에 뭐뭐함.” (C) 

내용 6.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지 못함

정신간호사는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환자를 제한하거나 퇴원을 미루는 경우, 환자가 입원 중일

때 환자의 가족이 이혼, 재산 문제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지만 개입하

지 못하는 경우에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적 고뇌를 경

험하였다.

“치료적인 차원에서 잠깐 외출이라도 갔다 오십시오. 아니면 사회기술훈련 상 모 해야 합

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외출이나 외박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는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치료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활용해야 하는데 보호자들

이 절대 안 한다고. ‘그럼 병원을 고소하겠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니네가 마

음대로 환자를 왜 외출을 시키고 그러느냐.” (C)  

“통신 제한. 이런 거 보호자 편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중략) 가족들이 이 환자

를 금전적인 이유라든지, 이혼이나 재산 어떻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절차를 입원 중에 밟

으려고 할 때. 일단 원칙은 퇴원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거 빤히 보일 때 그냥 그 

가족 일이니깐 그냥 모른 채 지나가야 되고.” (B) 

“저희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도 보호자 사정 때문에 환자 퇴원 날짜를 미뤄요. 

환자한테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보호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안된다. 가족 

행사가 끝나면 퇴원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럴 때는 환자가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원해서 퇴원이 미뤄진다고) 환자한테 이야기 하지는 않아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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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7. 의료과실을 묵인하고 환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함

정신간호사는 의료진의 실수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 상태나 치료과정 상의 문제로 설명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나는 과연 안 그랬는가 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태도나 말투 상의 미묘한 문

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을 ‘이른다’는 부정적인 관점으

로 바라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묵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동료나 치료진의 실수를 보호자들한테 얘기 안하고 감싸줄 때. 명백한 우리의 실수 

내지는 그런 건데. 환자 상태가 그래서 그랬다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주사 주고 

나서 환자가 사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catch하지 못해서 더 악화되고 그런 

건데 그냥 치료 과정 상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핑계나 그런 거를 댈 때.” (B) 

“(의료진의 실수를) 이를때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게 나는 과연 안 그랬냐는 거죠. 

나도 그랬을 때가 있는데. 심각한 error 같은 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태도상이나 말투상의 어떤 미묘한 것들 있잖아요. 환자를 막 대하는 것 같다는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거 같아요.” (B)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다라는 문화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 병원에서는 

당연히 보고하게 되어 있대요. 다른 간호사나 다른 일하는 팀원이 윤리적으로 문제 일으킨 

상황이 있으면 다 보고하게 되어 있대요.” (C)

 

범주 3. 협력자에 대한 윤리: 의사처방에 대한 의문 ·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

동료간호사와의 간호수준 차이, 보호사 · 병원 보안요원의 부적절한 행위, 다

른 부서 직원의 부적절한 요구

정신간호사는 협력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의사와의 관계, 동료 간호사와의

관계, 보호사·병원 보안요원과의 관계, 병원 내 다른 부서 직원과의 관계에서 도덕

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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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8. 의사처방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짐,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접함

정신간호사는 의사처방에 대한 의문과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

지 못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의사가 의료보호 환자에게 저렴하고 부작

용이 많은 약을 처방할 때, 의사가 환자를 너무 sedation시키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병원수익을 위한 불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처방에 대한 의문을 갖게된

다고 하였다. 또한 재입원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 당직의사의 불성

실한 태도를 접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1) 의사처방에 대한 의문

“의사도 약을 쓸 때 의료보호환자는 싼 약 쓰잖아요. 그리고 부작용 많은 약 쓰잖아요. 

그럴 때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의사들은 의사소통 삐꺽삐꺽 되고. 또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재우잖아요. 하∼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럴 때보면 내가 좋은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C)

“약을 Sedation 목적으로 과하게 썼을 때, 너무 sedation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duty가 편하니깐 그냥 더 주사를 주자고 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고.” (B)

“불필요한 검사를 (중략)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니깐 6개월 만에 입원한 사람한테 똑같은 

검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는 좋은 간호가 아니죠.“ (B)

2) 의사의 불성실한 태도

“정신과 환자들 재입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략) 의사들의 태도를 보면 당연히 

입원했던 환자니깐 제가 보기에 (의사의) 관심이나 면담횟수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호자가 와서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냐’ 물어볼 때 간호사로서 

‘담당선생님 면담이 매일 이뤄지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설명은 하지만 이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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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되고 있는지. 의사 분들은 저희가 해놓은 간호기록 위주로 보고 그냥 보호자가 

왔을 때 ‘상태가 이렇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정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H) 

“환자가 반말하고 언성을 높이고 irritable하다고 (보호실에)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담당의도 

같이 언성을 높이고 같이 따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둘이 같이 싸운 건데 (중략) 환자가 

불리하게 seclusion당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담당 선생님이 없을 때 당직의가 

하는데 선생님마다 manage가 좀 틀리고 그 이유가 restraint하기 귀찮아서, inject하기 

귀찮아서, 또는 그 선생님 환자를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말 나와서 혼날까봐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래서 manage가 환자마다 다르게 되고 선생님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F) 

내용 9. 동료간호사의 간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의 기준과 다름

정신간호사는 동료간호사의 간호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간호의 기준과 다르

지만 조언을 하는 것이 예민한 부분이고 위계서열로 인해 적절하게 조언하기 어

렵다고 하였다.

“정말 사소한 건데 동료들이 좀 내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환자들을 대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피드백을 줘야 하는가. 그냥 눈감고 지나가야 하는가. 병동 안에서의 

hierarchy때문에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B)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호사가 있어도 그런 거에 있어 옆에서 코치를 해주거나 이끌어 

가주던가 하는 게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A)

“그렇지 않은(환자 면담을 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어요. 솔직히 안 하려고 하면 

스테이션에서 한번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환자 (방송으로) 부르면 되니깐, 일이 

있어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간호기록 환자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거 같아요. 만성환자라고 해서 그 하루하루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 

같아요.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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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0. 보호사, 병원 보안요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함

간호사가 보호사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보호사의 협조가 절대

적인 상황에서 보호사에게 조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호사가 격리, 강박 적용 

시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환자와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소문이 나기 전에 수습하려고 애쓰면서 간호사 자신도 화가 난다고 하였다. 보호

사와 병원 보안요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강박을 할 때 보호사가 하거든요. 감정이 섞여서 확확 당기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을 못하죠. (중략) 어떤 간호사가 맘에 안 들고 자기랑 싸우고 그러면 그 간호사 

근무할 때는 acting out해도 냅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더 커지게 만들고. 그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깐” (D) 

“보호사가 없으면 정신병원이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디까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acting 하면서 (조언)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니깐 그분들이 환자에게 막 가끔 

막말을 한다던가. 진짜 격리강박을 할 때 힘을 많이 주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하지 마세요. 

하고 단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병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환자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C)   

“환자를 억제하거나 제지하는 거는 보안요원이 하는데. 보안요원이 병원자체 보안요원이다 

보니깐 정신과에 대한 지식 없이 도와주러 오는 건데, 그분들은 환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해도 부족하니깐 조금 행동조절이 안될 때도 있어요. 전혀 이해가 없으니깐. ‘저 사람이 

또 불렀냐’, ‘또 왜 그러냐’ (환자랑) 싸우고. (중략) 저희가 달려가서 (싸움을) 말려도 

안되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우선 저도 화가 나죠. 제가 이 상황을 

말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중략) 

옷 벗어 던진다든가 환자를 침대에 내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말이 퍼지기 

전에 수습하느라고 그거에 급급해서.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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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보호사님들은 화가 나거나 좀 주체가 안 되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잡고 오고 환자를 앞에 세운 다음에 그냥 뒤에 걸어가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멱살 잡고 갈 수도 있고 질질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E) 

내용 11. 다른 부서 직원이 부적절한 요구를 함

정신간호사는 병원 내 다른 부서 직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부적절한 요구를 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환자를 다른 부서로 전실

하거나 검사실에 보낼 때 힘들다고 하였다.

“다른 과 전실, 전과 보낼 때도 되게 싫어해요. ‘환자 괜찮아요? 나와도 되요?’ 이러면 

저희가 안심시켜요. 괜찮다고. (중략) 저희 환자들이 자유산책 (가능해서) 나가는 분들이 

공공장소에 있으면 다른 병동을 나가서 돌아다니면 바로 전화와요. 이래도 되냐고, 이 환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냐고.” (F) 

“검사실에서 조차도 그냥 단순히 depression 환자고 이런데도 잔뜩 겁먹어가지고 괜찮냐고 

그러고. 좀만 이상하면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고. line같은 경우도 무조건 잡아서 내리라 

그러고. 자기네가 잡을 때 힘들 수 있으니깐, ‘미리 너네가 다 해서 와라’ 그렇게 sedation 

필요없는 검사인데. 가서도 충분히 말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못한다는 거예요. 

sedation 해서 내려라.” (H) 

범주 4.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간호사의 안전이

위협받음, 조직의 지지 부족

정신간호사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측면에서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간

호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조직의 지지부족으로 인해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

다.



- 55 -

내용 12.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정신간호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환자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근무 중 치료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반 병동보다 간호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하였다. 조직이

차별화된 업무(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을 배려해주지 않고, 그에 따른 보상도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좋은 간호가) 가능할까요? 중소병원은 1인당 60명을 봐야 하는 데. 많으면 80명까지 보

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호가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약주고 기록하고 그거밖에 간호가 없

는 것 같아요.” (C) 

“어쩔 때는 하루종일 조용한 schizophrenia 그런 환자들은 말 한마디 못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해야 약 줄 때 가서 ‘약 드세요’ 이 말이 그 환자한테 하루종일 한 말일 때도 

있고. 얼굴 보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H)

“바쁘고.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죠. 나는 빨리 챠팅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칼 퇴근을 하고 

싶은데. (중략) 일반 중증환자나 cancer 환자도 우울하거나 자살사고 있거나 그러면 다 

정신과로 넣어요. 하다못해 수술환자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일반병동보다 인력은 안 

주면서 중증도는 더 높고, 환자는 더 많고.” (F)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 후 정리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는 간호사도 있고, 같은 동료지만 하지 않는 간호사도 있고 그랬을 때, 

그다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요법을 매주 일회씩 진행하는 나로서는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나중에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부담까지 됐었어요. 내가 day duty때 

해야 하는 업무를 누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진행을 하려면 그 전날 장도 봐야 되고 프로그램 계획서도 써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 로딩이 되게 컸었어요.” (A)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죠. 열의가 있는 사람. 인센티브가 없기도 하고 보상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다 똑같이 월급 받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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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3. 간호사의 안전이 위협받음

정신간호사는 환자로 인해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하고, 환자가 무섭다고

표현하였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와 몸싸움을 하였지만, 의사

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또한 의료직원의 안전 문제를 시설 쪽으

로만 해결하려는 병원의 방침이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사고가 생겼을 때. 나의 인권이냐 환자의 인권이냐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인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극박한 상황이니깐. 어떤 일이 있었냐면 conduct (conduct disorder 

진단을 받은 청소년 환자) 세 명이 담합을 해서 이제 밤에 수면제 먹는다고 나와서 두 

명이 보호사를 제압하고 한 명이 간호사를 제압해서 열쇠를 뺏어서 나가자. 얘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진짜 막 덤비는 거예요. 제가 근무할 때. 그때 보호사가 의자를 휘둘러가지고 

애들을 좀 세게 때린 건 아니고 밀고 미는 척 하면서 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열쇠 뺏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결국에는 안정실 문을 빨리 열어서 얘네 다 가두고 그때 

노티(notify)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 보호사가 의자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하고 진짜 

몸싸움을 하고 난투극을 벌이고. 나의 인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노티를 

하는데 이 보호사는 때리지 않았다. 제가 노티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의자로 방어를 했다. 

노티를 그렇게 했는데 이건 도덕적 고뇌가 약간 덜하더라고요. 약간 좀. 나도 살아야지. 

(notifty를 사실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저한테 한 명이 달려들었는데 제가 걔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 뜨려가지고 손을 (뒤로) 잡아 가지고 ‘야 뒤진다’ 어쨌든 얘는 

제가 잡고 있고 그 두 명은 보호사가 막아서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안정실에) 

잡아넣었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그냥 (문을) 열어줘야겠다. 앞으로는 내가 괜히 싸우지 

말아야겠다.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중략) 중학생이 젤 무섭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만 되면 조금 괜찮은데. 중학생들은. 중학생인데 키 크고 덩치 크면 무서워요.”(D)

“그런 상황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축구선수가 입원했었거든요. 축구선수가. 근데 걔가 온몸 강박을 다 했는데도 그거를 

풀고 손살같이 날라 다니는데. 아 이거 진짜. 나 이러다가 내가 아∼ 이십 대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위험성이. 우리는 축구선수가 간호사실을 점핑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가지 이슈가 간호사실을 철창 치우자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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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던 우리가 원했던 건 그런 해결책은 아니었거든요. 철창만 한다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근데 철창 쪽으로 시설 쪽으로만 가니깐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A)

“보호사 한 명 화장실에 묶어놓고 도망갔었어요. 환자 5명이. 화장실에 보호사를 묶어놓고 

쫄쫄쫄쫄 묶어가지고. 우리 보호사는 그래서 그만 두셨잖아요. 환자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가 맞고 있고 이렇게 줄로 막. 환자들이 화장실 왔다가 이렇게 쓱 보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C)  

내용 14. 조직의 지지가 부족함

조직의 지지 부족으로 간호사가 사직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고객 지원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병원 조직에서 원칙대로 한 간호사를 지지해주지 않았고, 결

국 간호사가 사직했다고 하였다. 원칙보다 상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였다.

“고객 지원센터에 민원이 걸렸다고 해서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중략) 환자 보호

자가 우리병원 직원이었어요. (중략) 외출 나갈 때 외박증을 써서 원무팀에 가서 중간계산

이랑 하고 올라와야지만 외출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병원 직원이니까 내가 알아

서 하겠다. 그냥 보내달라 안 써도 된다’ (중략) 그건 병원의 규칙이니까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중략) 어쨌든 원무팀에 갔다 와서 (외출) 갔는데 그게 민원이 걸리면서 그거를 

이제 과장님부터 쪼더라고요. ‘너 왜 그랬니, 그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중략) 자기들

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니까 자기들 맘에 안 들면. 너무 그러

다 보니깐. 그 친구가 그만 두더라고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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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은 행동반응과 정서반응의 2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14가지 내용이 도출되었다.

범주 1.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행동반응

내용 1.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 여김

“(마음에) 많이 걸렸었는데 저도 이제 때가 묻은 거죠. 이게 당연한 거지. (중략)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환자 증상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지 너의 생활습관을 맞출 수 있는 거고 너한테 도움이 될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깐. (중략) 그런 규칙 자체가 언젠가부터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깐 저는 

처음부터 배워왔으니깐 배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딱히 변할 거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E)

“다 이유가 있겠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래야 환자 관리되고 병동이 

편안하고. (환자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약을 하면서 얻는 것도 

있고. (중략) 다른 과는 민원이 들어올 때 퇴원하는 날 민원 넣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퇴원할 때 다 감사하다고 하고 가요.” (G)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좋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 환자한테 다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 같고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과정과 설득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있지만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 ‘왜 그랬어? 왜 나를 동의입원시켰어? 왜 제한을 했었어?’ 하는 환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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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함

“그냥 따를 수 밖에. 대처할 방법이 없고 그냥 따르는 거.” (H)

“위에 사람이 하라는 대로.” (E) 

“그런 분위기예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너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요. 아니니깐 해야죠.” (F)

내용 3.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대체함

선임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지

만, 그 환자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

“나보다 senior인 사람(senior 간호사)이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음... 대부분은 그냥 못 본 척 하고 넘어가는데요. 뒤로는 그 환자한

테 가서 조금 더 잘해주는 거 나는 좀 더 잘해주는 거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거.” (B)

내용 4. 의견을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함

“저는 의사가 약 막 세게 쓰고 그러면 살짝 돌려서 보호자한테 이른 적이 있어요. ‘환자가 

너무 늘어졌죠’ 그러면서 ‘의사선생님한테 약 한번 상의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찔러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약 좀 어떻게.” (C) 

내용 5. 선임자에게 조언을 구함

“역전이 느끼고 그럴 때는 위에 선생님한테 묻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인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해라. 얘기해주시면 그렇게 하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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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6. 보호사를 설득함

“(환자가) acting out을 크게 해서 restraint 했다. 근데 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오래 묶어 놔

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skill인 것 같아요. 계속 환자 들여다보면서 ‘안정됐으니깐 풀러 

주자’ 계속 설득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

니깐 간호사와 보호사의 보는 거라든지, 교육 수준 이라든지, 일하는 자체가 차이가 있다 

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서 환자에게 좋은 방향으

로. 그니깐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B)

내용 7. 관리자에게 보고함

“만약에 간호사가 맘에 안 드는 것을 했다 그러면 간호과장님한테 이른 적 있고. 살짝 

좋게 좋게 해서 (간호과장님이) 말하게 한 적 있고. (중략) 어떤 간호사는 (보호사가) 너무 

두려워서 저한테 나갈 때(병원 사직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보호사는 같이 있지 

말라고. 그럴 때는 관리자한테 직접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C) 

범주 2.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정서반응

내용 8. 무력감, 점차 무디어짐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무디어지고

타성에 젖어 일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모 그러려니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모 무력감 같은 것 느낄 때도 있고”(B) 

“그치. 무력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지. (중략) 인권에 대해서는 민감해지지 않으면 무뎌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건지 조차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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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으로 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와서 환자 보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 같아요.” (C)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깐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걸리더라도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편하니깐 이게 룰이라고 생각하니깐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E)

내용 9. 쉬고싶음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충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내가 좀 쉬어야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A)

내용 10. 짜증나고 힘듦

“동료가 계속 그렇게(환자에게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또 

동료가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더 파생되니깐 환자의 irritable이 더 올라간다던가 

보호자들의 complaint이 들어온다든지 더 문제가 커지면 그거 수습하는 게 더 힘들기도 

하고” (B)

내용 11. 혼란스러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지 수용하는 것인지, 환자를 위한 치료인지 보호자를 위

한 치료인지 혼란스럽고,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들이고 사육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간식비라는 

자체도. 사람이 먹고 사는 건데. (보호자들이 간식비를) 안 부쳐주잖아요. 특히 중소병원은 

보호자들이 하나도 안 부쳐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볼 때도. 우리가 하는 것이 



- 62 -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치료인지 수용인지.” (C) 

“환자를 위한 건지 보호자를 위한 건지” (B) 

“진짜 이게 환자를 care를 하는 건지 사람을 care하는 건지, 그니깐 insight나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을 잡아주는 거. (중략)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약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걷는 것도 몇 번 하고 그런 습관을 잡아주는 거.“ (E)

“그게 습관을 들여주면 스스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매번 방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략) 습관이 들면 이 사람이 딱 그 시간에 일어나 밥 먹고 조금 있다가 약 먹고 이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안 된다 하면 습관도 안들이면서 사육하는 느낌도 약간 

들어요.” (G)

내용 12. 일시적인 감정일 뿐 크게 화가 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음

“그렇게 anger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간호랑 

연관이 된다면 간호를 할 때는 좀 약간의 professional적인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중략) 환자를 대할 때 그런 병원 정책이라든가 그런 짜증나는 일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다르게 대한다든가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E) 

“감정이 일시적이지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힘든 게 그때는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게 오래 지속 되어서 고민 보다는 환자니깐. 

그래서 그냥.” (H)

내용 13. 환자에게 미안함

“환자한테 미안하죠.” (C) 

“맞아. 미안하게 제일 큰 것 같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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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4. 환자가 걱정됨

정신간호사는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환자를 걱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환자를

제한하는 관행적 수행은 환자를 불안하고 힘들게 할 것 같고, 청소년 환자에게

입원과 강제적 처치는 또 다른 trauma로 작용할 것 같아 염려가 된다고 하였다.

“환자를 폐쇄 입원해라 그러면 저도 이 환자가 증상이 심하고 최소 1주일이래도 모든 거 

산책 전화 당연히 금지시키고 그러고 있어야지. 그 환자가 어느 정도 stable한 상태가 되면 

모든 걸 이렇게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원칙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불안하고 힘들고 

굉장히 외롭고 그럴 텐데. 그렇게 문이 탁 잠긴 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참 힘들고 

그렇겠다. 아주 작은 인간으로서 제일 작아지는 상태잖아요. 아무도 없고. 그럴 때 정말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긴 하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정말 초년생 때는 몰랐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못했었어요.” (A) 

“나는 진짜 우리 병원에 17세 이렇게 입원을 하면 그렇게 걔네들 seclusion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trauma 될 거 같아. 얘들한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 나이가 너무 

어린데 막 묶어놓는 것도 얼마나 무섭겠어. 17살짜리가.” (B) 

“그래서 가끔은 얘네가 입원하는 게 또 하나의 trauma가 되지 않을까. 입원자체가” (D) 

4. 도덕적 고뇌 상황을 통한 성찰

범주 1. 도덕적 고뇌의 극복요인과 좋은 간호의 자원

내용 1. 병원의 정책,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병원의 정책과 마인드에 따라 간호의 질이 달라지고, 퇴원 후 정신보건센터에

서 하는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지속적인 간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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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정책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

지고 있느냐. 환자를 돈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환자를 정말 치료의 대상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정말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C)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가 환자를 퇴원시킬 때 사례관리로 하잖아요. 그렇게 센터에서 

사례관리로 연결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간호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연결이 돼서 치료 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고. 사례관리는 보통 정신보건간호사 한 명이 맡아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결이 

되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sauce가 되더라고요.” (C) 

내용 2. 격리 및 강박 지침이 간호사를 민감하게 도와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좋은 간호를 하는 데에 간호사를 민감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고 하였다.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정책적인 법적인 부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격리, 강박 기록지 같은 게 없었어요. 한 시간마다 vital check 하고 상태 

확인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니깐 주구장창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기록하는 

게 귀찮아서라도 금방금방 풀어 준다고요. 그런 어느 정도 우리를 조이는 정책도 좀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 (B) 

내용 3. 인력이 충분하면 환자 제한을 줄일 수 있음

인력만 충분하다면 환자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당연히 그렇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인력만 

충분하다면. 극단적으로 일대일 care만 가능하다면 입원하자마자 산책 왜 안되겠어. 근데 

인력적인 것이 안 되니깐 일단 처음에 입원해서 당분간 무조건 제한하고 보는 거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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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지속적 교육이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지속적 교육이 좋은 간호를 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보호사와

conference를 하였더니 효과가 있었고, 전문적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인권의식, 윤리적 태도 함양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는 보호사하고 같이 conference를 했었어요. 같이 참여하고. 의사 들어오는 

conference도. 물론 들어오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같이 들어와서 특히 격리나 강박 

같은 거는 필수로 들어와서 같이 conference때 나누고. 우리 수간호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들(보호사)도 굉장히 말로는 더 묶어놔야 된다, 세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략) 많이 설득이 되고 설명이 가능했었어요. 특히 또 의사들. 과장님이 들어와서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확실히 더 호응을 하더라고요.” (A) 

“교육 정말 필요한 거 같고. 교육도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나 

시간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한 거 같고. 그니깐 정신과 자체가 어떤 테크닉을 

환자한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의 인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줘야 하고” (B)

“학회에서도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깐 내 스스로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니깐 몇 년차. 간호사 삼년 차, 오년 차, 칠 년 차, 십년 차 

이렇게라도 나눠서 그냥 8시간 보수 교육이 아니라 몇일씩 아니면 한달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주씩이라도 와가지고 더 심층적인 트레이닝을 해주면 도움 받고 좋을 것 같아요.” (A)

내용 5. 동료 간호사의 지지가 윤리적 간호에 영향을 미침

동료 간의 지지와 분위기가 윤리적 간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거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표현하였다.

“어떤 동료 사이에서의 분위기. 동료들의 지지. 나는 인권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나는 힘 빠져 버리는 거고 ‘내가 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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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인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칭찬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나도 그렇게 하자라든지 선생님 보고 배웠다든지 그런 지지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B)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사람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동료들, 선배들. 그게 

유일한 자원 아닌가 싶어요. 사람 때문에 다니는 거 같은 느낌. 병원은 좋은 사람들, 좋은 

선배 후배 때문에 다니는.” (H) 

“그냥 말 한마디. 에이 왜 그랬다니. 막 얘기할 때는 환자를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편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같아요.” (F) 

내용 6. 보호자의 관심과 협조가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보호자의 관심과 협조가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들 도움. 보호자가 도와주고 치료에 대해 질문하고. 아니면 관심을 가져줄 때” (C) 

“보호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한번이라도 더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깐. 밥 먹는 거라든가. 병실에 한번이라도 더 들어가 보고. 말이라도 더 시켜보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B)

내용 7. 환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환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환자가 간호사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볼

때 좋은 간호에 대한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저희는 바쁘면 환자가 스테이션도 봐준다고 그러고. 투약 카트도 막 밀고 쫓아다니고. 

정말 무슨 일 생기고 이러면 Bipolar나 되게 심했던 환자가 환자들 다 주동해서 병실에 딱 

집어넣고 조용히 있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정말 난리 많이 

치던 환자인데 그 환자가 병실을 다 주동해서 환자를 병실에 다 넣어놓고. 딱 그렇게 

해주니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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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생님도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H)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출근했는데 그게 티가 나나봐요. 그럼 환자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면 또 이 일 잊고서 해야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F)

내용 8.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를 통해 간호사 스스로 배우는 것이

좋은 간호에 영향을 미침

간호하면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지만 환자를 통해 배우고 환자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과 정신건강의학과 일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좋아지는 거 보면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 그리고 (환자가 재입원했을 때) 왜 또 왔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이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E)  

“이쪽 일에 대한 애정도 있고 환자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런 것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 환자 통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알게 되고 내 가족도 보게 되고. 

그니깐 앞에서 말한 도덕적인 이런 거를 안 느끼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환자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도 있게 되고 내 스스로 달라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간호사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간호사 길을 가면 또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깐 계속 일하게 되는 것 같고. 더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 같아요. 이쪽 일을.” (H)

“일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일하면서 많이 변한 것도 있고. 

‘내가 환자의 저 상태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F) 

“조금 더 많이 배우고 해서 더 좋게 해주고 싶고. 조금 더 치료적이게 해주고 싶고. 뭐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잘해줘야 되겠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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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수준

과 내용을 파악하고, 도덕적 민감성과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과의 관련성을 규명하

며,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고뇌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포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A.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정도는 0∼6점의 가능범위에서

평균 3.74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3개 하위 영역 모두 중간점

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인력부족(3.91점),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3.71

점), 환자권리 침해에 대한 묵인(3.60점) 순이었다. 평균 4점 이상으로 도덕적 고뇌

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인력 수준으로 구성되어

일하는 경우’(4.69점)와 ‘환자를 돌보는 사람(병원직원, 보호자,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것이 의심되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4.21점)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인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

인력 수준으로 구성되어 일하는 경우’(4.69점)는 Corley 등(2005)의 연구(4.79점),

Ohnishi 등(2010)의 연구(4.03점), Zuzelo(2007)의 연구(4.14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은 항목과 일치하였다.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인력 수준’이란 인력

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임상 경력과 지식의 간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일하

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신간호사는 안전하지 않은 간호인력 수준으로 인해 자

신이 생각하는 좋은 간호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높은 도덕적 고뇌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적 자원 관리

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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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특징적인 것은 ‘환자를 돌보는 사람(병원직원, 보호자,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것이 의심되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4.21점)가 4점 이상

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다. 일본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nishi 등

(2010)의 연구에서 동일한 항목이 2.29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정신간호사는 환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일본의 정신

간호사보다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정신보건법은 1987년 제정되어

국내 정신보건법 제정보다 8년이 앞섰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현

재까지 17년 동안 발전하였는데, 아직도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 정신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신간호사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되며 관련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로 뒷받침되는데, 정신간호사

는 다양한 협력자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고 보호사와 보안요원의

개인적 감정표출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종종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간호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상황을

수습하려고만 애씀으로써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정신간호사는 전문적 권위를

이용하여 보호사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실제적인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고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정화(2003)의 연구에서 정신간호사는 보호사와의

관계와 대상자의 옹호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조직적

차원에서 보호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함께

윤리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도구는 Ohnishi 등(2010)의 MDS-P 도구를 번안, 수정하였으며,

Ohnishi 등(2010)은 Corley 등(2001)의 MDS 도구를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초가 된 MDS-P, MDS 도구를 사용한 선

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일본의 정신간호사 264명을 대상으로 한

Ohnishi 등(2010)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고뇌 강도의 평균이 2.86점, 106명의 내, 외

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orley 등(2005)의 연구에서는 3.64점으로 보고되

어, 본 연구결과(3.7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정신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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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외국 일반병동 간호사와 정신간호사에 비해 더 높은 정도의 도덕적

고뇌를 나타냈는데, 김해리와 안성희(2010)의 연구에서도 국내의 간호사가 외국에

비하여 도덕적 고뇌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6개 기관 총 8명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다양한 근

무지 특성으로 인해 간호사의 다양한 경험들이 솔직하게 나올 수 있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근무지로 구분했을 때,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

호사가 4명, 100개 병상 이상으로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간호사

가 3명, 30병상 이상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호사가 1명이었다.

유명숙(2004)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와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내용을 비교해보

면,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생명연장치료와 말기환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도출되

었으나 정신간호사의 경우 임상적 특성상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과 관련

된 내용이 많이 도출되었다. 또한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의사, 동료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으나, 정신간호사의 경우 의사, 동료 간호사 뿐

아니라 보호사, 병원보안요원, 다른 부서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

하였다. 정신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다양한 협력자와의 관계에서 도덕

적 고뇌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간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정신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환자에게 면회, 전화, 병실규

칙, 행동교정 등 많은 제한을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 영역

에서 환자를 제한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격리, 강박을 하는 상황에서 정신간호사

가 도덕적 고뇌를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박정화(2003)의 연구에서도 억제

대와 보호실 적용 시 가장 많은 수의 정신간호사가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

고 환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정신보건법 제 23조에 의하면 자의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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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하

면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상에서 입,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었

으며, 그로인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가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 법을 준수하

여 자의입원 환자를 퇴원시킬 때에도, 환자가 퇴원할 상태가 아닌 경우 설득해서

입원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하였고, 퇴원할 상태가 아닌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막기 위해 환자 몰래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하

기 위해서는 간호사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정신보건법을 임상에서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임상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협력자

에 대한 윤리,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측면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한국간

호사 윤리강령(2006)의 의하면 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간호사는 정신질환자

와 같이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차별 없

는 동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간호표준

에 따라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며, 보건의료인의 비

윤리적 행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협력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는 협력자와의 갈등

시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의사의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는 이러한 윤리지침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할 때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력부족, 간호사의 안전이 위협받거

나 조직의 지지가 부족한 상황과 같은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도 도덕적 고뇌를 경

험하게 하였다.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은 행동반응과 정서반응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는

데, 행동반응은 크게 소극적 행동반응과 적극적 행동반응으로, 정서반응은 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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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반응과 환자에 대한 정서반응으로 나눠졌다.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소극적 행동반응에는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

김’,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함’,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대체함’, ‘의견을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함’이

있었다. 적극적 행동반응에는 ‘선임자에게 조언을 구함’, ‘보호사를 설득함’, ‘관리자

에게 보고함’이 있었다. 관리자에게 보고한다는 행동반응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 반응도 관리자급의 연구대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지 못하고 다른 상급 관리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처

방법이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의사, 동료간호사, 보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자신

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도덕적 고뇌를 경험

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야기하면서도 간호사 자신이나 조직

이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고 하였고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

다. 정신간호사는 도덕적 고뇌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 적극적 행동반응 없이 타

성에 젖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임상영역에 비해 다학제적 치료진들이 함께 회의하고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동료간호사, 보호

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조언하거나 환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행동반

응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호사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

라고 생각된다.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고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고뇌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정서반응에서 나에 대한 정서반응은 ‘무력감, 점차 무

디어짐’, ‘쉬고싶음’, ‘짜증나고 힘듦’, ‘혼란스러움’, ‘일시적인 감정일 뿐 크게 화가

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음’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정서반응은 ‘환자에게 미안함’,

‘환자가 걱정됨’이 있었다.

대부분의 정신간호사는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동반응보다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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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동반응을 하였고, 환자에 대한 정서반응보다 나에 대한 정서반응을 주로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고뇌 개념의 정의가 ‘간호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옳

은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인 것으로 설명된다

(Jameton, 1984).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고뇌를 경험할 수밖

에 없고, 간호사가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서반응이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덕적 고뇌 상황

에서 적극적 행동반응과 환자에 대한 정서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고뇌의 극복요인과 좋은 간호를 할 수 있게 하는 자원 중 조직적 요인

에는 병원의 정책, 사례관리, 격리 및 강박지침, 인력 충원, 지속적 교육, 동료 간

호사의 지지가 있었고, 개인적 요인에는 보호자의 관심과 협조, 환자의 긍정적인

피드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자를 통한 배움이 있었다. 정신간호사가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자원은 동료 간호사의 지지였으며, 거의 유일한 극복요인이라

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신간호사는 도덕적 고뇌 관리를 위해 다양하고

조직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기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이해하기 위해 정신간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간호중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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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4.67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서울소재 3차 의료기관의 내, 외과 병동,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

361명을 대상으로 한 김해리와 안성희(2010)의 연구에서는 민감성이 평균 5.13점

으로 보고되었다. 동일한 측정도구는 아니지만, Kim 등(2005)의 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1점 척도에서 평균 0.71점의 높은 민감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선행연구의 다른 영역 간호사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간호사는 임상에서 환자를 격리, 억제하는 간호

를 실제로 수행함으로 인해 만성화되어 민감성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Lutzen(2000)의 연구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강제투약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김해리와 안성희(2010)는 중환자실에 근무

하는 간호사가 다른 부서에 비해 도덕적 민감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도덕

적 문제가 발생하는 간호상황에 만성화되어 민감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여겨진다.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영역별로 보

면, 본 연구결과 전문적 책임 영역(5.4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자

중심 간호영역(5.34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김해리와 안성희(2010)의 연구에

서는 환자중심 간호영역이 5.69점, 전문적 책임영역이 5.45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정신질환자는 다른 과 환자에 비해 권익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

신간호사가 옹호자 역할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옹호자 역할을

이행하는 데에 높은 도덕적 민감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덕적 민감성이 없으면

환자의 취약한 상황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 없이는 윤리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

도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민감성이 우선된다. 따라서 정신간호사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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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데,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

의 도덕적 민감성이 다른 부서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반복연구를 통

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윤리의식

을 고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하는 윤리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법률 및 직업강령

형(3.56±0.57), 사회적 책임형(3.46±0.63), 규정과 절차형(3.37±0.59), 팀이익형

(3.26±0.66), 개인적 도덕형(3.16±0.48), 효율추구형(3.11±0.60), 우정형(2.93±0.60), 자

기이익형(2.86±0.58), 회사이익형(2.50±0.62)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무지역, 업무 특성, 업무 환경이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

련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C.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결과 도덕적 고뇌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이 길수록 크게 나타났다.

단일변량분석의 사후검증 결과 3년 미만인 군(3.24점)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군(4.01점)과 10년 이상인 군(4.09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경

력이 길수록 더 많은 윤리적 문제에 노출되어 도덕적 고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김해리 & 안성희, 2010; 한성숙, 2005). 그러나 Ohnishi 등(2010)은 근무

경력과 도덕적 고뇌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Corley 등(2005)은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도덕적 고뇌가 감소한 결과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배움으로써 경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

적 고뇌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경험을 통해 윤

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도덕적 고뇌가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국내 정신간호사는 경험을 통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여 경력에 따라 도덕적 고뇌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속적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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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을수록 도덕적 고뇌를 적게 경험하였으나, 근무경력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은 유

의한 차이가 없어 근무경력이 짧은 간호사가 도덕적 민감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김

해리와 안성희(20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간호사들이 도덕

적 문제를 많이 인지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도덕적 고뇌가 크게 나타났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

는 간호사는 도덕적 고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Corley, 2002).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크게 나타난 것은 민감성은 높지

만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도덕적 민감성

과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적 환경과 도덕적 고뇌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자기이익형과 회사이익형을

높게 인식할수록, 우정형과 사회적 책임형을 낮게 인식할수록 도덕적 고뇌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을 때는, 자기이익형만 도덕적 고뇌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이익형)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지각할수록(회사이익형) 도덕적 고뇌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규범으로 존중되고(우정형) 조직 외부의 고객

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되는 환경이라고 지각할수록(사회적 책임형) 도덕적

고뇌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의 감소를 위해 조직은 긍정적인 윤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환

경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조직 외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윤

리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조직의 윤리적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개인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환경의 하위유형 중 자기이익형은 도덖적 고뇌의 29.2%를 설명하였다.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측정도구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윤리적 환경의 측정도구는 국내에서 조직의 윤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널

리 쓰이는 도구이나, 36문항의 한 도구 안에 9가지 윤리적 환경의 하위유형을 포

함함으로써 한 도구가 포괄하는 윤리적 환경 유형이 방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 77 -

병원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조직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

내 병원에 적합한 윤리적 환경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민감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

는 지속적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조직은 긍정적인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D.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간호연구 측면에서 국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현상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 감소를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 데 계기를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고뇌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된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환경을 함께 조사하여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의 도구

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

초로 사용한 도구이고 관련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현상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인 이해를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같이 사용하였다. 간호이론 측면

에서 국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현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윤리

영역의 이론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간

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긍정적인 윤리적 환경을 증진시키고 도덕적 고뇌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도

덕적 고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덕적 민감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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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의 수

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도덕적 고뇌 내용

을 기술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

다.

본 연구의 대상은 4개 병원과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중인 정신간호사로, 자

료수집기간은 2012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였고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최종 108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인인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Ohnishi 등(2010)의 정신간호사의 도

덕적 고뇌 도구를 본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3인이 committee approach 방법을 통

해 번역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총 1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도덕적 고뇌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민감성의 측정은 Han 등(2010)의 한국판 도덕적 민

감성 설문지 27문항을 이용하였고, 윤리적 환경은 Victor와 Cullen(1988)의 윤리적

환경 설문지를 류선권(2009)이 번안한 36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총 6개 기관, 8명의 정신간호사를 선정하여, 일 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 중인 정신간호사 4명,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중인 정신간호사 4

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1회 인터뷰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녹취한 내용과 기록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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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정도는 가능한 점수범위 0∼6점에서 평균 3.74점이

었고, 최소 0.85점, 최대 5.46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인력부족 영

역이 평균 3.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돌보는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 영역(3.71),

환자권리 침해에 대한 묵인 영역(3.60)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고뇌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간호인력 수준으로 구성되어 일

하는 경우’로 평균 4.69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병원직원, 보

호자,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것이 의심되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

로 평균 4.21점이었다.

2.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가능한 점수범위 1∼7점에서 평균 4.67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전문적 책임영역이 평균 5.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신간호사가 지

각하는 윤리적 환경은 가능한 점수범위 1∼5점에서 법률 및 직업강령형(3.56),

사회적 책임형(3.46), 규정과 절차형(3.37), 팀이익형(3.26), 개인적 도덕형(3.16),

효율추구형(3.11), 우정형(2.93), 자기이익형(2.86), 회사이익형(2.50) 순으로 확인

되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차이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인 정신간호사가 3년 미만인

정신간호사에 비해 도덕적 고뇌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도덕적 민

감성과 윤리적 환경의 하위유형 중 자기이익형, 회사이익형은 도덕적 고뇌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정형, 사회적 책임형은 도덕적 고뇌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도덕적 고뇌의 유의한

영향요인은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도덕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유형 중 자

기이익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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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정신간호사가 경험하는 도덕

적 고뇌 상황,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 도덕적 고뇌 상황을 통한 성찰의

3가지 영역으로 각각 의미있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1) 도덕적 고뇌 상황: 4범주 14내용.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협

력자에 대한 윤리,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과도한 제한,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

활 침해, 차별적 간호 제공, 간호실무 표준에 어긋나는 간호 제공, 옹호자 역할

불이행, 의료과실 묵인과 거짓정보 제공, 의사 처방에 대한 의문 · 의사의 불성

실한 태도, 동료 간호사와의 간호수준 차이, 보호사 · 병원보안요원의 부적절한

행동, 다른 부서 직원의 부적절한 요구,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 간호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조직의 지지 부족

2)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반응: 2범주 14내용.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행동반

응,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의 정서반응/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 여김, 조직에

서 원하는 대로 함,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대

체함, 의견을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이야기함, 선임자에

게 조언을 구함, 보호사를 설득함, 관리자에게 보고함, 무력감 · 점차 무디어짐,

쉬고싶음, 짜증나고 힘듦, 혼란스러움, 일시적인 감정일 뿐 크게 화가 나거나 오

래 지속되지 않음, 환자에게 미안함, 환자가 걱정됨.

4) 도덕적 고뇌 상황을 통한 성찰: 1범주 8내용. 도덕적 고뇌의 극복요인과 좋은간

호의 자원/ 병원의 정책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격리 및 강박 지침, 인력충원,

지속적 교육, 동료 간호사의 지지, 보호자의 관심과 협조, 환자의 긍정적인 피드

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환자를 통한 배움.

본 연구는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측정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일부 병원과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중인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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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정도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도덕

적 민감성, 윤리적 환경 중 자기이익형이 도덕적 고뇌의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

적인 내용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정신간호의 특수성

을 고려한 조직적인 접근방법이 유용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신간호사의 도덕

적 고뇌 영향요인은 도덕적 고뇌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여

하리라 생각된다.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감소를 위해 개인적 접근으로는 도덕

적 민감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조직적 접근으로는 긍정적인 윤리적 환경 조성과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다. 그리

고 정책적 접근으로는 정신보건법 적용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재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는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적극

적 행동반응과 환자에 대한 정서반응이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보호사 등의 협력자

에게도 함께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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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고뇌의 측정도구는 그 타당도를 확인하여 사용하였

지만, 개발 당시에 비해 적용 사례수가 적고, 일본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

된 도구를 국내에 맞게 번안, 수정한 결과 개발당시(Cronbach’s α=.90)보다 본

연구에서(Cronbach’s α=.83)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의 제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2.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측정도구에 포

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따라서 현상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국내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측정도구의 항목을 추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윤리적 환경의 측정도구는 조직의 윤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로 병원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외국에서는 병원의 윤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Hospital Ethical Climate Survey; HECS(Oslon, 1998)를 많은 연

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병원의 윤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보다 효율적

이고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4.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감소를 위해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문제해결능력

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제언한다.

5. 윤리적 환경의 영향력이 규명되었으므로 간호사 개인의 노력을 넘어 조직적 차

원의 윤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겠다.

6.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서 정신보건법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기 때문

에, 정신보건법에 대한 교육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국가

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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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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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설명문]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신건강영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 상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서 치료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간호사가 도덕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

황에 놓였을 때, 항상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

로 옳은 행동을 인식했으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도덕적 고뇌라고 합니다.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노다복 

3. 연구 방법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수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입니다. 연구대상은 임상경력 1년 이상이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

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입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조직의 

윤리적 환경 측정도구이고,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집니다. 

4. 기대 효과 및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5. 위험성 및 위기관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시간소요 및 응답의 불편감의 최소한의 위험성을 갖습니다. 연구 참여 

동의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자료수집

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철저한 비밀보장의 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노 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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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정신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

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

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

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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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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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al distress of psychiatric nurses in Korea.

Noh, Dab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moral distress an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moral distress among

psychiatric nurses in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8

psychiatric nurses of 4 hospitals and ones in course of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training.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8 volunteer out of all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here were two groups and each group was interviewed

once. The period for data collection was from October 5th to November 14th,

2012. A total of 108 questionnaires was analyzed through SPSS WIN 20.0

program, and transcribed data was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 pre-existing scale, Moral Distress Scale for Psychiatric Nurses (MDS-P)

by Ohnishi et al. (2010), was used after translating into Korean and examining

content validity.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Han, Kim, Kim, & Ahn, 2010)

and tool by Ryu (2009) who translated Ethical Climate Questionnaire(ECQ)

developed by Victor and Cullen (1988) into Korean.

The mean score of moral distress in psychiatric nurses was 3.74, and the

low staffing sub-domain showed the highest score (3.91). The scores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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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omains of moral distress were as follows: Unethical conduct by

caregivers (3.71), acquiescence to patients' rights violations (3.60). The mean

score of moral sensitivity was 4.67, and the sub-domain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had the highest score (5.47).

Moral di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psychiatric nurses who

had more than 5 year clinical career than cases of which clinical career at

psychiatric wards is below 3 year. Moral sensitivity, personal profit, corporate

profi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oral distress, while friend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ral distress. On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moral distress were

clinical career at psychiatric wards, moral sensitivity, and personal profit.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3 domain of moral distress in psychiatric

nurses were found: Situations that psychiatric nurses experienced moral

distress, responses in moral distress situations, reflection of psychiatric nurses.

4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situations that psychiatric nurses experienced

moral distress: 'nurses-patients', 'nurses as professional', 'nurses-coworkers',

and 'structural problems of the hospital'. 2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responses in moral distress situations: 'behavioral responses' and 'emotional

responses'. 1 category was derived from reflection of psychiatric nurses:

'factors to overcome moral distress and resources that enable a good nursing'.

In conclusion, organizational approach that considers peculiarity of

psychiatric nursing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moral distress of psychiatric

nurses. Development of effective interventions considering factors influencing

moral distress of psychiatric nurses a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recommended.

Key Words: Psychiatric nurses, Moral distress, Moral sensitivity, Ethical

clim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