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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응급실 도착전 사망(Death on arrival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조사

본 연구는 DOA(Death on arrival [DOA])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응급실 실무에 적용하여 의료진

들의 DOA 환자 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DOA환자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DOA 환자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도

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문항을 선택하여 전문가 1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를 검증받은 설문지로 DOA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

과 의료진에 대한 정보요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를 측정하였다. 2013년 8월 5일

부터 2013년 12월 7일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PASW SPSS 18.0을 이용하여

DOA 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 DOA 환자 가족의 경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환자 가족의 경험과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으로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실수를 이용하여 구했으며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요구도는 t-test와 ANOVA, Scheffe 사후검정을 이용하

여 결과를 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DOA 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고인과의 관

계,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에

사망예측 여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을

조사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사별로 나누어 보았으며 고인과의 관계

는 촌수를 중심으로 무촌, 1촌, 2촌이상으로 나누었다. 고인의 사망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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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위로는 직접적으로 고인과 함께 온 경우와, 간접적으로 고인의 사망 소

식을 의료진으로부터 접한 경우와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사망소식을 접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고인의 사망원인으로는 사고와 질병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연사와 만성질환은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질병은 사

망 후 의사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진단명을 말한다.

2. DOA 환자 가족의 전반적인 응급실 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 2.70점이었으며

그렇다 3점에 가까운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DOA 환자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항목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정신적 경험 2.89점 신체적 경험

2.63점, 사회적 경험 2.61점이었으며 DOA 환자 가족은 정신적 경험의 정도

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3.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4점만점에 평균 3.09점이었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정보요구, 참여

요구, 정서적요구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정보요구 3.33점, 참여요구 3.05점, 정서적 요

구 2.80점이었으며 정보요구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요구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결혼상태(F=7.206), 고인과

의 관계(F=3.797), 고인의 사망원인(t=-2.375),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항목

(F=7.5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성별, 연령, 종교, 응급실 체류

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

망 후 경과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성별

(t=-2.091), 결혼상태(F=5.270), 고인과의 관계(F=3.299)에서 유의한 차이를



- vi -

보였고(p<.05), 연령, 종교,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

의 사망 후 경과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DOA 환자의 가족은 경험에서 정서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정보요구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결혼상태,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예측여부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

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고인과의 관계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추후 이들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중

재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DOA, 가족, 경험, 요구도, 응급실, 예측할 수 없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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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응급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실 이용 인구수 증가, 응급실 내원

후 입원환자 수의 증가, 응급실 사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

앙응급의료센터, 2011). 국가 응급 환자 진료정보망 통계(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게 되

는 환자 수는 2010년 약 80만명에서 2011년 약 91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응급실 사

망 환자 수는 2010년 2만6천명에서 2011년 2만 7천명으로 늘어났다(중앙응급의료

센터, 2012). 그 중 도착전 사망(Death on arrival [DOA]) 환자의 수는 2010년

15,481명에서 2011년 16,372명으로 증가했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12). DOA란 응

급실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를 말한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09).

DOA는 예측할 수 있는 사망과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나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사망으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자연사가 있으며, 예측 할 수 없는

사망으로는 사고, 자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사망과 예

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dlich & Kübler-Ross, 1992; 임승희, 2007). 예측할 수 있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

은 슬픔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측 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

족은 슬픔, 공포, 충격, 불신의 감정을 경험하며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

습을 보인다(K. V. Iserson & K. Y. Iseron, 1999). 이러한 가족들은 슬픔이라는 기

본적인 정서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Wisten &

Zingmark, 2007).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환자의 가족들은 슬픔에서 회복되

는데 6개월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Hamilton, 1988). 사랑하는 가족

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Hohmes & Rahe 의 사회적

재적응 비율척도에서 배우자의 사망은 생활사건 중 1위, 가까운 가족의 사망은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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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우자의 사망과 가까운 가족의 사망이 생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윤희, 이광자, 유숙자, 이소우, & 김소야자, 2003에서 재인용) 이는 가

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유발시

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다(Kaltman & Bonanno, 2003).

오늘날 응급실 내원 DOA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

망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DOA 환자 및 가족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 이후 미비한 실정

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망환자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었다. DOA 환자에 대한 연구로는 1990년대 초 응급실 사망환자 분류 및 특성에

대한 연구(고필성, 1998; 박재황, 1992; 장석준, 1990; 최문삼, 박철성, 백수진, &

이홍수, 1993.)와 사망환자 가족경험(Adamowski, Dickinson, Weitzman, Roessler,

& Carter-Snell, 1993; Parrish, Holdren, Skiendzielewski, & Lumpkin, 1987)에 대

한 연구, 영아돌연사와 관련된 연구(Bechtel, 2012; Lazoff & Kauffman, 1995), 심

장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된 연구(Gillum, 2002; Manfredini,

Portaluppi, Grandi, Fersini, & Gallerani, 1996)가 연구가 있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사망환자 가족에 대한 연구(김영미, 1990; 두현정, 2008; 박연옥, 2003; 이정섭,

1992)는 꾸준히 진행되고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사망환자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웠고, 현재 응급실에서 사망과 관련된 연구로는 간호사의 임종간호 태

도(유준희, 2007; 전미희, 2008; 조영자, 2011)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DOA 사망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가족과 마주하는 의료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의료진들이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전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느끼며 사망환자 가족을 대할 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Adamowski, et al., 1993; Stevenson, 1979). 특히 간호사는 의료인중 오랜

시간을 환자 및 가족과 함께 하며 죽음이라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이용주,

2004). 간호사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간호할 때 불안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asahara, 2003).

또한 간호사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울감, 부담감, 공포 등을 경험

한다(이명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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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죽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의료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환자와 가족

을 치료하고 간호함에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DOA 환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DOA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가족들도

증가할 것이다. 환자의 죽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의료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죽

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충분한 교육을 통한 죽음에 대한 준비

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의료진들을 벗어나게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

로 인해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PTSD로의 이환을 방지할 것이다. 의료진들은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치

료와 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DOA 환자 가족에 대한 연구와 간호중재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을 알아보고 그들의 요구도를 파

악하여 DOA 환자 가족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가족의 간호중재

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DOA 환자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함으

로써 그들에게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DOA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을 조사한다.

2)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정보요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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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DOA 환자의 가족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이란 사고, 자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의사에 의해 DOA 선언을 받은 환자의 가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가

족의 범위는 3촌까지로 제한하며 응급실 도착시 환자와 함께 있었던 가족, 의료진

에 의해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온 가족, 다른 가족원에 의해 연락을 받고 응급실

로 온 가족,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온 가족을 포함한다. 자연

사, 질병으로 인한 DOA 환자의 가족은 제외한다.

2) DOA 환자 가족의 경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이란 문헌고찰을 토대로 작

성된 설문지로 전문가 12인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DOA 환자 가족이

겪은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을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항

목에 대한 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항목에 대한 경험

의 정도가 낮을 것을 의미한다.

3)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DOA 환자 가족이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간호 및 치료를 의미하며 본 연구로부터 개발된 설

문지에 의해 정보요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를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의 정

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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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개념은 PTSD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에서 기인된

다. PTSD란 자연재해, 사고, 테러, 전쟁 또는 강간, 폭력, 개인 공격과 같은 생명

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게서 발생 할 수 있는 정신적 장애

를 말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1994). 죽음은 급성 스트

레스이자 위기이며, PTSD를 유발시키기도 한다(Walsh, 2007). 갑작스런 사망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신적 혼란은 오랜시간동

안 지속될 수 있다(Merlevede, Spooren, Henderick, Portzky, Buylaert & Jannes,

2004). Everly & Lating(1995)은 PTSD를 교감신경계 반응 증상으로 설명했으며

망연자실과 위축, 어떤 대상에 대한 각성의 증가와 불가항력적인 회상과 같은 2차

적 반응을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이해하고 PTSD 진행 과정 모형을 제시했

다.(Everly & Lating, 1995; Flannery & Everly, 2000; Girdano, Dusek, & Everly,

2009; Julian, 2009; 김정휘, 허주연, & 김태욱, 2012에서 재인용) <그림 1>

<그림 1> PTSD의 진행과정 모형(Everly & Lating, 1995; Girdano, Dusek, &

Everly, 2009; Julian, 2009; 김정휘 외, 2012, p.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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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모형에서는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심리적, 정신의학적 진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외상적 회상이나 도피하는 각성은 한 개인을 위축 시키며 결국 만

성증상으로 이르게 되면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

은 외상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변수이며(Kaltman & Bonanno, 2003), 갑작스런

사망, 폭력으로 인한 사망,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은 외상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다(Burke, Neimeyer & McDevitt-Murphy, 2010). 급성 외상성 스트레스는 상황을

부인하는 쇼크단계, 불안과 분노의 반응,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영향 단계, 스트레

스를 받아들이는 해결의 단계를 거친다(Schumann & Miller, 2000; Williams,

1987). 죽음이라는 외상성 스트레스로 발생한 PTSD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 개인

의 역할, 관계 및 가족과 지역사회 리더, 가족단위, 경제적 상태등에 영향을 미친

다(Murgatroyd & Woolfe, 1982; Walsh, 2007). PTDS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동반하며 PTSD를 겪는 사람은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데 신체적으로 고

통, 수면장애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놀람, 집중하기 어려운 증상을 겪

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단절,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한정원, 2012). PTSD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은 갑작스런 사

망을 경험한 가족과 유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을 나타낸다(Burke, et al.,

2010; KENT & MCDOWELL, 2004; Wimpenny, Unwin, Dempster, Grundy,

Work, Brown, & Wilcock, 2007).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환자의 가족은

크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예측된 죽음보다 슬픔이 지연되어

나타남으로 더 많은 뚜렷한 위험이 있다고 한다(KENT & MCDOWELL, 2004).

신체적으로는 식욕부진, 체중감소, 가슴통증, 피로, 소화기계 장애, 탈모, 두통, 면

역감소, 수면장애를 느끼며 정신적으로는 분노, 불안, 무감동, 부정, 우울, 믿기지

않음, 불신, 감정적 적응, 환상, 도움을 원치 않음, 집중하기 어려움, 불안정, 자존

감저하, 슬픔을 느끼며 행동에서는 부산함, 소리쳐 울음, 피로, 사회적 단절의 행동

을 보인다(Burke, et al., 2010; Cuthbertson, Margetts, & Streat, 2000; Merlevede,

et al., 2004). 이러한 사망환자 가족은 죽음의 전달형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

며, 응급실 도착시 쇼크, 분노, 텅빈느낌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의료진이

함께 자신과 있어주기를 바라거나 환자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기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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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구를 보이기도 한다(Wisten & Zingmark, 2007). 따라서 PTSD에서 나타나

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과 갑작스런 사망을 경험한 가족은 유사한 경험을

한다(Burke, et al., 2010; Cuthbertson, et al., 2000; Merlevede, et al., 2004)는 근

거하에 본 연구에서는 PTSD의 진행과정 모형을 근거로 모형을 수정하여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PTSD의 진행과정 모형은 PTSD

단계(Williams, 1987)중 쇼크단계, 불안과 분노,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영향 단계까

지의 모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해결 단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만

약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

도를 알고 지지해주는 의료진이 있다면 PTSD 단계중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들

이는 해결의 단계로 빠르게 이행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요구

도를 연구하였고,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그림 2>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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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가족의 사망이 외상이라는 변수로 남겨진 가족에게 영향을 미

치면 남겨진 가족은 위축, 망연자실감,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겨진 가족이

슬픔을 동반한 위축, 망연자실,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

을 할 것이고, 의료진에게도 원하는 요구도가 발생하게 것이다. 예측 할 수 없는

사망으로 내원한 DOA 환자의 가족은 연구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환자

가 사망했을 경험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 및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현재

시점에서 측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DOA 환자 가족의 경험 중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과 의료진에 대

한 요구도 중 정보요구, 정신적 요구, 참여요구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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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 헌 고 찰

본 문헌고찰의 목적은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검색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DOA환자는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가족이며 이러한 가족에 대한 문헌고찰

을 수행 하였다.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한 문헌 검색시 키워드는 Sudden

death, unexpected death and family, family loss, family, death on arrival,

emergency department, family need, family experience, 응급실 사망, 응급실 경

험, 요구도를 선택하였고, 사용한 Database는 CINAHL, Embase, Google scholar,

KISS, Pubmed, RISS였다.

1. DOA 환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

DOA 환자는 2008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DOA 환자수는 2009년

2,937명, 2010년 15,481명 2011년 16,372명으로 2010년 크게 늘어난 추세이며 2011

년까지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10). 의학의 발전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과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2011). 사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중 DOA수가 다른 종

류의 사망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심폐소생술금지(Do not resuscitation [DNR]), 심

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후 사망, 기타 사망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11).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환자수가

증가하는 반면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DOA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의 수도 점

차 늘어나고 있었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10). 환자의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가

이드라인과 소생 후 간호중재는 개발되어져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응급실에

서 사망한 환자 및 DOA 환자 및 가족 간호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DOA의 경우 예측된 사망과 예측하지 못한 사망 두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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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측된 사망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망으로 임종하

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가족들은 죽음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망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없이 갑작스럽게 겪게

되며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어 죽음을 준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혼란과

죽음에 빠져들게 만든다(임승희, 2007). 예측하지 못한 사망은 준비되지 않은 상실

이며 즉시 일어난다. 예측하지 못한 사망은 사고, 재난, 알 수 없는 원인, 자살로

분류되어지며 이러한 가족은 불신, 충격, 슬픔, 공포와 같은 정신적 경험을 하며

이러한 가족들의 주 된 감정은 슬픔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이

느끼는 불신, 충격, 슬픔, 공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K. V. Iserson & K.

Y. Iseron, 1999).

예측하지 못한 사망의 위기에 있는 놓여있는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단

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병의 위험, 행동문제, 사회적 기능적 단절의 가능성이 높

아진다(Williams, Lee & Polak, 1976).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환자의 가족이 겪는 신체적 경험으로는 수면장

애, 답답함, 숨이 가쁨, 두통, 피로감, 구토, 설사, 무기력함이 있다(Cuthbertson, et

al., 2000; Dubin & Sarnoff, 1986; Wisten & Zingmark, 2007). 예측하지 못한 사

망을 경험한 가족들의 정신적 경험으로는 죄책감, 불안, 화, 삶의 의미 상실, 두려

움이 있었다(Cuthbertson, et al., 2000; Dubin & Sarnoff, 1986; Wisten &

Zingmark, 2007; 김은경, 2002).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겪은 가족은 쇼크, 무감각,

부정의 정서적 감정을 느끼며 가족 내부의 정서적 고통이 감소할 때 가족의 상실

에 대해 편안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의 상실에 대해서는 급성의 정

서적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lements, DeRanieri, Vigil, &

Benasutti, 2004).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하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슬픔의 정

서를 경험하고, 외로움을 느끼며(Cuthbertson, et al., 2000), 혼자 남은 배우자일수

록 스트레스가 높으며(Eakes, Burke, & Hainsworth, 1998) 강한 슬픔을 느낄수록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Lohan & Murphy, 2006). 응급실에서 사

망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험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에게서 주로 발생

하였다(Merlevede, et al., 2004). 외상으로 인해 고인의 시신을 바론 본 가족은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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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음, 화남, 죄지은 느낌, 후회, 소리침,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했고

(Harrington & Sprowl, 2011),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부모는 좀비같다, 화난다, 충

격적이다라는 정신적 경험을 했다(Wisten & Zingmark, 2007). 예측하지 못한 사

망을 경험한 환자의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Cuthbertson, et al., 2000).

가족의 사망시 이들은 고립감을 느끼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병원에서 있었

던 일에 대한 충격으로 두 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은 사회적 경험을 한다

(Cuthbertson, et al., 2000; Dubin & Sarnoff, 1986; Wisten & Zingmark, 2007).

이러한 사망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는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치료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치료하거나 지지하여 가족이

상실로부터 오는 내적 통증이 감소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Clements, et al.,

2004). 이러한 급성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했을 때 가족은 흔히 정

신적, 신체적, 행동적 슬픔을 겪으며 그들은 예상된 죽음보다 슬픔이 지연되며 더

많은 뚜렷한 위험에 노출된다(KENT & MCDOWELL, 2004).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뿐만 아니라

PTSD로 노출된 위험을 겪기도 한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가족들에게 복합적 슬픔,

PTSD를 유발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킨다(Burke, et al., 2010). 이러한 PTSD는 예

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중 외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녀가 사망을 한 경우 PTSD로의 노출이 더욱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Burke, et al., 2010; Mowery, 2011). 이러한 가족은 현상을 재경험 하거나 수

면과 식사시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경험을 하며 과도한 흥분, 기억이나 회상시 어

려움을 겪는 정신적 경험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며 단절되어 지는 모습을

보인다(Mowery, 2011).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DOA 환자의 가족은 이러한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경험을 하며 PTSD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는 DOA 환자 가족과 관련된 연구는 영아돌연사와 관련된 연구

(Bechtel, 2012; Lazoff & Kauffman, 1995), 심장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된 연구(Gillum, 2002; Manfredini, et al., 1996)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족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DOA 환자 가족의 수는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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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을 하는 DOA 환자 가족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

서 DOA 환자 가족이 겪는 문제는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본 문헌고찰을

토대로 DOA 환자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을 연구하였다.

2. 예상치 못한 사망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예상치 못한 사망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간호 및 치료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은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이며 이러한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요구하는 정보요

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가 있었다(Parrish, et al., 1987; Tye, 1993; Wisten &

Zingmark, 2007).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로는 죽음과

관련된 정보 제공받기, 사망 후 종교에 대한 정보 제공받기, 죽음의 원인에 대한

설명 제공받기,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받기, 죽음에 대해 말하기, 사별 후에

대한 계획세우기가 있었으며 아이를 잃은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기 원하는 요구가 있었다(Macnab, 1988; Parrish, et al.,

1987; Tye, 1993; Wisten & Zingmark, 2007).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가족

은 의료진으로부터 기대하는 요구가 있었다.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가족은

의료진이 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듯하다고 말했으

며 어떠한 의료진도 가족의 죽음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ysiewicz, 2008). 가족이 원하는 정보를 의료진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계속적

인 요구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반면, 음료를 가족에게

제공하며 설명해준 의료진도 있었는데 이러한 의료진으로부터 친근감을 느꼈다고

한다(Brysiewicz, 2008; Wisten & Zingmark, 2007).

정서적 요구로는 도착시 의료진과 접촉하기, 조용한 공간 제공해주기,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기, 평안하도록 지지해주기,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가족과 의

료진간 슬픔에 대해 나누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Edlich & Kübler-Ross, 1992).

예상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가족이 말하는 의료진의 모습에서 의료진은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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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간호사의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가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을 증가시켰다고 한다(Brysiewicz, 2008). 이러한 가족

은 의료진이 슬픔에 대해 표현할 때 함께 있어주기를 원한다. 의료진은 그들의 정

서적 요구를 알고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슬픔의 단계를 이해하여 가족에게 효

과적인 정서적 간호와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적 요구로는 환자 사망 후 환자를 바로 보기를 원했고 의료진이 사망한

가족에게 접근시 적절한 장소제공, 가족과 연락, 가족에게 말할 준비하기, 가족의

요구에 반응하기, 사망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고인 돌보기, 성직자들과

접촉하여 종교적 의식을 치르기가 있었다(Stevenson, 1979; Edlich & Kübler-Ros

s, 1992).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급실, 병동, 중환자실, 외래

단위에서의 간호 요구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연구된 간호

요구도에 대한 연구에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신체적 간호요구, 진단 및 치료

에 관련된 간호요구, 정서적 간호요구, 교육적 간호요구가 있었다(한경아, 2001; 이

승희, 2008). 응급실 환자들의 간호 요구도는 치료 및 간호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

았고, 환자 상태정보, 정서적 지지, 간호참여 순으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2008). 병동에서도 간호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병동 환자의 간호 요구도

는 신체적 간호요구,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간호요구, 정서적 간호요구, 교육적

간호요구외 정보요구, 영적요구, 정서적 요구, 지지요구가 있었다(이유진, 2012; 장

애리, 2012).

예상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가족과 병동 단위별 간호 요구도는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DOA환자 가

족을 다루는 연구는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DOA 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응

급실을 찾게 되는 가족들은 증가할 것이며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질 것이

다. 의료진들 중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한 가족에게 사망 선고를 하거

나 가족을 대할 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의료진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많은

의료진들이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전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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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며 사망환자 가족을 대할 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damowski, et al., 1993; Schmidt, Norton, & Tolle, 1992). 특히 간호사는 의료

인중 오랜 시간을 환자 및 가족과 함께 하며 죽음이라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

다(이용주, 2004). 간호사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간호할 때 불안과 어려움을 경

험하며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Sasahara, 2003). 죽음을 경험하는 간호사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될 수 있으

며 죽음에 대한 불안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김숙남 & 최순옥, 2010).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보다 환자와 보호자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김숙남 & 최순옥, 2010).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경험하는 보호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

하며 이러한 대상자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알고 간호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연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겪은 가족을 다루는 의료진

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가족 접근 방법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고(Hamilton,

1988; Schmidt, et al., 1992; Stevenson, 1979) 이러한 가족에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기, 죽음에 대해 말하기, 사망한 환자의 신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고인 돌보기, 사별 후 계획 세우기와 같은 사별 가족 중재 방법

(Edlich, & Kübler-Ross, 1992)을 제시한 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응급실 현장

에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을 간호하는 가이드라인 및 중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응급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환자의 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 응급실

현실과 맞는 가족을 위한 간호중재와 치료가 개발되어져야 하겠다.

환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가족은 기본적인 정서로 슬픔을 느끼며, 가족 개인의

성향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지 6개월만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2년이 지나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잔해가 생활에 남아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Hamilton, 1988). 따라서 응급실 의료진들

은 이러한 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육받아야 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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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은 슬픔이라는 공통된 정

서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진에 대

한 요구도에서 아직 응급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요구

도 연구는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보요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가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설명을 해준 의료진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가족들이 있었듯이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에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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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을 알아보고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

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계획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DOA 환자의 가족으로서, 표적 모집단은 응급실에 DOA로

내원한 환자의 가족이며, 근접 모집단은 사망원인이 사고, 자살, 원인을 알 수 없

는 질병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응급실에 DOA로 내원한 환자의 가족

이며, 선행연구(Hamilton, 1988)에 근거하여 사망한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Hamilton, 1988)에 의하면 가족의 사망 후 슬픔을 극복

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2년이며 이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이 된 DOA 환자의 가

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3년 8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

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DOA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DOA 가족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족이 참여하였다. 연

구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집 방법 중 의도표집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의도표집 하였으며, 기관의 허락을 받은 경로당 1곳

과 노인종합복지관 1곳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대상자 60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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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기준

(1) 응급실 도착시 의사에 의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가족

(2) 사망원인이 사고, 자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자의 가족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

2) 대상자 제외기준

(1)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

(2) 환자의 사망경과 기간이 6개월 이전인 사람

(3) 사망원인이 자연사, 만성질환으로 인한 DOA 환자의 가족

3) 대상자 산출기준

대상자 수 선정은 G*power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과 80% 검정

력, 효과크기 0.4로 ANOVA: Fixed effect, omnibus, one-way를 선택하여 표본크

기를 산출하면 최소 표본의 크기는 8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산출은 통계 지

원 센터의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가 희소하여 효과크기 0.4, 유의수준 5%,

검정력 80%로 연구 대상자를 산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고찰과 전문과 12인의 검증을 받아 개발되

었다. 설문지 문항산출을 위한 문헌고찰시 예측할 수 없는 사망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주요 개념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Adamowski, et

al., 1993; Cuthbertson, et al., 2000; K. V. Iserson & K. Y. Iseron, 1999; Lee &

Polak, 1976; Parrish, et al., 1987)를 통한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한 문항은

25문항, 선행연구(Adamowski, et al., 1993; Brysiewicz, 2008; Harrington &

Sprowl, 2011; Wisten & Zingmark, 2007; 김은경, 2002)를 통한 DOA 환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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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12문항이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산출된 DOA 환자 가

족의 경험 25 문항과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12문항은 응급의학

과 전문의 4명, 응급전문간호사1명, 응급실 파트장1명, 응급의학과 전공의2명, 응급

실 경력5년 이상된 간호사 4명의 전문가 12인에 의해 설문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Lynn(1986) 과 Polit & Beck(2006, 2007)이 제시한 방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구했으며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한 25문항별 타당도는 0.8이상을 선택했으

며, 0.8이하인 2가지 문항은 제외하였고, 전체타당도는 0.88이었다. DOA 환자 가

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문항별 타당도도 0.8이상을 선택했으며, 전체타당도는

0.94였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타당도를 통해 산출된 총 문항은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은 23문항으로 신체적 경험 10문항, 정신적 경험 7문항, 사회적 경험 5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12문항으로 정보요구

5문항, 참여요구 3문항, 정서적 요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2였다.

1) DOA 환자 가족의 경험

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이란 설문지를 통해 신체적 경험 10문항,

정신적 경험 7문항, 사회적 경험 5문항 총 23문항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4점(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항목에 대한 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항목

에 대한 경험의 정도가 낮을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2였다.

2)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DOA 환자 가족이 의사

와 간호사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간호 및 치료를 의미하며 설문지를 통해 정보요구

5문항, 참여요구 3문항, 정서적 요구 4문항 총 12문항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정보요

구, 참여요구, 정서적 요구는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4점(1=매우 그렇지 않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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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1이였다.

3) 일반적 특성

DOA 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고인과의 관계,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 예

측여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으로 9문항으로 구

성되었고,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은 설문시 직접 대상자에게

물어보았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방법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2013-1122)을 받은 후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8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관의 허락을 받은 경로당 1곳과 노인종합복지관 1곳, 교회에 방문하여

해당관계자의 협조를 구하여 모집공고 포스터를 게시하였고 편의표집을 통해 연

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

철회 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 모집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모집을 위한 모집공고를 기관의 협조를 얻은 경로당과 복지관, 교회

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실

시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는 바로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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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연구 대상자를 소

개 받아 대상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연구자가 직접 연

구 대상자를 만나 설문지를 받고 회수한 경우도 있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사

정으로 인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못 만났을 경우 연구 대상자를 소개해준 사

람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대상

자가 설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여 연구자에

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설문지는 총 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통

해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2)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t검

정과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다중 범주간의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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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고인과의 관계, 응

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에 대한 사망

예측 여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을 조사하였다

<표1-1>. 고인과의 관계로는 무촌(부부) 9명(15%), 1촌(부모, 자녀) 20명(33.3%)이

었고, 사망을 알게 된 경위에서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13명(21.7%),

다른 가족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경우 34명(56.7%)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사

고 25명(41.7%), 질병 35명(58.3%)이었고, 고인의 사망을 예측했는지에 대한 질문

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20명(33.3%), 그렇다 20명(33.3%)이었다. 사망에 대한 준비

상태에서 그렇지 않다 24명(40%), 보통이다 14명(23.3%)이었고, 설문 당시 고인의

사망 후 경과 기간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 11명 (18.3%) 3년 이상-5년 미만 26

명(4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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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22(36.7)

여 38(63.3)

연령 20-29 5(8.3)

30-39 13(21.7)

40-49 11(18.3) 47.57±11.71

50-59 26(43.3)

60-69 3(5)

70이상 2(3.3)

결혼상태 미혼 12(20)

기혼 39(65)

사별 9(15)

종교 있음 50(80.3)

없음 10(16.7)

고인과의 관계 무촌(부부) 9(15)

1촌(부모, 자녀) 20(33.3)

2촌(형제, 자매)이상 1(1.7)

3촌이상 25(41.7)

기타(며느리 등) 5(8.3)

응급실 체류시간 30분미만 5(8.3)

30분이상-1시간미만 23(38.3)

1시간이상-1시간30분미만 8(13.3)

1시간30분이상 22(36.7)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응급실 의료진의 연락 3(5)

환자와 함께 응급실 내원 13(21.7)

다른 가족원으로 부터 34(56.7)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8(13.3)

기타 2(3.3)

고인의 사망원인 사고 25(41.7)

질병 35(58.3)

표 1-1. 일반적 특성 (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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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예측

여부

그렇지 않다 20(33.3)

보통이다 6(10)

그렇다 20(33.3)

매우 그렇다 1(1.7)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매우 그렇지 않다 11(18.3)

그렇지 않다 24(40)

보통이다 14(23.3)

그렇다 7(11.7)

매우 그렇다 3(5)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

6개월이상-1년미만 11(18.3)

1년이상-3년미만 10(16.7)

3년이상-5년미만 26(43.3)

5년이상-7년미만 4(6.7)

7년이상 9(15)

표 1-1(계속).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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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A 환자 가족의 경험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은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 3가지 영역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당 점수는 1-4점으로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해당하는 경험의 정도가 높았다고 해석하였다. DOA 환자 가족

의 경험에 대한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정신적 경험 2.89점 신체적 경

험 2.63점, 사회적 경험 2.61점이었으며 이중 정신적 경험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

으며, 사회적 경험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DOA 환자 가족은 정신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DOA 환자 가족경험

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70점이었으며, 그렇다 3점에 가까운 평균점수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아 DOA 환자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신체적 경험

신체적 경험에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항목은 그

렇다 24명(40%), 매우 그렇다 24명(40%)이었으며, 충격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항목은 그렇다 22명(36.7%), 매우 그렇다 20명(33.3%)이었다. 식은땀이 났다 항목

은 그렇지 않다 22명(36.7%), 그렇다 23명(38.3%) 이었고, 손이 떨렸다 항목은 그

렇지 않다 19명(31.7%), 그렇다 25명(41.7%), 머리가 아팠다 항목은 그렇지 않다

21명(35%), 그렇다 26명(43.3%) 이었다. 가슴이 조여 통증을 느꼈다 항목은 그렇

지 않다 28명(46.7%), 어지러웠다 항목은 그렇지 않다 29명(48.3%), 기절했었다 항

목은 그렇지 않다 41명(68.3%), 구토를 했다 항목은 그렇지 않다 43명(71.1%)이었

다. DOA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험 정도로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충격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항목이 가슴이 조여 통증을 느꼈다,

어지러웠다, 기절했었다, 구토를 했다 항목보다 경험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식은땀이 났다, 손이 떨렸다, 머리가 아팠다의 경험의 정도는 느낀 사람도 있었지

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DOA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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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 평균 3.27 점으로 본 항목은 대부

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험의 정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으로는 구토를

했다가 1.83점으로 대부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경험의 평균

점수는 2.63 점으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며 신체적 경험의

정도는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하는 사람도 있으나 경험하지 않는 사

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정신적 경험

정신적 경험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항목은 그렇다 28명(46.7%), 매우

그렇다 22명(36.7%) 울고 싶었다 그렇다 27명(45%), 매우 그렇다 22명(36.7%) 불

안했다 그렇다 30명(50%), 매우 그렇다 17명(28.3%) 두려웠다 그렇다 25명

(41.7%), 매우 그렇다 14명(23.3%)이었다. 죄책감을 느꼈다는 그렇지 않다 19명

(31.7%), 그렇다 20명(33.3%)이었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렇지 않다 26명

(43.3%), 그렇다 27명(45%) 이었다. 의료진에게 화가 났다 항목은 그렇지 않다 29

명(48.3%) 이었다. DOA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험 정도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

았다, 울고 싶었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항목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

람이 50%를 넘는 수치를 보여 DOA 환자 가족이 경험한 정신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죄책감을 느꼈다와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항목

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었으며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경

험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의료진에게 화가 났다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가 48.3%로 50%에 가까이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DOA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험 중 가장 낮은 경험의 정도를 나타냈다. DOA 환자 가족

의 정신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로 평균

3.17점으로 대부분 경험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신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의료진에게 화가 났다 항목이었으나 평균 2.55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중간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어 가장 낮은 항목일지라도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으나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

다. 정신적 경험의 평균 점수는 2.89 점으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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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정신적 경험의 정도를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하는 사람도

있으나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인 3점에 가

까우므로 정신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사회적 경험

사회적 경험에서 두 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 28명(46.7%), 매

우 그렇다 11명(18.3%)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 24명(40%), 매우 그

렇다 12명(20%) 다른 사람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된다 그렇다 26명

(43.3%), 매우 그렇다 9명(15%)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겼다 그렇다 28명(46.7%),

매우 그렇다 7명(11.7%)이었다. 혼자 있고 싶었다는 그렇지 않다 31명(51.7%), 가

족가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그렇지 않다 35명(58.3%)이었다. 두 번 다시 병원에 오

고 싶지 않았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

를 계속 하게 된다,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겼다 항목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

답한 사람이 50%를 넘는 수치를 보여 DOA 환자 가족이 경험한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혼자 있고 싶었다, 가족간의 관계가 소홀

해 졌다 항목은 그렇지 않다가 50%를 넘는 수치로 보여 DOA 환자 가족이 경험

한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OA 환자 가족의 사회

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두 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았다로 평

균 2.84점으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중간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며 경험을 한 사람

도 있었으나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관

계가 소홀해졌다 항목은 DOA 환자 가족의 사회적 경험 중 가장 낮은 2.10점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점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사회적 경험의 평균 점수는 2.61점으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며 정신적 경험의 정도를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경

험하는 사람도 있으나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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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순

위1 2 3 4

정신적경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2(3.3) 8(13.3) 28(46.7) 22(36.7) 3.17±0.78 3

울고 싶었다. 1(1.7) 10(16.7) 27(45) 22(36.7) 3.17±0.76 4

불안했다. 4(6.7) 9(15) 30(50) 17(28.3) 3.00±0.84 6

두려웠다. 4(6.7) 13(21.7) 25(41.7) 14(23.3) 2.88±0.89 7

죄책감을 느꼈다. 4(6.7) 19(31.7) 20(33.3) 16(26.7) 2.81±0.92 10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1(1.7) 26(43.3) 27(45) 6(10) 2.63±0.69 16

의료진에게 화가 났다. 3(5) 29(48.3) 17(28.3) 9(15) 2.55±0.82 18

소계 2.89±0.24

신체적경험 온몸에 힘이 빠졌다. 0 12(20) 24(40) 24(40) 3.27±0.69 1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0 12(20) 24(40) 24(40) 3.20±0.75 2

충격으로 숨쉬기 조차 힘들었다. 1(1.7) 17(28.3) 22(36.7) 20(33.3) 3.02±0.83 5

식은땀이 났다. 3(5) 22(36.7) 23(38.3) 12(20) 2.73±0.84 11

손이 떨렸다. 5(8.3) 19(31.7) 25(41.7) 11(18.3) 2.70±0.87 12

머리가 아팠다. 3(5) 21(35) 26(43.3) 7(11.7) 2.65±0.77 14

가슴이 조여 통증을 느꼈다. 5(8.3) 28(46.7) 17(28.3) 10(16.7) 2.53±0.87 19

어지러웠다. 3(5) 29(48.3) 21(35) 5(8.3) 2.48±0.73 20

기절했었다. 13(21.7) 41(68.3) 4(6.7) 1(1.7) 1.88±0.59 22

구토를 했다. 13(21.7) 43(71.7) 1(1.7) 1(1.7) 1.83±0.54 23

소계 2.63±0.49

사회적경험 두 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았다. 1(1.7) 18(30) 28(46.7) 11(18.3) 2.84±0.74 8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0 23(38.3) 24(40) 12(20) 2.81±0.75 9

다른 사람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

를 계속하게 된다.
4(6.7) 19(31.7) 26(43.3) 9(15) 2.69±0.83 13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겼다. 5(8.3) 18(30) 28(46.7) 7(11.7) 2.64±0.81 15

혼자 있고 싶었다. 2(3.3) 31(51.7) 14(23.3) 11(18.3) 2.59±0.84 17

가족간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9(15) 35(58.3) 13(21.7) 1(1.7) 2.10±0.67 21

소계 2.61±0.27

합계 2.70±0.38

표2-1. DOA 환자 가족의 경험 (N=60)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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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표 3-1에 제시하였다. DOA 환자 가족의 요구도는 정보요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당 점수는 1-4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항

목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정보요구 3.33점, 참여요구 3.05점, 정서적 요구 2.80점이었

으며 이중 정보요구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요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정보요구의 정도가 가장 높

았으며 정서적 요구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3.09점이었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정보요구, 참여요구, 정서적요구의 정도가 없는 것 보다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정보요구

정보요구에서 고인에 대한 설명 시 의학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

명을 듣기 원했다 항목은 그렇다 26명(43.3%), 매우 그렇다 32명(53.3%), 응급실에

서 기다리는 동안 환자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기를 원했다 그렇다 31명(51.7%), 매

우 그렇다 29명(48.3%), 사망이후 사후 처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 그렇다 35명(58.3%), 매우 그렇다 18명(30%), 고인의 사망 후 절차 및 상

황에 대한 질문에 수시로 응대 가능한 수단이 있기를 원했다 그렇다 41명(68.3%),

매우 그렇다 13명(21.7%)이었다. 정보요구에서 가장 높은 요구의 정도를 나타낸

것은 고인에 대한 설명 시 의학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듣기 원

했다는 항목이었으며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고인의 사망 후 절차 및

상황에 대한 질문에 수시로 응대 가능한 수단이 있기를 원했다 항목이었다. 정보

요구 5가지 항목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모두 50%를 넘는 빈도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3.33점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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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 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의 정도는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정서적 요구

정서적 요구에서 의료진이 내말에 경청해 주기를 원했다 항목은 그렇다 37명

(61.7%), 매우 그렇다 20명(33.3%), 고인의 사망후 종교인으로부터 영성적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원했다 그렇다 25명(41.7%) 매우 그렇다 12명

(20%)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이 내옆에서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다 그

렇지 않다 25명(41.7%) 그렇다 32명(53.3%) 슬픔을 표현할 때 의료진이 옆에서 나

를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 그렇지 않다 25명(41.7%) 그렇다 28명(46.7%) 이었다.

정서적 요구에서 가장 높은 요구의 정도를 나타낸 것은 의료진이 내말에 경청해

주기를 원했다는 항목이었으며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의료진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는 항목이었다. 정서적 요구 4가지

항목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모두 50%를 넘는 빈도를 보였으나 평균 점수는

2.80점으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에 가까

운 점수로 DOA 환자 가족의 정서적 요구의 정도는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참여요구

참여요구에서 환자의 치료시 혹은 사망시와 관련된 상황을 가족과 의논하기를

원했다 항목은 그렇다 44명(73.3%), 매우 그렇다 15명(25%), 고인의 사망시 고인

을 바로 보기 원했다 그렇다 39명(65%), 매우 그렇다 11명(18.3%), 고인이 사망했

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 34명(56.7%), 매우

그렇다 9명(15%)이었다. 참여요구에서 가장 높은 요구의 정도를 나타낸 것은 환자

의 치료시 혹은 사망시와 관련된 상황을 가족과 의논하기를 원했다는 항목이었으

며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고인이 사망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항목이었다. 참여요구 3가지 항목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모두 50%를 넘는 빈도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3.05점으로 그렇다와 매

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DOA 환자 가족의 참여요구의 정도

는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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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2 3 4

정보요구

고인에 대한 설명시 의학용어 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듣기 원

했다.

0 2(3.3) 26(43.3) 32(53.3) 3.50±0.57 1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환자에 대

한 설명을 제공받기를 원했다.
0 0 31(51.7) 29(48.3) 3.48±0.50 2

환자상태에 대해 신속히 설명 듣기를

원했다.
0 4(6.7) 29(48.3) 27(45) 3.38±0.61 3

사망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
0 7(11.7) 35(58.3) 18(30) 3.18±0.62 6

고인의 사망 후 절차 및 상황에 대한

질문에 수시로 응대 가능한 수단이 있

기를 원했다.

0 6(10) 41(68.3) 13(21.7) 3.12±0.56 7

소계 3.33±0.17

참여요구
환자의 치료시 혹은 사망시와 관련된

상황을 가족과 의논하기를 원했다.
0 1(1.7) 44(73.3) 15(25) 3.23±0.46 5

고인의 사망시 고인을 바로 보기 원

했다.
0 9(15) 39(65) 11(18.3) 3.03±0.59 8

고인이 사망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0 15(25) 34(56.7) 9(15) 2.90±0.64 9

소계 3.05±0.17

정서적

요구

의료진이 내말에 경청해 주기를 원했

다.
0 3(5) 37(61.7) 20(33.3) 3.28±0.56 4

고인의 사망후 종교인으로부터 영성

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

공받기 원했다.

2(3.3) 20(33.3) 25(41.7) 12(20) 2.80±0.80 10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이

내옆에서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다.

1(1.7) 25(41.7) 32(53.3) 2(3.3) 2.58±0.60 11

슬픔을 표현할 때 의료진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기를 원했다.
3(5) 25(41.7) 28(46.7) 4(6.7) 2.55±0.70 12

소계 2.80±0.34

합계 3.09±0.32

표3-1.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N=60)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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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표4-1

에 나타났다.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결혼상태(F=7.206), 고인과의 관계

(F=3.797), 고인의 사망원인(t=-2.375),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항목(F=7.5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사별일수록, 무촌일수록, 고

인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던

것을 나타냈다. 성별, 연령, 종교,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성별(t=-2.091), 결혼상태

(F=5.270), 고인과의 관계(F=3.29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cheffe 사

후 검정 결과 사별일수록, 무촌일수록 정보요구, 정서적 요구, 참여요구의 정도가

높았음을 나타냈다. 연령, 종교,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

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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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 환자 가족의 경험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항목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F/t(p) 평균±표준편차 F/t(p)

성별 남 22(36.7) 2.56±0.43 -1.091(0.280) 2.97±0.31 -2.091(0.041)*

여 38(63.3) 2.70±0.51 3.13±0.29

연령 47세 미만 23(38.3) 2.52±0.53 -1.777(0.081) 3.12±0.33 1.052(0.297)

47세 이상 37(61.7) 2.74±0.44 3.04±0.29

결혼상태 미혼 12(20) 2.30±0.44 << 2.88±0.16 <<

기혼 39(65) 2.68±0.46 7.206(0.002)* 3.08±0.31 5.270(0.008)*

사별 9(15) 3.03±0.35 3.29±0.27

종교 있음 50(80.3) 2.63±0.49 0.966(0.351) 3.07±0.28 -0.141(0.888)

없음 10(16.7) 2.79±0.47 3.06±0.43

고인과의 관계 무촌(부부) 9(15) 3.00±0.39 >, 3.29±0.27 >,

1촌(부모, 자녀) 20(33.3) 2.70±0.50 3.797(0.030)* 3.08±0.35 3.299(0.044)*

2촌(형제, 자매)이상 31(51.7) 2.52±0.49 3.00±0.26

표4-1.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N=6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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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체류시간 30분미만 5(8.3) 2.90±0.51 3.22±0.51

30분이상-1시간미만 23(38.3) 2.57±0.46 0.970(0.414) 3.10±0.29 0.885(0.455)

1시간이상-1시간30분미만 8(13.3) 2.59±0.68 2.95±0.39

1시간30분이상 22(36.7) 2.75±0.43 3.05±0.25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환자와 직접 함께 옴. 13(21.7) 2.86±0.48 3.23±0.29

의료진으로부터 연락받음 3(5) 2.78±0.76 1.739(0.185) 2.94±0.21 2.538(0.088)

다른 사람(가족, 지인)

으로부터 연락받음

44(73.3) 2.59±0.46 3.03±0.30

고인의 사망원인 사고 25(41.7) 2.49±0.51 -2.375(0.021)* 3.00±0.28 -1.543(0.128)

질병 35(58.3) 2.78±0.44 3.12±0.32

고인의 사망 예측

여부

그렇지 않다 33(55) 2.83±0.49 >, 3.13±0.34

보통이다 6(10) 2.75±0.30 7.527(0.001)* 3.15±0.16 2.244(0.115)

그렇다 21(35) 2.36±0.38 2.96±0.24

표4-1(계속).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p<.05



- 34 -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그렇지 않다 35(58.3) 2.71±0.49 3.10±0.30

보통이다 14(23.3) 2.53±0.47 0.681(0.510) 3.13±0.27 0.842(0.436)

그렇다 10(16.7) 2.70±0.51 2.98±0.31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

6개월이상-1년미만 11(18.3) 2.78±0.35 3.11±0.35

1년이상-3년미만 10(16.7) 2.60±0.54 2.281(0.089) 2.99±0.41 0.661(0.580)

3년이상-5년미만 26(41.7) 2.51±0.49 3.05±0.26

5년이상 13(21.7) 2.89±0.49 3.07±0.30

표4-1(계속).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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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응급실 의료진들은 환자의 죽음앞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가족들을 빈번하게 마주

하는 응급실 의료진들을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요구도가 있는지 알고 그

에 맞는 적절한 간호와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는 응급실에서의

DOA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로서 응급실에서 미

비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는 DOA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여 전문

가 12인에게 설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신뢰도를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의도

표집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요구도를 조사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의 정도는 2.70점으로 정신적, 신체적, 사

회적 경험의 정도가 그렇다인 3점에 가까우므로 대부분의 가족들이 정신적, 신체

적,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험순으

로 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DOA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려우나 갑작스런 사망 후 정신적반응

중 화가남, 불안함, 죄책감의 항목과 신체적 반응 중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두통이 있었다의 항목과 행동적 반응을 경험 중 혼자 있고 싶었다

와 같은 항목이 선행연구(Bartrop, Luckhurst, Lazarus. Kiloh, & Penny, 1977;

Karlawish, Casarett, Klocinski, & Clark, 2001; Kirchhoff, Walker, Hutton,

Spuhler, Cole, & Clemmer, 2002; Kübler-Ross, 1972; Parkes, 1996; Stroebe &

Schut, 199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DOA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사망환자 가족들은 슬픔을 기반으로 비슷한 경험과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아

급성기 혹은 갑작스런 사망을 경험한 가족에게 예측할 수 있는 사망을 경험한 가

족을 위한 간호중재를 적용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DOA 환자 가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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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3.09점으로 그렇다인 3점보다 높았으므로 정보요구, 참여요

구, 정서적 요구의 정도가 높았으며, 정보요구, 참여요구, 정서적 요구 순으로 요구

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DO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려우나 간호 요구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의 결과(장선영, 2007;

한경아, 2002) 환자와 관련된 설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에서 설명에 대한 요

구도가 높은 것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박총선,

2008)에서 신체적 요구, 정서적 요구, 사회적 요구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과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요구도가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이는

연구 수행 장소 및 공간에 따라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

겠다. 따라서 병동, 응급실, 외래 및 다양한 부서에 따른 간호 요구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시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사

로 제한하여 조사했으며 설문시 의사를 생각하며 설문을 작성했다는 사람과 간호

사를 생각하며 설문을 작성했다는 사람, 의사와 간호사 모두를 생각하며 설문을

작성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의료진을 의사와 간호사로 나누어 조사한 경우

또 다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DOA사망원

인은 사고, 질병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선행연구(고필성, 2000; 박재황, 1992; 장석

준, 1990) 에서 나타난 사망원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망원인 조사시

사고는 교통사고 낙상이 있었으며, 질병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질환, 위장

관계 질환이 있었다. 설문조사시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설문에 기입한 것외에

어떤 요구도가 있었는지 대상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임종호흡에 대해 설명해 주었

으면 좋겠다, 울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가족들을 대해줬

으면 좋겠다, 무성의하게 대답하지 않았으면 한다, 신속한 처치를 원한다, 인간미

를 가졌으면 한다,의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중 정보요구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족은 슬픔, 충격,

공포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K. V. Iserson & K. Y. Iseron, 1999; 임승희,

2007)의 결과로 보아 정서적 요구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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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설문을 진행한 것으로 결과가 선행연

구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결혼상태, 고인과

의 관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종교,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e test 사후검정 결과 사별일수록, 무촌일수록, 고인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

했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던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서 결혼상태, 고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선행연구(Siegel &

Kuykendall, 1990; 손지영, 2007; 전미영, 2000)의 사별유형과 고인과의 관계에 따

라 남겨진 가족이 느끼는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사망

원인에서는 사고와 질병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냈으며, 선행연구(김

용분, 2005; 윤명숙 & 김남희, 2013; 임승희, 2007; 한국호스피스 간호사회, 2006)

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사망을 겪은 가족과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겪은 가족간

에 경험의 차이를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

은 슬픔의 단계를 거치지만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죽음을 받아

들이고 있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은 슬픔보다 불안, 분노와 같

은 감정을 경험하며 사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망원인이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

이나 응급실 내에서 예측 할 수 있는 사망을 경험한 가족과 예측 할 수 없는 사

망을 겪은 가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에서 고인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과

고인의 사망을 예측한 사람간 경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공수

연 & 양성은, 2011)에서 사별가족이 겪는 정신적 경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응급실에서 사망 예측과 관련된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가족의 사

별경험에 대한 연구는 양적연구 보다는 질적연구가 많은 추세이며 질적연구를 통

해 사별 가족에 대한 다양한 양적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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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고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 종교, 응급실 체류시간, 고인의 사

망을 알게 된 경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준비상태, 고인의 사망 후 경과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e 사후 검

정 결과 사별일수록, 무촌일수록 정보요구, 정서적요구, 참여요구의 정도가 높았음

을 나타냈다. DOA 환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여 선행연구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간호 요구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박총선, 2008)에서도 성별, 결혼상태에 따라 간호

요구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으며 연령, 종교,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결

혼상태,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사망원인,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항목이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나타냈고,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성별, 결혼상

태, 고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

목들은 고인과의 관계성을 묻는 항목으로 고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고인의 사

망을 예측할 수 없었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던 것을 추

측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계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촌수관계를 중심으로

보았고, 추후에는 고인과의 정서적 친밀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DOA 환자의 가족은 정서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높았음

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요구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과의

관계성을 묻는 결혼상태,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사망원인 항목에서 경험의 정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구도에서도 성별, 결혼상태, 고인과

의 관계를 묻는 관계성을 묻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DOA 환자와 함께 응급실을 내원한 가족들은 짧게는 30분 미만 길게는 90분 이상

을 응급실에서 머물기도 한다. DOA로 사망하여 검안을 통해 영안실로 바로 내려

가는 환자, 무맥성전기활동(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PEA])혹은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아도 자발순환호흡(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이 없어 DOA로 결국 영안실로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급실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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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경험과 요구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30분에서 90분 동안은 가

족들은 응급실에 머물러 있는다. 빈번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환자의 죽음을 경험

하는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하며 환자의 처치가 끝날때까지 환자

의 가족들은 대기실에 앉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족을 돌보며 간호하는 것은 간호사의 의무이며 그들이 겪는 경험과 요구도를

이해하고 가족들에게 다가간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그

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의료진들도 고통과 불안

감을 느끼며,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보고도 있다(Stevenson, 1979). 이러한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

요하며 응급실 의료진들은 사망환자 가족의 경험과 요구를 이해하며 교육을 통하

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스스로를 재정비 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의도표집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60명이라는 연구대상자를 통

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과 사망 후 6개월 이후의

가족을 대상으로 당시를 회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점으로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료수집시 DOA환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 고통스러워하여 연구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본 연구

는 학교 IRB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IRB 심의 후 DOA로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환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연구 협조를 구하려 했으나 DOA 환자는 이미 사망한 환

자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병원에서는 DOA 환자의 가족을

모집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다수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되어져

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DOA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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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DOA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DOA 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

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응급실 실무에 적용하여 의료진들의 DOA환자 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DOA환자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가족 중 DOA로 응급실을 갔었던 경험이 있고,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의도 표집 하였다. 연구도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문항 추출과 전

문가 1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DOA

환자 가족의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과 참여요구, 정서적 요구, 정

보요구를 측정하였다. 2013년 8월 5일부터 2013년 12월 7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PASW SPSS 18.0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DOA 환자 가족의 경험은 신체적 경험, 정신적 경험, 사회적 경험을 측정하

였다. DOA 환자 가족경험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70점이었으

며, 그렇다 3점에 가까운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DOA 환자 가족

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한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

에 정신적 경험 2.89점 신체적 경험 2.63점, 사회적 경험 2.61점이었으며

DOA 환자 가족은 정신적 경험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경험의 정

도가 가장 낮았다.

2) DOA 환자 가족의 전반적인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정보요구, 정서적요구,

참여요구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09점이었으며 정보요구, 참여요구,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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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정도가 없는 것 보다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4점 만

점에 정보요구 3.33점, 참여요구 3.05점, 정서적요구 2.80점이었다. 정보요구

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요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정보요구의 정도가 가장 높았

으며 정서적 요구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경험에서 결혼상태(F=7.206), 고인과

의 관계(F=3.797), 고인의 사망원인(t=-2.375), 고인의 사망 예측여부 항목

(F=7.5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사별

일수록, 무촌일수록, 고인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성별

(t=-2.091), 결혼상태(F=5.270), 고인과의 관계(F=3.29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사별일수록, 무촌일수록 정보요구,

정서적요구, 참여요구의 정도가 높았음을 나타냈다.

5)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 선정은 G*power 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산출

결과 최소 표본의 크기는 80명이었으나, 연구 대상자를 80명까지 구하지 못

했다. 연구 대상자 60명을 통한 5% 유의수준과 효과크기 0.4 Post hoc:

Compute achieved power- given α, sample size, and effect size 선택 후

분석한 결과 검정력은 70%였다.

6) DOA 환자 가족의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서 설문지외 임종호흡에 대해 설

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울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가족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무성의하게 대답하지 않았으면 한다, 신속한

처치를 원한다, 인간미를 가졌으면 한다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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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실무를 위한 제언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DOA 환자 가족과 같이 응급실에서 사망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간호중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죽음에서 가장 어려웠

던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유하여 의료진에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제작해야한다. 의사가 느끼는 어려움과 간호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서

로 공유하여 시뮬레이션과 같은 교육을 통해 응급실에서 죽음을 경험한 가족들에

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하여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처음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불안과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환

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경험한

DOA 환자 가족 및 응급실내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고 가족들이 겪는 경험과 요구도를 알고 슬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DOA 환

자 가족을 경험한 의료진이나 응급실내에서 사망한 가족을 경험한 의료진들의 요

구를 파악하여 사망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병원과 병원외 기관에서 연구대상자를 확보하여

DOA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질적

연구를 통해 DOA 환자 가족의 특성과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고, 이론의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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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의 관계성과 같은 항목이었는데 추후 정서적 친밀도에 따른 경험과 요구도

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DOA 환자 가족중 예측하지 못한 죽음을 경험

한 가족과 예측한 죽음을 경험한 가족간을 비교한 조사연구, 이러한 가족들의 경

험과 요구도 및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위한 연구, 죽음을 경험한 가

족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연구와 실험연구

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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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음 설문은 도착전 사망환자 가족의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저는 응급실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느끼는 증상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 후 가족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어떠한 간호 및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다른 가족을 도

울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망한 환자 가족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를 높여 주어 사망한 환자가족이 응급실에서 적절한

정보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설문의 소요시간은 약10-15

분 정도로 예상되며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문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협조와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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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임 지 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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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순간 나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충격으로 숨쉬기 조차 힘들었다. 1 2 3 4

2.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1 2 3 4

3. 온몸에 힘이 빠졌다. 1 2 3 4

4. 기절했었다. 1 2 3 4

5. 머리가 아팠다. 1 2 3 4

6. 어지러웠다. 1 2 3 4

7. 가슴이 조여 통증을 느꼈다. 1 2 3 4

8. 구토를 했다. 1 2 3 4

9. 손이 떨렸다. 1 2 3 4

10. 식은땀이 났다. 1 2 3 4

11.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1 2 3 4

12. 울고 싶었다. 1 2 3 4

13. 죄책감을 느꼈다. 1 2 3 4

14. 불안했다. 1 2 3 4

15.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1 2 3 4

Ⅰ. 응급실 경험에 대한 질문

다음은 응급실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읽고 응급실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당시 본인이 느꼈던 경험에 대해 “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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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순간 나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의료진에게 화가 났다. 1 2 3 4

17. 두려웠다. 1 2 3 4

18.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1 2 3 4

19. 혼자 있고 싶었다. 1 2 3 4

20. 두 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 않았다. 1 2 3 4

21. 다른 사람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다.
1 2 3 4

22.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겼다. 1 2 3 4

23. 가족간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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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나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환자상태에 대해 신속히 설명

듣기를 원했다.
1 2 3 4

2.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환자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기를 원했다.
1 2 3 4

3. 사망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원했다.
1 2 3 4

4. 고인의 사망 후 절차 및 상황에 대해

질문에 수시로 응대 가능한 수단이

있기를 원했다.

1 2 3 4

5.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이

내 옆에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다.
1 2 3 4

6. 고인에 대한 설명시 의학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듣기

원했다

1 2 3 4

7. 의료진이 내말에 경청해 주기를 원했다. 1 2 3 4

8. 슬픔을 표현할 때 의료진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기를 원했다.
1 2 3 4

Ⅱ.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질문

다음은 응급실 의료진의 요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읽고 응급실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당시 본인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기 원했던 내용에

“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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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나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고인의 사망후 종교인으로부터

영성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원했다.

1 2 3 4

10. 환자의 치료시 혹은 사망시와 관련된

사항을 가족과 의논하기를 원했다.
1 2 3 4

11. 고인의 사망시 고인을 바로 보기

원했다.
1 2 3 4

12. 고인이 사망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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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

2)귀하의 출생년도는? 년생

3)귀하의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사별 □기타

4) 귀하의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5) 고인은 귀하의?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친척 □동료 □기타

6) 응급실 체류시간은?
□30분미만 □30분이상~1시간미만

□1시간이상~1시간30분 미만 □1시간 30분이상

Ⅲ.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 V ”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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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환자가 응급실에 도착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응급실 의료진의 전화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옴

□다른 가족원으로부터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기타

8) 귀하는 고인의 사망

을 예측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고인의 사망후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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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 도착전 사망(Death on arrival [DOA]) 환자 가족의 응급실 경

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생 임지혜

의 뢰 자 : 임지혜

부록 2. 연구 참여자 설명문

연 구 참 여 자 설 명 문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위험, 이익, 불편,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

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수행 배경, 연구의 목적

예기치 못한 사망을 경험한 환자의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슬픔

에서 회복되는데는 짧게는 6 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

다. 응급실 사망환자가 급증할수록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2000 년에 접어들어 국외, 국내에서도 예기치 못

한 사망을 경험한 응급실 환자 가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착전 사망환자 가족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환자가족의 응급

실 경험을 알아보고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 후 같은 경험을 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수행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 피험자 수 및 연구 기간

이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피험자 8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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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는 IRB 승인후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술 또는 절차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전화통화후 구두동의를 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피

험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이 후에, 연구자가 직

접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에게 방문하여 설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

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될 것이며 설문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

든 항목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 치료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연구로 연구 참여자에게 침습적 시술 처치 및 치료는 수행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치료는 본 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비용

본 연구는 응급실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연구로 연구수행에

있어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

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례품은 귀하의 연구 참여 정

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설문을 완성했을 때 지급해 드립니다.

상해에 대한 보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수행자에게 신체적 위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피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특별히 피험자가 준비해야 하거나 준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불편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 불편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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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이 연구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

품이 제공되며 연구를 참여하다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습니다.

중도 탈락

다음의 경우, 연구로부터 귀하를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

b. 만 20 세 미만인 사람

연구용 검체의 수집 및 보관

본 연구에서 검체의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

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께

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에 계속해

서 참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될 경

우, 연구자는 이 정보를 귀하 또는 귀하의 법정 대리인에게 적시에 알려드릴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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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임지혜

연구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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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연구참여자 모집공고

�
목적

응급실 도착전 사망한 환자 가족의 응급실 경험과 의료진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참여대상

ü   한글을  이해하고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만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 

ü 사망원인이 사고, 자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인 환자의 가족

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책임자 및 문의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대학

연구담당자: 임지혜

☎ Email :jee****@naver.com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 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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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 승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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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experiences and unmet needs with DOA(Death on arrival) 

in emergency department

                                                        Lim, Jee Hy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DOA (Death on 

arrival) patients’ family and help them by identifying their experiences and demand on 

medical professionals and applying the result to emergency department works.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performed on 60 people who experienced their 

family member’s death on arrival. As research instrument, a survey questionnaire was 

made through the selection of quest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its contents 

validity was verified by 12 experts. It measured physical, mental and social 

experiences, information demand, emotional demand and participation demand of DOA 

patients’ family.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August 5 to December 7 in 2013 and 

gene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s, demand on medical professionals of DOA patients’ 

family and experiences and demand of DOA patients’ fami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PASW SPSS 18.0.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calculated through average and real number and demand of DOA patients’ family on 

medical professionals were calculated through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Experiences and demand of DOA patients’ fami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Scheffe post verification and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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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DOA patients’ family, sex, age, marital status, 

religions, relationship with the late patient, stay in emergency department, how 

they came to know the death of the patient, cause of death, probability of 

estimation of death, and preparedness for the death of the patient were 

investigated. Marital status was classified as single, married and widowed,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was classified as spouse, parents or children, 

siblings, and farther than siblings. The way they came to know the death of 

the patient was classified as direct notice because they came with the patient, 

indirect notice through medical professionals and indirect notice through family 

or relatives. Cause of death was classified as an accident and a disease. Natural 

death and chronic diseases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Disease in this study 

means diagnosis by a doctor after the death of the patient. 

2. Overall emergency department experience of DOA patients’ family was 2.70 out 

of 4. As it was near to 3 (Agree), it can be interpreted that DOA patients’ 

family have mental, physical and social experiences to some extent. Average 

score of each item was 2.89 for mental experience, 2.63 for physical experience 

and 2.61 for social experience out of 4. DOA patients’ family experienced 

mental experience most and social experience least.

3. Demand of DOA patients’ family on medical professionals was 3.09 out of 4. 

As it is between Agree and Agree Very Much,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y 

generally have demands such as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emotional 

demands. Average score of each item was 3.33 for information demand, 3.05 

for participation demand and 2.80 for emotional demand out of 4. DOA 

patients’ family had the highest demand on information and the lowest demand 

on emotional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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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experiences of DOA patients’ family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F=7.206), relationship 

with the late patient (F=3.797), cause of death (t=‐2.375), whether to expect the 

death (F=7.527) (p<.05),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age, 

religion, stay in emergency department, how to know the death of the patient, 

preparedness for the death of the patient, and elapsed time from the death of 

the patient.

5. In the demand of DOA patients’ family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t=‐2.091), marital status 

(F=5.270), and relationship with the late patient (F=3.299) (p<.05),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religion, stay in emergency department, 

how to know the death of the patient, cause of death, whether to expect the 

death of the patient, preparedness for the death of the patient, and elapsed time 

from the death of the patient. 

From the study results, it was found that DOA patients’ family experienced mental 

experience most and had the highest demand on information to medical professionals. 

Additionally, in experiences of DOA patients’ family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relationship 

with the late patient, and cause of death, and in the demand on medical professional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marital status and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Thus, this study will help us to understand experiences of DOA patients’ 

family and their demands on medical professionals and it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nursing interventions to help them further. 

Keywords: DOA, family, experience, demand, emergency department, unexpected 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