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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 음 실 간호사의 윤리  딜 마에 한 연구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윤리  문제들 속에서 임상

에서 실제로 윤리  문제에 하게 되는 간호사는 윤리  딜 마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질환과 증도를 가진 환자를 외래와 병동, 환자실

과 응 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는 심 음 실 간호사들이 어떠한 윤리

 딜 마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갈등의 내용을 겪고 있는 지 악하여 여러 

윤리  딜 마 상황에서 바람직한 윤리  가치  확립과 처방안을 마련하는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 병원 심 음 실에 근무하는 8명의 간호사

를 상으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심 음

실 간호사가 경험한 윤리  딜 마를 분류하 다. 심 음 실 간호사가 경

험한 윤리  딜 마는 문제제기, 문제정의, 련되어 있는 가치,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을 악하는 사례분석을 통해 각 사례를 악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용분석을 통한 윤리  딜 마는 3가지 역에서 7개의 사례로 나타

났다.

 첫째, 간호사와 상자 역으로는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

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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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순 ,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함의 3개의 사례

이다.

 둘째, 간호사와 문직 역으로는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

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음,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

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음의 2개의 사례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사와 동자 역으로는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의문이 듬, 

<사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의 두 가지 사례로 나타

났다.

2. 사례분석을 통해 윤리  딜 마의 문제  련된 윤리원칙을 악하

다.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

가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간의 우

선순 를 갈등한 사례에서는 정의의 원칙,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

하고 검사를 하는 사례에서는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에서 간호사들

은 딜 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

어 고민하는 사례에서는 자율성과 선행의 원칙,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

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

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이 드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 <사

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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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심 음 실 간호사는 상자 역, 문가 역, 동자 역에서 윤리  

딜 마를 겪고 있었으며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련

되어 있었으며 한 사례에 여러 개의 윤리  원칙이 련되어 있기도 하

다. 악행 지의 원칙과 련된 사례는 없었는데 이는 비침습 인 심 음

검사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악된다. 선행의 원칙은 온정  간섭주의보다

는 환자의 이득을 주고자하는 간호사의 의무로서의 선행으로 볼 수 있다. 

환자에게 검사와 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원칙과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하는 정의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윤리  딜 마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어떤 행동이 더 이익

이 되어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행동하여야 

하겠고, 그러한 행동이 간호사가 속한 조직의 정책이나 구조 인 문제로 

인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 윤리  딜 마 상황에

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표 화된 차

나 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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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부신 발 은 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

로운 윤리  문제, 즉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주체  활동, 인간 삶의 터 인 환

경과 련하여 많은 윤리  문제를 야기시켰다(공병혜, 2001).

미국의 경우 1998년 Schiavo 사건, 국의 2004년 Wyatte 아기 사례, 국내에

서는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9년 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단 

결을 계기로 그 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동안 묻어두었던 생명윤리 반

에 한 고민을 사회 체가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유 자를 이

용한 실험들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제약사의 임상실험도 행해지고 있으나 그들

이 임상실험 기 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지에 한 감시가 제 로 이 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문제에 있어서 더 윤리가 요시 되는 것은 다른 

문직과 달리 생명을 다루는 데 있으며, 기술의 발 은 고도의 세련된 간호와 

더 나은 의학  치료,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루는데 필요한 높은 교육수 과 경

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구하고 수  높은 문  치료와 간호의 제공과 함께 

매우 복잡한 임상 ,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한 요구하고 있다

(Wright, Cohen and Caroselli 1997 : 기은희, 2008).

간호사의 도덕  문제에 한 심이 최근에 와서야 두드러 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도덕  성찰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

고 있다. 첫째, 간호사 역할과 치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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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바는 무엇인가?”에 한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간호사는 자

신의 의지와는 계없는 결정이나 행 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도 지 않

다. 셋째, 새로운 기술의 발 으로 환자 간호 가능성의 범 가 엄청나게 확

되어 간호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아졌다. 넷째, 사회 일반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의료에 한 의식의 변화로 말

미암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보건인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권리주장에 한 책

임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제 자신의 간호행 에 하여 수행하

기 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행 를 상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문인으로써 책임져야 한다(유인철, 2001).

간호 장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련해서는 1977년 ICN에서 최 로 토

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간호사와 상자, 간호사와 간호행 , 간호사와 사회, 

간호사와 동자, 간호사와 문직간의 딜 마이며(여성희, 2007), 이후 지속

으로 간호사의 윤리  딜 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 장에서 윤리  딜 마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환자의 의사에 배되는 

치료, 과도한 생명연장(Berger, Seversen & Chvatal, 1991), 치료에 참여는 하지

만 의사결정에 한 책임이 없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Uden, Norberg, 

Lindseth & Marhaug, 1992), 정보와 사실 제공의 보류, 불공평한 간호제공, 기

의 가치와 문직업  가치간의 차이, 규칙의 반과 보고(Gold et al., 

1995), 건강정책의 제약, 간호사-의사간의 갈등(Redman & Fry, 2000), 그리고 

간호인력 부족, 회복불가능 환자의 극  치료, 의료진과의 비 조  계, 간

호지식  경험 부족(한성숙, 1992)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

은 의사결정의 문제와 련하여 윤리  딜 마를 경험한다고 하 다(박 주, 

2005). 한 간호사와 문직 업무 역, 동자 역, 상자 역, 생명존  



- 3 -

 인간의 권리존  역에서 윤리  딜 마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기은희, 2008), 간호사의 윤리  딜 마와 직무만족도와의 계에서 윤리  

딜 마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양아기, 2003).

심장 음 검사는 음 를 이용하여 심장의 이미지를 통해 심장 안의 질환

이나 이상을 알아내는 검사로서 검사과정은 검사자의 1차 검사와 문의의 승

인(Confirm) 두 단계로 진행된다. 정상환자의 경우 검사시간이 약 10~20분 정

도이지만 이상이 발견될 경우 검사시간은 최  1시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강

가나, 2004). 심 음 실 간호사는 심 음 검사의 1차 검사자로써 검사를 직  

진행하여 문의의 승인 아래 진단결과를 이끌어낸다. 심 음 검사 상자는 

심장내과 환자뿐만이 아니라 심장 외과 환자, 환자실 환자, 암환자, 신장

내과 환자, 호흡기계 환자 등 심장질환이 의심되거나 질병이나 치료에 의해 심

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검사하며 따라서 질환이 없

거나 경증에서 증도까지, 외래환자와 병동환자, 환자실환자, 응 실 환자 

등 넓은 역의 환자를 하며 윤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검사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  문제에 한 연구는 없

으며 외국의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 넓은 환자를 하

면서 문 인 검사를 시행하는 심장 음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심 음 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  딜 마에 

해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심 음 실 간호사가 직면하는 여러 윤리  딜 마 

상황에서 바람직한 윤리  가치  확립과 처방안을 마련하는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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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심 음 실 간호사가 외래와 병동환자를 상으로 간호

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윤리  문제 혹은 

동등하게 만족스럽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윤리  문제 에서 한 가지를 선

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한성숙, 1992)인 윤리  

딜 마를 악하여 여러 윤리  딜 마 상황에서 바람직한 윤리  가치  확

립과 처방안을 마련하는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 심 음 실 간호사의 윤리  딜 마를 악한다.

 2. 각 윤리  딜 마가 포함하고 있는 윤리  갈등 내용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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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윤리  딜 마 혹은 도덕  딜 마는 도덕 인 이유와 갈등이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가 도덕 일 때 도덕  갈등이 되며, 도덕  갈등에는 도덕

으로 행해야 할 요구사항이 있고 이 요구사항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며 이 요

구사항들이 동시에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 도덕  딜 마가 된다(임난 , 2008).

Jameton(1984)은 윤리  딜 마는 둘 는 그 이상의 도덕  원리들이 용될 

때 발생하며, 그 원리들은 서로 간에 모순되는 행 의 과정으로 이 때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우며, 여 히 상실은 피할 수 없다고 하 다. 

즉 만족스런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 혹은 선택이나 상황이 동등

하게 불만족스러운 두 가지 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윤리나 

도덕  문제가 내포된 경우를 말한다. 

윤리  딜 마의 개념을 분석한 박 주(2005)의 연구에서 윤리  딜 마는 첫

째,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요건이 동시에 나타난다. 둘째,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  요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두 가지 안

간의 비교가 어렵다. 넷째, 선택을 지연시킬 수 없다. 다섯째, 만족스런 해결을 

할 수 없다. 여섯째, 개인에게 곤경, 상실이나 무력감을 발생시킨다는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악되었다. 

간호사 윤리란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피는 데 있어 지켜야 할 행 의 규범으

로 즉, 인간의 건강유지, 증진  최 의 건강 성취를 한 지지, 건강 사정, 

건강 능력을 극 화시키는 데 있어서 간호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유인철, 2001).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은 양질의 의료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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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더욱 복잡 미묘한 생명윤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은 의료

장에서 간호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윤리  단능력이 요구되는 시 라 하

겠다(유명숙, 박 숙, 2005).

간호사의 윤리  딜 마란 간호사가 간호 장에서 만족스런 해결이 불가능

해 보이는 어려운 윤리  문제 혹은 동등하게 만족스럽지 않은 두 가지 이상

의 윤리  문제 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딜 마를 말한다(한성숙, 1992). 간호사들은 환자에 한 윤리  의무와 

동시에 자신이 속한 기 에 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 복합 이며 다차원 인 

윤리  책임상황에 직면하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임난 , 2008).

도덕 인 문제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상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간호사의 윤리  딜 마와 련된 요인은 첫

째, 인간의 복지와 과학  기술에 련된 기본  도덕  심으로 이는 도덕  

문제와 과학  기술 간의 상호작용이 문직 간호실제에 필수 인 것이기 때

문이다. 둘째, 간호사는 보건 의료 제공자의 다수를 차지하며 환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간호사의 윤리규약은 여러 가지 딜

마 상황에서 도덕 인 단 기술을 익힐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간호윤리는 

간호에 한 정의와 개념이 변함에 따라 시 으로 그 강조하는 측면과 형태

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본질 인 특성이 바 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용하는 데서 기능 이고 행 인 역할측면과 방법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윤

리 상황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넷째,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 해야 하

는 기본 인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과학 인 발 과 새로운 기술이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김선자, 2006). 그러므로 간호사는 간호 실무에서 

다양한 의료요구, 생명공학의 발달  가치 이 변화, 시 인 변화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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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 향상, 사회 경제 인 문제와 임상  문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윤리

인 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여성희, 2007).

간호분야에서는 1977년 ICN에서 최 로 Nursing Ethical Dilemma에 한 논

의가 시작되었다. 25개국의 간호사들로부터 간호 장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

제에 한 서술  진술내용에 한 토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간호사와 상

자, 간호사와 간호행 , 간호사와 사회, 간호사와 동자, 간호사와 문직간의 

딜 마이다(윤옥종, 1998).

간호윤리문제에서는 주로 간호사의 윤리  가치 과 태도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어 역별로 윤리  문제를 분류하고 공리주의와 의무주의 윤리 으로 

윤리  태도를 악하고자 하 다. 이 숙(1990)과 김주희 등(1994)은 임상간호

사의 윤리  딜 마에 한 태도조사에서 상자 역, 문직 업무 역, 

동자 역에서 의무주의  가치 을 보 으며, 의무주의와 공리주의  경향이 

고르게 분포된 인간생명 역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큰 딜 마를 경험한다고 하

다. 이 숙(1990)은 한국 간호사들의 윤리  가치 의 특성이 의무주의에 더 

가까운가 는 공리주의에 더 가까운가를 확인하면서 간호문제 역을 인간생

명 역, 간호사와 상자 계 역, 간호사와 간호업무 계 역, 간호사와 

동자 계 역으로 구분하 는데 이러한 윤리  딜 마의 역구분은 이후 

연구들에서 많이 채택되었다(김미주, 2000).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  딜 마의 실상을 악하기 한 한성숙(1992)의 연

구에서는 생명존   인권존 , 간호사와 상자, 간호사와 문직업무, 간호

사와 동자의 4가지 역에서 34개의 딜 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1). 

분석 결과 임상에서의 의사결정은 거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호

사들은 설사 자신의 확고한 윤리 이나 문직 가치 이 있어도 자신의 신념



- 8 -

에 의해 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구조 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과 더불어 병원의 제

도와 정책으로 나타나 간호사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  뿐 아니라 병원의 정책

과 제도에 의해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때로 간호사들이 스

스로의 신념과 가치 로 결정하고 단할 수 없는 갈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성숙, 1992).

임상간호사의 윤리  가치 에 한 임난 (1999)의 연구에서는 인간생명 계, 

간호사와 상자 계, 간호사와 동자 계, 간호사와 간호업무 계 역 

 간호사와 상자 계와 간호사와 동자 계에서 높은 윤리의식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 다.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서의 윤리  딜 마를 악하기 한 질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정신과 병동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억제와 격리 시행, 

병동 규칙  행과 련된 문제, 치료  간호를 강제 으로 제공하거나 강

요하는 문제, 환자에 한 정보 노출과 련된 문제, 입원  퇴원과 련된 

문제, 이성 계․결혼․임신과 련된 문제, 치료자의 역량과 태도와 련된 

문제, 의료기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문제, 약물임상시험과 련된 문제

의 9가지 역에서 윤리  딜 마를 악하 다(조민정, 2005). 액투석실 간

호사의 윤리  딜 마를 분석한 김선자(2006)의 연구에서는 생명존   인간

존 , 상자, 문직업무, 동자와 련하여 윤리  딜 마의 9가지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심리 으로 애처러움, 답답함, 아슬아슬함, 원망과 모욕감, 

안타까움, 속상함, 불안함, 혼동을 느끼며 신체 으로 물흘림, 심계항진, 식욕

부진, 수면장애,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여성희(2007)는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상학  연구에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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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마, 가족으로 인한 갈등, 상황  딜 마, 삶과 죽음의 딜 마를 확인하는 

등 간호사의 문분야에서 겪는 윤리  딜 마에 한 질  연구가 최근 이루

어지고 있다.



- 10 -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내용분석

윤리  딜 마 사례 분류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연구 개념의 틀

 본 연구는 성인심 음 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  딜 마를 악하고 

분석하기 한 질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한 귀납  방법

으로 수집한 자료를 내용 분석하여 심 음 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  

딜 마를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개념의 틀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 개념의 틀

사례분석

   1) 문제제기

   2) 문제정의  

   3) 련되어 있는 가치

   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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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방법

 면담 자료 수집은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에는 심

음 실에 근무 인 8명의 간호사가 참여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사  동의를 얻어 자발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 에 해 충분히 

설명을 하 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심층면담을 실시하 고 

면담 장소는 주로 상자가 근무하는 검사실의 독립 인 공간이나 근무지 

근처의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의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내외 으며 1~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

담의 시작은 “심 음 실에서 근무하면서 윤리  딜 마를 경험한 이 있

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 1차 면담에서는 참여자로 하여  자

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2차 면담에서는 모호한 것들을 명료화하

고, 다 지지 못한 세부 인 자료를 얻고자 구체  진술을 이끌어 내기 

한 노력을 하 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 고, 여러 번 반복 으로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 하고자 하는 언어 그 로 사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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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 내용분석방법과 통합된 사례방법론을 용하

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란 인간의 상징 인 기록문인 언어의 내용

 특성들을 체계 으로 기술하고 그 의미를 구체 으로 추리하려는 분석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분석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한 녹

음내용을 모두 문자로 기록한 자료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내고자 하 다. 이 때 유사한 내용으로 명명된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

면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들을 내용상의 동질성과 상호배타성을 

고려하여 묶어 공통된 내용으로 범주화하여 심 음 실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딜 마의 경험을 악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역별로 나

는 데 있어서 윤리  딜 마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윤리  딜 마의 측

정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던 간호사의 윤리  딜 마를 악하여 역별로 

분류한 한성숙(1990)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 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 단계로 첫 번째 질  자료 분석 단계를 통해 확

인된 윤리  문제에 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 다. 질  분석을 통해 범주

화된 사례에 한 윤리학  분석방법은 윤리학 연구방법  사례분석을 통

해 윤리  논증을 시도하는 Jorsen과 Toulmin의 결의론  방법을 근거로 

엄 란(1997)과 조민정(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분석 단계를 용하

다. 엄 란(1997)이 제시한 통합된 사례방법론은 실제 인 윤리 문제를 해

결하기 한 방법으로서, 결의론에서 사례 내 상황  사실과 윤리  가치

들의 계를 다루는 부분을 채택하고, 원리의 구체화 방법에서는 사례의 



- 13 -

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 밖에 제시된 윤리 원리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임시 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민정(2005)은 결의론의 내용

 측면보다는 사례 분석이라는 형식만을 도입하여 사례를 나열하는 체계

 방식으로 이용하 고 원리의 구체화는 Beauchamp과 Childress의 원칙

주의를 근거로 하 다.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의 단계를 사례 제시, 문제 정

의, 련되어 있는 가치,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의 네 단계로 나 어 

진행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례 제시

 질  연구를 통해 수집된 사례를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제시하

다. 참여자의 진술은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 로 인용하여 참여자의 경험

을 그 로 드러내고자 하 다.

2) 문제 정의

 사례에서 나타난 윤리  문제를 정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 고 련

된 윤리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3) 련되어 있는 가치

 문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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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을 제시하 다. 

윤리  원칙은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Beauchamp과 

Childress의 의료윤리의 네 원칙인 자율성 존 의 원칙, 악행 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하 다. 

가. 자율성존 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을 존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역

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 한 존 해 주어야 하며, 이에 한 원칙이 자율성존 의 

원칙이다. 자율성을 존 하려면 우선 개인의 자율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

다. 즉 의사는 진료행 를 하기 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과정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거짓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는 자신의 자발  선택과 충분한 설명에 의거하여 치료에 

동의해야 한다(공병혜, 2001). 한 의학연구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들에게 동의를 

받기 해 거짓 없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한성숙, 공병혜, 2002).

나. 악행 지의 원칙

악행 지의 원칙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 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해

를 입히는 험을 래하는 것을 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의료윤리뿐

만이 아니라 사회도덕의 근본원리를 이룬다. 그러면 개념 으로 악행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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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이것은 의료윤리학에서는 신체  악행이 우선 인 고려 상일 것이다. 

여기서 악행이 무엇인가 밝 져도 딜 마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다. 인간의 능

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악행을 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를 들어 신장이식수술을 할 때 우리는 기증자로부터 신장하나를 제거할 수밖

에 없지만, 신장제거는 분명 기증자에게는 악행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다른 

환자를 살리는 데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악행이 허용되며, 어떤 조건하에서 악행이 허용되는가에 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물음은 이 효과의 원리와 계가 있다. 즉 수술은 환자

의 건강회복을 한 목 이지 부작용을 일으킬 의도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결과의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의료행 의 정

당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공병혜, 2001).

다.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선을 극 으로 증진시키라는 요구이다. 선행의 원칙

은 악행 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방과 제거  극 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모든 살마에게 악행을 질러서는 안 되지만, 모

든 사람에게 선행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특정 계에 있을 때 차별 인 선

행이 허용된다. 일반 으로 선행은 호혜성에 근거하지만, 환자가 병원의 진료

를 받겠다고 할 때, 이미 그 속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에게 선행을 베풀 의

무를 함축하고 있다. 

선행의 원칙에는 온정  간섭주의에 근거를 둔 선행의 원칙이 있으며, 거기

에는 극 인 선을 실행하기 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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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원칙이다. 환자의 자율성과 련하여 환자가 의사표 을 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상황에서 간섭을 하는 약한 온정  간섭주의와, 환자의 의사표 능력과 

계없이 선을 증진시키기 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간섭을 하는 경우

의 강한 온정  간섭주의가 있다. 극 인 선행의 원칙 외에도 여기엔 효용

(Utility)의 물음도 요하다. 이는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득의 창

출이나 해악의 제거, 방에는 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같은 이득과 손실

의 균형은 선행의 원칙에서 요하다.

라. 정의의 원칙

보건의료와 련하여 주로 분배  정의에 해 다루게 되는데 분배  정의

에 한 실질  원칙으로는 동등한 분배, 필요에 의한 분배, 노력에 따른 분

배, 공헌에 따른 분배, 장 에 따른 분배, 자유시장 교환에 따른 분배가 있다. 

이러한 원칙들 에서 하나 이상의 원칙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실제 부분의 

사회는 여러 가지 실질 인 원칙들을 사회 정책안에 수용하여 상황에 따라 다

른 원칙을 용하고 있다(조민정, 2005). 이와 더불어 정의의 원칙에는 ‘최소한

의 의료를 받을 권리’에 한 물음도 논의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지닌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에 한 물음이다(공병

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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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간호사와 상자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  

          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사례 2> VIP환자와 일반 환자간의 우선순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함

간호사와 문직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  

          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음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  

          하기에 시간이 없음

간호사와 동자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이 듬

<사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Ⅳ.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얻은 심 음 실 간호사들이 윤리  딜 마에 한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역별 윤리  딜 마



- 18 -

1. 간호사와 상자 역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것인가

1) 사례 제시

 포타블 에코1)와 관련된 얘기기도 한데... 포타블 처방을 내면 검사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사들도 아니까 포타블로 할 만한 상황의 사람인
데 인공호흡기만 안 달고 있으면 억지로 인턴 keep2)하고 해서 온갖 모
니터 다 달고 엘리베이터 두 세번씩 갈아타고 하면서 에코방에 오는 경우
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서 찍는게 맞는 건데... 환자를 위해선 당
연히 가서 찍는게 맞는거고... 검사실 상황상 그런 환자들을 포타블로 내
면 빨리 찍을 수 없고... 이런 시스템을 아는 의사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라도 빨리 검사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거죠 ...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포타블을 해야겠지만, 그렇
지는 않은데 환자 상태는 중해서 이것저것 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지가 문제에요. 이런 사람 불러서 찍으면 환자는 숨넘어갈 것 같고 검사하
다가 어떻게 될까봐 빨리빨리 찍기에 바쁘고... 환자는 아파서 정신도 없는
데 그 큰 카트 타고 먼 데까지 검사받으러 오느라 더 힘들고... 그런데 또 
포타블을 가자니 여건이 안되어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 환자 포타블 
안가고 불러서 찍으면 다른 필요한 환자 더 불러서 검사 할 수 있는데... 

1) portable echocardiography. 이동이 가능한 초음파기계를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인턴이 환자와 함께 오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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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정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실로 검사를 받

으러 올 수 없는 경우 이동식 심 음 기계를 가지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  가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환자가 검사실로 직  와서 검사를 받는 

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검사실의 효율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검사 진행이 늦어지게 

된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진행을 빨리 시키기 

해 검사실로 환자를 이동시켜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  응 상황이 생기거나 상태가 더

욱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험이 있다. 검사의 시행을 당기기 

해 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안좋은 환자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를 해야 하는가? 검사결과가 환자에게 미치는 향이 같을 때, 검사실

로 올 수 있는 환자 여러명을 검사하는 것과 검사실로 올 수 없는 환자 한

명을 검사하는 것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3) 련되어 있는 가치

 

 모든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자는 견되

는 험 상황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0 -

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Frenkena는 선행의 원칙에 4개의 의무를 구분하 는데 첫째 피해를 주

지 말라, 둘째 피해를 방지하라, 셋째, 피해를  수 있는 것을 방하라, 

넷째 선을 행하거나 증진하라는 의무로 같은 조건이라면 앞의 의무가 뒤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하 다. 그러나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첫째 의무는 

다른 이의 이익을 제공하고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도움을 주라는 

이후의 의무와 구분되므로 첫째 의무를 악행 지의 원칙으로 그리고 이후 

세 가지 의무를 선행의 원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민정, 2005).

 환자를 이동시켜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치료

하여 이익을 주고자 하는 선행의 원칙에 의한 행동이며, 한 검사를 한 

환자의 이동은 험한 상황이 견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수 있는 것을 

방하고자 하는 행  한 선행의 원칙에 따른다. 한정된 검사 시간을 어

떻게 배분하여 어떤 환자를 우선순 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에 한 

정의의 원칙과도 련되어 있다.

5) 소결

 심 음 실 간호사의 선택가능한 행동은 이동식 심 음  처방이 난 환자

를 직  가서 검사하는 방법과 이동식 심 음  검사 신 검사실로 환자

를 이송하여 검사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선택은 직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환자의 발생가능한 험을 

일 수 있으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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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소요되므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환자의 수가 어들게 된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한 실질 인 정의의 원칙은 동등

한 분배, 필요에 의한 분배, 노력에 따른 분배, 공헌에 따른 분배, 장 에 

따른 분배, 자유시장 교환에 따른 분배가 있다(조민정, 2005). 의 사례에

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를 얼마나 더 필요로 하는지 의학 으로 

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명 이상의 환자들 사이에서 검사의 필요성을 

단할 때, 를 들어 폐의 문제로 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단순히 심장기

능을 평가하기 해 심 음 검사를 하여 증상이 많이 호 되는 것은 기

하기 어려운 것처럼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검사가 더 하게 필

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는 구분하여 검사의 필요성을 

단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성이 크다면 이동식 심 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검사실로 환자를 이송하여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신체 으로 불

편함을 가 시키고 이송  환자의 상태가 안좋아져서 필요한 처치를 시행

하지 못할 수도 있는 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이송으로 인해 견되는 험과 환자의 불편을 가늠해보아야 

한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분명한 이득

이 있다. 다만 견되는 험이 어느정도 인지는 환자의 의학 인 상태에 

따라 문 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험이 크다면 환자의 험을 이기 

해 이동식 심 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겠다.

 



- 22 -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 간에 가 우선순 인가

1) 사례제시

 별로 중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VIP라는 이유로 포타블로 찍으
라고 할 때 그 중한 환자들을 한 이틀씩 기다린 정말 중환자들도 포타블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VIP들을 먼저 포타블(portable, 이동식심초음파검
사)을 갈 때 하,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쫌 많이 해요...

  VIP 환자들이 있는데... 특히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
거나 아니면 기존에 병이 너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래환자라고 해
도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온다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있
는데 VIP라는 이유로 오자마자 바로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일
하는 의료진이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더 안 좋은 환자라든지 좀 더 
병이 중한 환자가 우선이 되지 못하고 VIP가 우선이 되는 경우에 사실대
로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저 분은 예약이 되어 있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넘겨야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인맥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인걸 
꼭 알려야 되고 그래서 만약 동문이나 그럴 경우에는 나의 신분을 확인하
고자 하고 내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나의 자격과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얘기하고 불편한거에 대해서 
감수하지 않는 것 검사 중에 숨을 참아야 된다거나 자세 옆으로 돌아누워
야 된다거나 그런데서 다른 사람보다 협조하는게 적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로 해요. 그 사람에게 맞춰줘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한테 맞춰줘요. 



- 23 -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대해서 일단 다른 사람들
만큼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또... 협조가 잘 안되요... 찍을 때 감정은 상하
지만 참죠. 어쩔수 없으니까...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
을 때 다른 사람들만큼의 협조도 얻기 어렵고 대신에 그 사람이 그거에 대
해서 불만을 가졌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불만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게 배로 커지니까 그냥 감수해요.

2) 문제 정의

 VIP 환자의 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우선 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에 

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병원의 운 을 해 병원 정책상 VIP를 우선

시 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사 에 약을 하고 검사 순서를 

기다려 검사를 받는 환자들과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보

다 우선순 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가? 

3) 련되어 있는 가치

 

 VIP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병원의 경 을 원활히 하고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병원경 자의 이익이 련되어 있으며 약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빈부나 지 를 떠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

는 가치가 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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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한정된 검사를 배분하는 데 있어 공평하고 한 분배와 련되는 분배

 정의의 원칙과 련되어 있다.

5) 소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VIP마 이 등장하여 기업과 호텔, 항공사등

에서 부유층을 상으로 포 인 마 활동을 하고 있다. 제품을 매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랜드의 상품과 더불어 우  서비스를 통하여 VIP 

마 이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를 매하는 경우에는 그 용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이 미, 2008). 특히 병원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하여 수익을 극 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와는 다르게 병원운 을 

한 수익창출과 함께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과 같은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사회 인 지 나 부를 가진 사람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

원의 정책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하는 마 으로 더 나은 병원환경

을 갖추어 다른 환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병원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하는 병원의 우 정책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

지만 이러한 병원의 정책과 련된 시스템이 미흡하여 실제 수행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병원의 우 정책을 한 검사실을 확충하거나 다른 

약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정된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병원의 

구조 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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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함

1) 사례제시

 스터디 같은 거 관련되어서 할 때도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검사를 
잘 하려고 이리저리 돌리고 불편한데 스터디 한다고 말 안하고 하고...

 Research에 인롤3)할 때 그 사람한테 과연 필요한건가, 그 사람의 시간
과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검사인가...는 잘 모르겠
고 그럴 때 내가 환자한테 이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 하겠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하라고 얘기하는거고...

 환자들한테 설명은 안해주죠. 만약에 환자들이 물어본다면, 사실 내가 어
떻게 보면 여기서는 의사들이 낸 오더4)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그 검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
고 있으면 오히려 환자와의 관계도 안좋고 내가 검사하는데 있어서 환자들
도 불안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환자한테는 일단은 이거 필요한 검사다 라
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생각하기에는... 내 가족이면 이 검사는 안하고 
싶겠다...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3) enroll,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올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4) order, 처방.



- 26 -

2) 문제 정의

 검사자는 의사가 낸 처방에 의해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기 해 검사를 시행하지만 그 목 이 연구를 한 검사일 수도 

있고 검사항목에 연구를 한 항목이 더 추가되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도 있다. 환자가 검사의 목 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연구에 참여된다는 것

을 모르는 경우 검사자는 상황을 알고 있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 그에 

한 설명을 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수 없다. 한 환자와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못하고 검사나 병원에 

한 불신감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병원은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 으로는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

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

여야 한다.

3) 련되어 있는 가치

 

 병원  연구자가 원활이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얻고자 하는 가치와 환

자에게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가치, 환자가 정보를 제

공받고 연구에 참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에 근거한 동의를 받아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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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율성 존 의 원칙과 련되어 있으며, 연구로 인해 견되는 해악

을 피해야 할 선행의 원칙과도 련되어 있다. 

5) 소결

 

 연구와 련된 윤리  원칙으로 자율성의 원칙은 연구의 상이 되는 자가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로서 인정되고,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사람은 이런 

연구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aden & Beauchamp, 

1986). 환자들은 의료  사 동의된 선택사항과 련된 가능한 모든 과정

에 해 제공받아야 하고 그들이 내린 선택은 어디에서나 종 받아야 한

다. 선행의 원칙은 연구자가 가능한 한 연구에 의한 이득을 극 화시키고 

해악은 극소화시킬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 

의 하나인데 때로는 환자에게 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검사해 

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Fry, 

1989). 연구자들은 이득과 험에 해 알려진 모든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

고, 이득을 얻기 해 겪어야 할 험을 수용할지에 한 결정은 환자만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김모임, 1997). 

 의료진이 치료  연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으로 상자의 이익을 

해 실시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얻기 한 목 도 있다. 인간을 상

으로 하는 이러한 연구의 도덕  정당화는 좋은 결과를 한 윤리로서 

근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로부터 사회 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장기 인 유익을 목 으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입장에서

는 환자의 직 인 이익은 아니더라도 장기 인 의료지식으로 인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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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해 정당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사 동의는 받아야 한

다(한성숙, 1992). 연구를 통한 치료방법의 변화로 환자에게 돌아올 이득과 

연구로 인한 환자의 험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환자에게 연구에 참여된다는 것을 알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

자의 선택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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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와 문직 역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음

1) 사례 제시

 옛날에 한번, 나는 심장이 너무 커서 엄청  숨찰꺼라고 생각했는데 주치
의 선생님은 괜찮다고...  이렇게 심한 환자가.. 라고 나는 위압감을 되게 
크게 받았는데... 결국 그 환자는 진료보면 약 잘 먹고 잘 지내시라고 환자
한테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볼때는 이 환자는 별로 괜찮은 
심장이 아닌데 이 환자는 본인의 심장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어디까지 받
아들이고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내가 가족이라면 이 환자는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숨차고 배가 빵빵해질 것이 보이는데...
  
 우리아빠 친구 분도 AR(대동맥판막역류증) 45)인데 증상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켜보자고 했는데 얘기할 때마다 본인이 심하게 샌다는 
것에 대한 강박과 수술을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공포감을 계속 가지고 있
는 그런 것을 보면 차라리 모르는 게 약 잘 먹고 그냥 정신건강에 좋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씩은 들어. 대신 알권리에 대해서는 환자들은 어
디까지 지켜줘야 되는가 우리입장에서는 우리는 에코6)쪽도 아는데 주치의
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까...

5)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못해 심장 이완기때 혈액이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새는 질환. 흔히 1

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 4단계로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상태.

6) echo, 심초음파검사(echocardiogaphy)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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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이 많으니까 일단 친절한건 떠나서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길 해 줄 수가 있겠지만 이게 
권한이라는 문제가 걸려서 이 사람이 주치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서, 주치의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봐 온 환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설명이 정상인 경우를 벗어날 경우
에는 그 사람한테 어떻다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없고 어려운거죠...

2) 문제 정의

 심 음 실 간호사는 직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하여 문의와 상의하여 

결과를 기술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의 질병의 증도를 알 수 있지만 

환자에게 직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한  

환자에게 검사 결과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주치의

가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

게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환자는 검사 시행 직

후 자신의 상태를 궁 해하며 결과를 알고 싶어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검

사 결과를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결과에 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상황이 생긴다. 환자가 검사에 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 련되어 있는 가치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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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의사는 진료를 하며 결과 한 의사가 설명하는 권한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환자는 의사에게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자율성의 

원칙과 련되어 있다. 환자의 알 권리를 옹호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

행의 원칙과 련되어 있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

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

5) 소결

 의사는 환자의 검사결과에 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설명의 의무가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한 환자에게 검사에 한 설명을 해  의무

를 가지고 있다. 문가로서 간호사는 검사결과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

지고 설명을 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검사결과에 해 주치의

와 단을 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되

겠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환자의 권리

를 옹호하기 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주치의와의 견해차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해 설명을 할 수 있는 범

를 의사들과의 논의를 하여 정하고 객 으로 사실을 달할 수 있는 지

침이 마련된다면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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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음

1) 사례 제시

 굉장히 촘촘하게 검사시간이 짜여져서 우리가 하루에 많은 양의 검사를 
소화해 내야 하기 때문에 한 환자당 굉장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환자들에게 검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리가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한 환자 환자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없을 때 돈이 우선인가 이런 환자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게 우
선인가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 갈등이 생긴다...

 사실 불안해하는 경우에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인데 우
리는 어떻게 보면 딱 잘라 말하면서 정서적으로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의 병원 시스템 상으로는 한 환자에게 한 15분
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되니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검사 빼먹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시간도 
잘 못맞추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버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
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려면 그 환자에게 검사시간 외에도 10분, 15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데 우리가 한 환자를 예를 들어 한 20분 검
사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고 다 설명하고 적당히 어느정도 길까지 안내하고 옷 입는 거 좀 보조해 
드리고 그러는 데 한 10분 그 다음에 리포트 쓰는데 10분 그러면 벌써 40
분이면 저희는 보통 한 환자당 리포트 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시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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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0분으로 잡고 30분마다 외래 환자들 예약을 해 놓은 상태니까 벌써 
그 다음 환자들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환자들은 제 시간에 와
도 또 기다려야 되고 결국은 내가 한 환자에게 잘하면 그 다음 환자는 더 
시간에 쫓기는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환자는 더 잘 해주고 어떤 환자는 못
해주고...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더많은 지식을 쌓은 것은 사실이
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만 나한테 지금 떨어지는 업무부담은 내
가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거보다 과도한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족스
러워요.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작다보니까 환자들이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친절하지 않다라든가,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니까 불친절하다라
든지 이런 여러가지 불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친절한게 맞는 걸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일에 너무 치이니까 아니 난 
나 할만큼 다 했지 이런 일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라고 기계적으로... 
이게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써 환자를 우선시한다기 보다는 내가 맡은 일을 
그냥 나는 최선을 다 했다라는 걸로 그냥 나는 잘못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가 많은데 그게 정말 잘못이 없는 건지...

2) 문제 정의

 검사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환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외래 환자의 약이 촘촘히 짜여있

고 검사를 기하고 있는 병동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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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한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들이

면 다른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어들 것이고, 검사 시행 건수도 

어 검사가 필요한 병동환자들이 계속 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 환자에게 

한 간호를 제공하기 해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시간을 

배분하는 것는 것은 충분한 간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검사를 하기 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가? 

3) 련되어 있는 가치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최선의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가치와 한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검사를 함으로써 검사가 리게 되는 다른 

환자들의 불이익이 련되어 있다.

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과 련

되어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과 련되어 있다.

5) 소결

 한성숙(1992)의 간호사의 윤리  딜 마를 악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빈

도수를 차지한 윤리  딜 마는 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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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문직 간호의 기 에서 생각할 때 환자에게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병원 정책이나 리형태와 직결

되는 문제로 병원정책이나 이념의 변화와 더불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

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검사

실의 효율 인 운 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수 에서 간호

사는 검사실의 스 을 조 하여 다른 환자의 검사가 리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을 찾아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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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와 동자 역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

1) 사례제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린 이 판단이 맞았
을꺼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펌7)하는 의사선생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
서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더 해야할 때 작은 거지만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오는 거지. 하다못해 우리가 보지 않던 것을 보라고 
할 때 한 번도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다 5년 동안... 그럼 오늘부터 봐 이
런 식의 요구를 나는 들어줘야 되는 데...

 이것도 좀 더 잡아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 환자
는 너무 힘든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구사항이 많을 때?... 다 들어줄 순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르고 있을 때 그게 더 갈등이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모를 때, 그런데 요
구를 할 때.. 그럴 때도 요구를 들어줘요.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하나? 권한
이 우리보다 큰 대신 책임범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무거
워서 저러나보다 하고 해서 들어주는 편이에요. 만약에 더 과하게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권한이 적고 대신 책임도 적을 수 있는
데 그 사람들은 권한이 크고 책임도 클 수 있으니까 그 만큼 요구를 들어
주는 편이에요. 

7) confirm. 심초음파실 간호사가 찍은 영상과 결과지를 의사가 다시 보면서 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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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그냥 단지 자기들이 궁금해서 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약을 바꿨으니까 더 좋아졌을까.. 충분히 조
금 더 기다려가지고 환자 symptom(증상)이 더 좋아졌다던가 나빠졌거나 
이런 거 조금 고려해봐서 오더를 냈으면 좋겠는 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썼으니까 오늘 좋아졌을까 아니면 좋아지는 과정일까 보자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2) 문제 정의

 심 음 검사는 의사의 검사 처방에 의해 시행되며 문의 독과정을 거

친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심 음 간호사는 검사를 

처방하고 독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에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환자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의 검사를 더 시행하거나 필요한 것보다 자주 시

행되는 경우, 하지만 간호사로서 책임과 권한이 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

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겪는 갈등에 한 사례이다.

3) 련되어 있는 가치

 

 의사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권한, 환자의 한 검사를 받을 권리, 처방

을 시행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한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가치가 

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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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선행의 원칙이 

련되어 있다.

5) 소결

 동(collaboration)이란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에서, 의사들이 그들의 역

할을 하는 것처럼 도덕 으로 자율 이고 자기 결정 임을 함축 으로 가

정하고 있다(한성숙, 1992).  사례는 선행의 원칙과 련한 문제로 환자

에게 한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양심과 련되어 있다. 간

호사는 논의되고 있는 처치나 치료에 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단지 양심에 기 하여 치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지시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양심 인 거

부’라고 할 수 있으며 양심에의 호소가 특별한 요성을 가지려면 자기 이

해 심이나 편의에 호소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 다(한성숙, 

1992). 심 음 실 간호사는 심 음 검사를 문 으로 시행하는 문직

으로 한 검사가 시행되는지 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필요성에 해 

근거를 가지고 단하여 환자에게 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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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1) 사례제시

 진료실에서 이사람 오늘 꼭 해야된다 라고 하면 외래 환자가 많은데도 불
구하고 스텝선생님이 직접 푸쉬8)하시기 때문에... 스텝이 진료가 끝난다고 
외래에서 연락이 오면  원래 예약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먼저 해야만 
할 때 이게 환자를 위한 병원인가, 의사를 위한 병원인가, 의료진을 위한 
병원인가 이런 생각 많이 들고...

 다른 부서와는 사실 일할 때 지연되어서 생기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나고 생각하면 그 쪽 입장이든 이쪽 입장이든 다 이해가 되
는거잖아요. 그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락을 했고 간다고 했고 그랬는데 
또 그 사람은 일이 있으니까 못 간거고 이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한 거고 
자기네도 검사 많고 환자 많은데 담당 한명이라서 그렇게 된 거구요. 근데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검사실 그사람땜에 비워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
리 와야되고... 그래서 재촉을 하는건데... 사실 그 순간... 화가 나고 갈등
이 되고...  갈등이 있던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더 죄책감이 있다는거죠... 

2) 문제 정의

 담당 교수님이 자신의 환자를 먼  빨리 검사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면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보다 먼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지 가 높

은 의료진의 압력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다른 환자들보다 우선순 가 되

8) push. 검사를 빨리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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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검사를 기다리는 외래환자나 

상태가 좋지 않은 병동환자들은 그 검사순서가 려 피해를 입게 된다. 

다른 부서와 조가 잘 되지 않아 검사실로 환자가 잘 이송되지 않는 경

우도 검사실이 원활이 운 되지 않아 다른 환자의 검사가 늦어지는 등 피

해가 가게 된다. 지 가 높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

는가? 한 환자의 검사를 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하

여야 하는가?

3) 련되어 있는 가치

 

 지 가 높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간호사의 의무와 환자에게 공정

하게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가치가 련되어 있다.

4)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

 환자에게 공정하게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의의 원칙과 환자에게 피해

를 입히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자 하는 선행의 원칙이 련되어 

있다.

5) 소결

 

 의사-간호사 계에 한 권 인 개념은 동 인 개념으로 치되어야 

한다.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권리를 존 하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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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 련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동의 계에서는 지식을 공유하고 

차이 에 해서는 토론하고 상호존 으로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다(한성

숙, 1992). 진료를 보는 의사나 다른 부서의 간호사들 모두 환자의 건강 증

진을 해 함께 노력해야할 동자이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해 의료진

간의 화와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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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심 음 실 간호사의 윤리  딜 마

심 음 실 간호사의 윤리  딜 마는 간호사와 상자 역에서 3가지 사례, 

간호사와 문직 역에서 2가지 사례, 간호사와 동자 역에서 2가지 사례

가 악되었다. 

간호사와 상자 역의 윤리  딜 마는 <사례 1> 상태가 안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간

의 우선순 ,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함의 3개의 사

례이다. 

<사례 1> 상태가 안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와 <사례 2> VIP환자와 일반 환자간의 우선순 에 한 사례는 심 음  

검사실이 가지는 특수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윤리  딜 마로 

볼 수 있겠다. 심 음  검사는 검사실에 직  환자가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 이고 상태가 좋지 않거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이동식 

심 음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동식 검사의 시행여부에 따라 다른 환

자의 검사 기회가 없어질 수 있고 환자의 이송에 따른 험부담이 생기기 

된다. 검사방법의 결정과 더불어 한 다양한 환자들이 검사처방을 받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떠한 환자를 먼  시행할 것인지, 특히 VIP환

자를 병원 정책에 의해 먼  시행하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는 심 음

실 간호사의 업무이면서 한 심 음 실 간호사들에게 윤리  딜 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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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의무주의 이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

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행 는 보편  법칙을 만들 수 있을 경우에만 옳다

고 주장한다(김선자, 2006). 생명의 우선순 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

사 순 를 정하는 데 환자의 개인 인 특성이 아닌, 의학 으로 평가된 환

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방법과 우선순 를 정해야 하겠고 이는 표 화된 

차와 지침으로 정해져야 하겠다.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하는 사례는 한성숙(1992)의 

질  연구를 통해 나타난 상자 역의 윤리  딜 마  ‘환자에게 진실

을 말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며 이는  연구에서 얻은 34개의 윤리  

딜 마  9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 다. 심 음 실에서는 특히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사실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 간호사들이 딜

마 상황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이는 연구윤리와도 련이 된다. 임상연구

의 상자들은 연구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한 뒤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심 음 실 간호사는 환자의 기본 인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존 하고 의

료체계 내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옹호자(김모임, 1997)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간호사와 문직 역으로는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음,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

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음의 2개의 사례로 나타났다.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

음은 문직으로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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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음  검사자에 한 자격요건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학  지식과 필요에 따라 치료  처치를 시행해야 하므로 종합

병원에서는 부분 간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 음 실 간호사

는 병동, 환자실, 수술실 등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심 음 실에서 1

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미국의 RDCS (registered diagnostic cardiac 

sonographer) 자격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하여 심 음  분야의 문직으

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문직으로서 간호사는 답해  수 있는 능

력(answerability)과 책임질 수 있는 능력(responsibility)을 갖추고 환자가 

검사에 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실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겠다. 다만 그것이 치료방침을 정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상태

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어서는 안되겠고, 다른 의료진과의 논의를 거쳐 

설명의 범 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음은 윤

리  딜 마에 한 한성숙(1992), 정희자(1995), 양아기(2003), 기은희(2008)

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문제로 심 음 실 간호사도 이와 

같은 윤리  딜 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국과 일본 간호사

의 윤리  딜 마에 한 연구(윤옥종, 1998)에서도 ‘ 한 간호인력부족

으로 인한 문제’는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며 간호사 이직 원인을 인력부

족으로 해석한 이  연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인력의 

문제가 간호사의 윤리  딜 마 정도를 낮추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양

아기, 2003)이며 한 심 음 실 간호사는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교육기

간이 길기 때문에 간호인력부족으로 인한 이직을 방하여 이직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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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사와 동자 역으로는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의문이 듬, 

<사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의 두 가지 사례로 나타

났다.

동이란 질  간호를 제공하기 해 다른 사람과 극 으로 참여하고, 

간호 계획 시 서로 력하고, 문 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과 상호

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ICN의 간호규약에 의하면(1973), “간호사가 간

호  타 분야에서 간이 일하는 다른 사람과 동 인 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의 한 역할은 환자에 한 의무라 볼 

수 있는 상황이나 업무 계를 유지하고, 상호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모임, 1997). 한성숙(1992)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자신이 가진 가치 이나 

문직 의무에 입각하여 자율 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환경  여건

으로 딜 마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서의 의사결정은 거

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설사 자신의 확고한 문직 가

치 이 있어도 자신의 신념에 의해 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구조 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례 6>에서도 검사에 한 의사 결정은 의사 심 으로 이루

어져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해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우선으로 행동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 로 검

사를 시행하 다고 해서 간호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호

사는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허용되는 도

덕  기 과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김모임, 

1997). ‘의료진과의 상호비 조 인 계로 인한 갈등’으로 윤리  딜 마를 경

험한다는 기은희(2008)의 연구 결과와 의사들의 권 이며 비 조 인 태도로 

인해 간호사들이 심한 딜 마를 경험한다는 양아기(2003)의 연구결과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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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심 음 실 간호사들도 동자 역에서 윤리  딜 마를 경험하

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련된 윤리  원칙

심 음 실 간호사들의 윤리  딜 마와 련된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

다.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

가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간의 우

선순 를 갈등한 사례에서는 정의의 원칙,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

하고 검사를 하는 사례에서는 자율성 존 의 원칙에서 간호사들은 딜 마

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

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어 고민하는 사례에서는 자율성 존 의 원

칙과 선행의 원칙,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이 드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 <사

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자율성 존 의 원칙은 <사례 3>, <사례4>, 선행의 원칙은 <사례 1>, <사

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정의의 원칙은 <사례 1>, <사례 

2>, <사례 5>, <사례 7>과 련되어 있었으며 악행 지의 원칙과 련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율성 존 의 원칙과 련하여 연구와 련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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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사례 3)와 환자에게 검사 결과에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사례 4)를 악할 수 있었다. 의

료, 연구, 정치, 기타 상황에서 자율성은 기본 으로 동의를 표 하는 것으

로 구 된다. 여기서 동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에 근거한 동의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의사나 연구자가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에서 환

자 는 연구 상의 이해와 동의의 질(quality)로 심의 이 변화하고 

있다(조민정, 2005).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을 심으로 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는지를 논의하는  시 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

거나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심 음 실의 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환자도 의사가 아닌 한 모든 문  지식을 알고 싶어하거나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연구와 련된 정보, 진단과 치료와 련

된 검사 결과에 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험과 이익과 같은 핵심

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요하므로 심 음 실 안에서, 더불어 련 의료

진과 함께 논의를 통해 재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악행 지의 원칙과 련된 윤리  딜 마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심

음 검사는 침습 인 검사가 아닌 검사 자체의 특성으로 검사로 인해 환

자에게 미칠 수 있는 해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례 1>,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과 련된 선행의 원

칙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한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에게 이득

을 주고자 하는 간호사의 의무로서의 선행과 련되어 있는데,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갈등하고 있는 온정  간섭주의로서의 선행의 원칙

은 아니다. 이는 악행 지의 원칙의 경우에서처럼 심 음 검사가 환자에

게 입히는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환자



- 48 -

를 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간섭하는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심 음 실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윤리  딜 마와 련

된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라, 타인에게 발생하는 

해를 방지하라, 타인에게 해를 일으킬 상황을 제거하라, 장애가 있는 사람

을 도와라, 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와 같은 도덕 규칙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극 인 선행(조민정, 2005)으로의 선행의 원칙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은 다수의 윤리  딜 마 사례(사례 1, 사례 2, 사례 5, 사례 

7)와 련되어 있다. 이는 심 음  검사실에서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

서 어떤 환자를 우선순 로 배분하는지의 문제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분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한 요소는 두 가지이다. 결과

와 차가 바로 그것이다. 자원이 부족하여 할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

에서의 환자의 공정한 선택 물음의 경우 결과와 차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낳을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를 선택할 때, ‘ 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차 심 인(prodecure-oriented) 물음이다. 

반면에 ‘어떤 기 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가’의 물음은 내용 심 인

(substance-oriented) 물음이다. 이 둘은 서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하게 

연 되어 있다. 자는 환자의 선택과 련된 차  규칙을 필요로 할 것

이고, 후자는 환자 선택의 실질  기 (혹은 표 )에 한 물음을 낳을 것

이다(Risa Schwartz, 2008). 심 음 실에서 환자의 우선순 를 정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 이나 차가 없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차  규칙이나 

표 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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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질환과 증도를 가진 환자를 외래와 병동, 환자실과 응

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는 심 음 실 간호사들이 어떠한 윤리  딜

마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갈등의 내용을 겪고 있는 지 악하기 하여 실

시되었다. 

 이러한 목 에 따라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 병원 심 음 실에 근무

하는 8명의 간호사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심 음 실 간호사가 경험한 윤리  딜 마를 분류하 다. 심 음 실 간

호사가 경험한 윤리  딜 마는 문제제기, 문제정의, 련되어 있는 가치, 

련되어 있는 윤리  원칙을 악하는 사례분석을 통해 각 사례를 악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용분석을 통한 윤리  딜 마는 7개의 사례로 나타났다.

 첫째, 간호사와 상자 역으로는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

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간

의 우선순 ,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함의 3개의 사례

이다.

 둘째, 간호사와 문직 역으로는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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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음,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음의 2개의 사례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사와 동자 역으로는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의문이 듬, 

<사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의 두 가지 사례로 나타

났다.

2. 사례분석을 통해 윤리  딜 마의 문제  련된 윤리원칙을 악하

다.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사례 2> VIP 환자와 일반 환자간의 우선

순 를 갈등한 사례에서는 정의의 원칙,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

고 검사를 하는 사례에서는 자율성 존 의 원칙에서 간호사들은 딜 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

어 고민하는 사례에서는 자율성 존 의 원칙,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시간이 없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이 드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 <사

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에서는 선행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련되어 있었다. 

심 음 실 간호사는 상자 역, 문가 역, 동자 역에서 윤리  

딜 마를 겪고 있었으며 자율성 존 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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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었다. 한 사례에 여러 개의 윤리  원칙이 련되어 있기도 하

으며, 악행 지의 원칙은 비침습 인 검사의 특성상 련된 사례가 없었

다. 이러한 윤리 으로 딜 마를 겪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바람직한 선택

을 하기 한 지침이나 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간호사의 권한이 제

한되어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데 제한이 따르기도 하

다. 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의료진과의 동

인 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리  

딜 마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어떠한 단이 더 이익이 되어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행동하여야 하는데 있어 그

러한 행동이 간호사가 속한 조직의 구조 인 문제로 인해 제한되지 않아야 

하겠고, 더 나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표 화된 차나 지침을 확립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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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한 병원의 심 음 실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으므로 다양한 

병원의 심 음 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2. 윤리  딜 마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지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3. 심 음 실의 표 화된 지침과 차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1) 검사방법과 검사순  결정

 2) 질환과 증상에 따른 검사 항목 표 화

 3) 검사실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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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   인간의 권리 존

1.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해 극 인 치료를 시도할 경우

2. 환자가 생명 연장에 한 소망을 가지나 희망이 없을 때

3.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에 한 보호자의 포기

4. 임종환자와 안락사 문제

5. 임신 과 련된 문제

6. 장기매매에 한 회의

7.생명존엄성에 한 인식부족

간호사와 상자

8.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

9. 환자에게 질환에 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때

10. 환자에게 치료방법에 한 선택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11. 말기 환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

12. 환자의 사 인 문제에 해 비 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13. 생명 구조책과 신앙

간호사와 문직

14. 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15. 간호지식, 경험부족으로 인한 갈등

부 록

부록 1. 간호사의 윤리  딜 마 (한성숙,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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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의 능력을 과하는 과다한 간호업무

17. 필요한 의료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18. 환자의 요구와 의사의 지시 사이의 갈등

19. 실험  처치, 치료에 한 갈등

20. 의사의 의심스런 의료행

21. 의사의 약물처방에 한 회의

22.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

23. 실험 인 항암제 투여에 한 갈등

24. 원칙에 어 난 간호행 를 수행하는 경우

25. 투약과오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26.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 한 방치

27. 간호직 자체에서 오는 스트 스

간호사와 동자

28. 의료진과의 상호 비 조 인 계로 인한 갈등

29. 3년제, 4년제 출신 사이의 갈등

30. 간호사의 부름(Call)에 한 의사의 무반응

31. 동료의 무균술 불이행을 목격하고도 방치해야 하는 경우

32. 동료의 약물복용을 알면서도 방 하는 경우

33. 동료간호사와의 갈등

34. 간호사, 보호자, 환자, 타부서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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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1. 간호사와 상자

<사례 1> 상태가 안 좋은 환자의 검사를 검사실  

          로 불러서 검사할 것인가

<사례 2> VIP환자와 일반 환자간의 우선순

<사례 3> 사실 로 설명하지 못하고 검사를 함

2. 간호사와 문직

<사례 4>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환자에게 검사결  

          과를 설명할 권한이 없음

<사례 5> 업무 부담이 많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  

          하기에 시간이 없음

3. 간호사와 동자

<사례 6> 의사의 지시에 한 의문이 듬

<사례 7> 타 부서와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부록 2. 윤리  딜 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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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는 연세 학교 보건 학원에서 보건의료법윤리 석사과정에 재학

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의 목 은 심 음 실 간호사가 외래와 병동환자를 상으

로 간호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윤리  딜 마의 상을 심층 이

고 포 으로 악하기 한 것으로, 이를 해 선생님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주제에 해 약 30분~1시

간 정도의 인터뷰를 1~3회 정도 실시할 것이며, 녹음기를 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녹음 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익명으로 인용하여 비 을 유지할 것

이며, 연구 목  이외에 다른 목 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

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원하지 않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진행  언제라도 참여를 거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해 궁 한 이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질문과 답변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수정 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에 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구자: 박정욱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의 내용에 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

으며,

자발 인 의사로 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9년         월            일

                              참여자:

부록 3. 연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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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 표를 하시거나 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연령 :  만           세

2. 총 임상 경력 :          년         개월

3. 심 음 실 경력 :          년         개월

4.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6. 귀하의 학력은? 

  ① 문 졸      ② 학졸      ③ 학원 이상    

  ⑤ 기타                   

7. 학과정 에서 윤리 련 교과목 이수 여부

  ①       ② 아니오     

8. 보수교육에서 윤리 련 교과목 이수 여부

  ①       ② 아니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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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thical dilemma of Nurses 

in the Echocardiography Lab

       Jung Uk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figuring out what kind of ethical dilemma and 

what ethical conflicts each problem has.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October in 2009 by interview.

 The participants were 8 nurses who had worked in the echocardiography 

lab,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who gave their consent 

to participate in i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1)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 the described dilemma case and 2) the new casuistry 

method and the principle sepcification. 

First category related 'nurses and patients' included 3 cases: <case 1> 

transporting a patient with danger physical condition, <case 2> the priority 

order between VIP and others, <case 3> telling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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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category of 'nurses and professional practice' included 2 cases: 

<case 4> authority to explane about echocardiography findings, <case 5> 

difficulties in nursing duties.

Third category of 'nurses and co-workers' included 2 cases: <case 6> 

objection to doctor's order, <case 7> the medical profession's 

noncooperation.

If we divide the ethical dilemma cases based on ethical principles, each 

divided cases will be boiled down to four prindipl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of nonmaleficence, of beneficence, and of justice. 

The ca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are 2 cases: 

<Case 3> and <Case 4>.

The ca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are 5 cases: <Case 1>, 

<Case 4>, <Case 5>, <Case 6>, <Case 7>.

The cas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justice are 4 cases: <Case 1>, <Case 

2>, <Case 5>, <Case 7>.

There is no cas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In situation of ethical dilemma, nurse must judge for benefit and right of 

patients than hospital policy. Also, Nurses find a standardized test guideline 

and policy. These efforts will surely lead us to resolve the eth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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