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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울 거예요.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멋진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

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줬던 고마운 친구입니다. 언제쯤 내 이름이 나올까, 이 글

을 꼼꼼하게 읽고 있을 내 친구 성주연, 정말 고마웠고 다시 한 번 결혼 축하합니다.

언니의 힘든 투정을 포용해 주는 내 자이언트 베이비 이솔과 자료 가공 과정에

서 정책적인 부분의 도움을 줬던 이은지 간호사에게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학업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COVID-19까지 겹쳐 만나지는 못했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줬던 다른 

소중한 친구들 모두 그립고 또 감사합니다.

또, 아낌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지지해주며 항상 나의 행복을 기도해주는 

황지성 선생님.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올 해에는 만난 횟수도 손에 꼽지만 변함없

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졸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 못 자고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느라 늘 신경이 곤두 서 있어, 밥 한 끼 먹자 

소리도 못한 채 걱정만 했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 지어, 연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시

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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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임종 환자의 전자 간호 기록 분석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전자 간호 기록을 통해 실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 간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임종 환자의 간호 요구도의 변화

를 추정하고, 환자의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 서술 조사 연구로써,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2일 전, 임종 당일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환자

실 입실 72시간 내에 사망한 환자와 완화 의료를 위해 전실, 전원한 환자, 뇌사 장기 

기증자 및 중환자실 입실일과 임종 당일 재원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환자를 제외하고 

총 276명의 전자 간호 기록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시점(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2일 전, 임

종 당일)에 따른 다빈도 간호 활동 항목, 간호 요구도의 경우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

하였다. 시점 별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 및 대상자의 특성(진단명,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교차 분석을 

통해 분석 후, 활동 내역에 대해 정리하였다. 대상자의 시점에 따른 간호 요구도는 

반복측정 분산 분석를 통해 그 차이를 분석 후, Bonferroni로 유의 수준을 수정하여 

Paired t-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점 별 간호 요구도

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5.03±13.49세이고, 남성이 59.06%, 여성은 40.94%였

으며, 내과(68.48%)의 비율이 높았고, MICU에서 임종한 환자가 37.68%로 가장 많았

다. 재원 시 주 진단명은 폐렴이 가장 많았으며(11.22%), 동반 상병 수는 평균 

10.42±5.47개였다.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경우는 45.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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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중환자실 입실일의 간호 활동은 28,738건, 임종 전 2일은 39,605

건, 임종 당일은 23,430건으로 총 91,773건의 간호 활동이 기록되었으며, ‘활력 징

후를 측정함’(4,350건, 6.91%)이 전체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기록된 다빈도 간호 활동 목록은 총 42가지로, 관찰/사정과 관련된 활동 

23건, 직접 간호 활동 16건, 기타 활동 2건 및 교육 활동이 1건 있었으며, 시점에 따

라 다빈도 간호 활동의 빈도 수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p<0.001). 임종 

전 2일에 비율이 높았던 활동으로는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1,226건, 

4.37%),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727건, 2.59%) 등이 있었으며, ‘환자 상

태를 확인함’(788건, 2.81%), ‘질병에 대해 설명함’(467건, 1.67%) 등의 항목은 

다른 시점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3. 간호 요구도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일에 가장 높았고(12.86±6.22), 임종 전 

2일의 간호 요구가 가장 낮았다(5.98±2.08). 세 시점 간 간호 요구도 차이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p<0.001), 사후 분석 결과 각 시점 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4. 임종 전 2일에는 진료과에 따라 간호 활동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

었고(p<0.001),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간호 활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15). 내과계 환자들의 경우 임종 전 2일에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들이 외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된 반면,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환

자의 의식 상태와 관련된 간호 활동 비율이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았다.

5. 임종 당일에는 진료과에 따라 간호 활동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

며(p<0.001),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간호 활동 또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01). 내과계 환자들의 경우 임종 당일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들의 비율이 외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았으며,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환자의 의식 

상태와 관련된 간호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 유지되었다. 임종 전 2일에 연명

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의 경우 ‘질병에 대해 설명함’(155건, 2.75%), ‘통증을 사

정함’(144건, 2.56%)의 활동 비율이 높았고,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약물을 투여함’(1,026건, 9.61%), ‘EKG Rhythm를 모니터함’(649건, 

6.08%), ‘가슴 압박 지속중임’(472건, 4.42%) 등의 간호 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vi

6. 진료과에 따른 간호 요구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환자실 입실일에는 진료

과 별 간호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p=0.09),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경우 

외과계 환자들이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간호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임

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간호 요구도 또한 임종 전 2일과 임종 

당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p<0.001), 두 시점 모두 임종 전 2일에 연명

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은 신체적 영역에 집중되

어 있으며, 정서적, 영적, 사회적 영역의 간호 활동이 부족하였다. 임종 2일 전 수혈

과 관련된 활동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혈액 여과기 적용이 증가하였으며, 호흡 

곤란과 관련된 활동들이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또한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내

과계 환자들에 비해 간호 요구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심각한 신경학적 변화가 발견되

는 패턴이 있었다. 덧붙여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이 

높은 간호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임종 간호를 제공 받고 있음이 유추되는 

근거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환자들의 임종 전 특정 간호 활동들의 변화에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지표의 개발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에게 높은 수

준의 임종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중환자실, 전자 간호 기록, 임종 간호, 간호 활동, 간호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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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내 병원 287곳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적

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내 중환자실 사망률은 평균 14.1%로(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20), 유럽이나(6.7~17.8%) 미국(11.3%)에 비해(Weigl et al., 

2018)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차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

의 보호자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한 환자의 보호자가 겪는 사망의 질(The 

quality of dying and death, QODD)을 비교하였을 때,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경우 느끼는 사망의 질이 더 낮다는 Choi et al. (2019)의 연구 결과는 중환

자실 임종 간호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경우 질병의 심각성과 그 특징으로 인해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많고(Mullick et al., 2013), 중환자실의 치료가 환자

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은 임종 간

호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평가된다(Angus & Truog, 2016). 이러한 연유로 

임종 간호가 중환자실 간호사 업무의 큰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Ranse et 

al., 2015), 많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임종 간호에 대한 업무적·심리적 어

려움과 부담감을 호소한다(김현숙 외, 2019; Adams et al., 2011).

Ferguson (2018)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종 간호를 위해서는 환자와 관련

된 모든 의료진들이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야하며, 그 가운데 그들을 조정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보고하였다. González-Rincón et al. (2019)은 중

환자실에서 인간 중심의 임종 간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는 변화를 주

도할 수 있으며 통합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보고하였고, Efstathiou 

& Clifford (2011)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효과적인 임종 간호의 필수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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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많은 사전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임종 간호 시 중점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임종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

는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종 간호 수행과 관련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간호사들의 임종 간호 수행 정도, 임종 간호 태

도, 임종 간호 스트레스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고문정과 문소현, 2016; 김미정과 장희경, 2021; 이주선과 안숙

희, 2019),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임종 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

호 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ANA(American Nurses Association)에서 2010년에 발표한 간호 기록 원칙

에 따르면, 명확하고 정확하며 접근이 용이한 간호 기록은 높은 수준의 증거 

기반 간호의 필수 요소로써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간호사의 기여도를 입증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환자 돌봄에 관련된 다른 분야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의료진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한다(Matthews & Bruflat, 2010).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 연속체에 걸쳐 

환자를 돌보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사용

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Moorhead 

et al., 2018). 전자 기록의 유용성에 대한 장단점과 한계점이 있지만

(Viitanen et al., 2011), 전자 기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이 간호 과학에 대

한 지식을 생성하고 치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amuels et al., 2015). 또한, 간호 기록은 환자 상태

에 대한 주요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간호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것은, 

간호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Saranto & Kinnunen, 2009). 국내에

서도 다양한 임상 현장과 환자군을 대상으로 전자 간호 기록을 통해 간호 업

무 분석과 중재 목록 구축, 용어 체계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김명자, 2010; 박현경 외, 2001; 백승연 외, 2019), 그 중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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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의 임종 시 간호 활동에 관한 간호 기록 분석은 새롭게 연구가 필요

한 분야로 보여진다. 

환자의 결과(Outcomes)를 예측하는 것은 질병의 중증도를 측정하고 분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예후를 바탕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객관적

인 의사 결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Cullen & Chernow, 1994). 예측하지 

못한 임종이 많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임종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은 

더욱 중요하다. 간호 활동은 여러 연구를 통해 사망, 입원 기간, 폐렴 등과 

같은 환자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으며, 이는 간호 활동이 의료와는 독

립된 차원에서 환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Choi & Lee, 

2016).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간호 기록을 분석하여 간호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은, 환자의 임종을 예측하고 간호 요구도를 확인하여 더 높은 수준

의 임종 간호로 발전할 자원이 되며, 임종 간호 프로토콜 및 임종 간호 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의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전자 간호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 간호 

활동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임종하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의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자료의 분석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기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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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의 전자 간호 기록을 통

해 간호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간호학적 측면에서 임종을 예측하는 변화를 

확인하고, 실제 임종 간호 수행 현황과 간호 요구도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특성(진단명,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

결정 여부)을 파악한다.

②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전자 간호 기록을 통해 간호 활동 현황 및 다빈도 간호 활동

을 분석한다.

③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간호 요구도를 확인한다.

④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및 간호 요구도 변화를 분석한다.

⑤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전 2일의 다빈도 간

호 활동 현황 및 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⑥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현황 및 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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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① 간호 활동

- 이론적 정의: 간호 활동은 침상 곁에서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돌보기 위해 간호사가 실제 수행하는 모든 작업으로, 간호 

중재를 완료하기 위해 수행하는 보다 세밀한 수준의 행위를 의미한다

(Asmirajanti et al, 2019; Miranda et al., 2003; Saba, 201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병원의 전자 간호 기록

에 입력 및 저장된 간호 진단 - 중재의 하위 항목인 간호 활동에 해당

하는 내용을 간호 활동으로 정의한다.

② 간호 요구도

- 이론적 정의: 환자의 건강 및 안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회복과 예방

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간호활동에 대한 지각된 요구를 의미한다

(Henderson, 1966: 유정숙 외, 2015 재인용).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병원의 전자 간호 기록

에 입력 및 저장된 간호 활동 수를 간호 요구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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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중환자실의 임종 간호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발

달된 의학 기술이 삶을 연장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만듦에 따라, 생애 말기에

서의 선택권 또한 세분화되고 연명치료에 대한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관

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정화성, 2017).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2016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

행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은 말기 및 임종기 환자의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유무와 

법적 요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의 다양한 딜레마 상황을 반

영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를 가진다(안경진 외, 2020). 특히 중환자실의 

임종기 돌봄은 치료 과정에서 완치(Cure)와 돌봄(Care) 중 치료 목표를 구분

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환자의 예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학

의 본질적인 한계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문재영과 신용섭, 2013)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환자 돌봄 경험에 대한 설은미와 고진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임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반해 이상과 다르

게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거리 혹은 의료의 실패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환자실의 임종 과정은 중

환자실 간호사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



7

은 개인적 역량을 활용한 대처 방안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서는 조직 차원의 체계적 임종 프로토콜 및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

하였다.

김현숙 외(2019)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어려움과 임종간호 교육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중환자실의 임종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과 분

리되어 있어 임종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적 제약을 가지며, 임종 직전의 높은 

중증도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임종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원

의 부족이 임종 간호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기 돌봄 경험에 대

해 탐구한 안경진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임종기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되며, 임종기 환자에 대한 돌봄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혼란

과 물리적 환경의 제약 등이 중환자실 임종 간호의 어려움이 된다고 보고하였

다.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기 돌봄 경험에 대해 문헌고찰을 시행한 

Griffiths (2019)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환자의 임종 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스스로 중요한 역할이라

고 느끼지만, 연명 치료를 제공하는 중환자실의 특성을 비롯하여 임종기 의사 

결정 과정에 간호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 임종 간호 제공에 대한 지식 부족,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 누구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 등

이 임종 간호의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임종에 대하여 환경적 제약과 자원 부

족,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문재영과 신용섭(2013)은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ACCM)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중환자실 임종기 돌봄에 관해 제언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환자와 가족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임종 과정 관리, 적절한 환경과 증상 조절 그리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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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후 사별 가족의 지원 등이 있었다. 대한중한자의학회(2018)에서는 연명의

료중단과 임종 돌봄의 범위과 기준을 제시한 '연명의료중단 및 임종기 돌봄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권고안은 의사의 진료 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

춰져 있어, 임종 간호 수행 시 참고 가능하지만 가이드라인으로는 적절치 않

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임종 간호 수행은 임종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

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이고도 전인적인 간호를 의미하며

(박순주와 최순희, 1996),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조절

하여 편안한 임종을 돕는 치료와 돌봄을 뜻하는 임종 돌봄보다(대한중한자의

학회, 2018) 더 포괄적인 간호 활동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박순주와 최순희

(1996)가 개발한 4점 Likert 척도의 임종 간호 수행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중

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종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들이 발표되면서 중환자실의 임종 간호 수행 정도가 분석되었는데, 중환자

실의 경우 평점 평균 2.60~2.70점으로 일반 병동(2.10점)에 비해 전반적인 임

종 간호 수행 정도가 높으며, 심리적 영역에 비해 신체적 영역의 수행 정도가 

높고, 영적 영역은 일반 병동과 마찬가지로 가장 미흡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고문정과 문소현, 2016; 김미정과 장희경, 2021; 이주선과 안숙희, 2019). 

그러나 실제 그들의 간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는 연

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며 임종 간호 시 환

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Thacker, 2006), 임종 돌봄을 넘어선 임

종 간호 수행에 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실제 임종 간호 활동 현황의 조사는 임종하는 환자의 변화 및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임종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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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간호 기록을 활용한 연구

간호 기록은 환자의 상태 및 간호 과정의 기록으로써, 효과적인 치료 정

보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khu‐Zaheya et al., 2018). 전문직으로써의 

간호의 향상과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 업무의 표준화가 필요한데, 간호 기록은 

간호 수행의 그 근거로써 제시되며(최은희와 서지영, 2009), 환자 치료를 개

선하고 환자의 안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간호 활동으로 꼽힌다(강행선과 송

효정, 2018).

간호 기록은 전통적인 방법의 수기 작성과 전산을 이용한 전자 간호 기록

(Electonic Nursing Record)이 있는데, 그 중 전자 간호 기록은 1) 사전에 저

장된 템플릿을 이용한 데이터 입력, 2) 문서의 스캔, 3) 직접 작성한 텍스트 

항목, 4)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삽입된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나뉘며, 사전에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한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검색과 집계, 분석이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Moorhead et al., 2018). 다만 이런 구조화된 서식으로 

인해 기록이 습관적이고 단조로우며, 간호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으며(강영미 외, 2008), 간호사 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간호 기록 수행

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기록의 수준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

을 가진다(강행선과 송효정, 2018).

수기 작성과 전자 간호 기록 두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

지만(성영희 외, 2006; Akhu‐Zaheya et al., 2018),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전자 간호 기록의 사용이 확산되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흔하게 이

용되고 있으며 더 발전된 ENR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조인숙 외, 2015). 

각 병원마다 사용하는 간호 기록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간호 기록을 

활용한 연구들은 표준화된 언어 체계를 근거로 분석된다. NANDA(the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에서는 간호사가 사정하는 데 필요

한 중요한 정보, 진단 및 임상 추론과의 연관성 등을 제공하는 간호 진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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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발표하였고, Iowa 대학 연구팀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NIC(Nursing 

Intervention Classifiaction)와 NOC(Nursing Outcome Classification)을 개

발하여 진단-중재-결과에 이르는 간호 과정을 표준화한 바 있다(Moorhead et 

al., 2018). 한편 국내에서는 김명자(2010)가 NANDA 진단 목록과 NIC, NOC 용

어 체계를 사용하여 군병원 정형외과 환자의 간호 기록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간호 기록에 사용된 진술문이 NANDA, NIC, NOC 용어 체계를 사용

하여 간호 진단-과정-결과의 연계망을 형성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연구로는 강영미 외(2008)가 중환자실의 간호 초점을 분석하

여 간호 기록을 표준화하는 연구에서 NANDA 진단을 근거로 분석한 연구가 1편 

있었고, Lee & Brenda (2007)가 암 간호 정보체계개발을 위하여 NANDA 간호 

진단 목록을 토대로 한국 6대 암 환자의 핵심간호 진단을 파악한 연구가 있었

다.

한편, 세계간호사협의회에서 개발한 ICNP(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는, 간호 실무를 기술하는 간호 용어 분류 체계로서 간

호 현상, 간호 활동, 간호 결과의 분류 체계를 가진다. 국내에서는 류동희와 

박현애(2002)가 처음 ICNP를 이용하여 간호 기록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이후 조인숙과 박현애(2002)에 의해 ICNP를 기반으로 한 간호 기록이 효

과적인 서술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군 병원에서는 ICNP를 

바탕으로 전자간호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보고하였으며(박임희 

외, 2012; 정유미 외, 2012), 정형외과 환자들의 간호 기록 분석과(류선희 

외, 2004)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간호 기록 분석에 활용된 바 있다(공정희 외, 

2018). 이미순과 이병숙(2004)의 연구에선 고유 서술문과 NANDA 진단 목록, 

NIC, NOC 및 ICNP의 교차검증을 통해 암환자의 간호기록 분석을 진행하였는

데, NANDA 진단 목록, NIC, NOC, ICNP 등의 용어 체계가 간호 기록 및 간호정

보시스템 구축의 표준화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간호 기록을 활용한 연구들을 업무 영역별로 살펴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응급실 환자들의 간호 기록 분석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최귀윤 외(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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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흉통 간호 기록지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간호 기록의 분석을 통해 통

증에 대한 간호 중재를 분석하였고, 이효기와 김종임(2019)은 응급실 내원 환

자 중 복부 통증을 가진 노인 환자의 간호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통증 

관리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나선경 외(2017)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발

열 증상을 가진 성인 환자의 간호 기록을 분석하여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을 

조사하고, 발열과 관련된 증상 클러스터를 분류하였다. 한편, 백승연 외

(2019)는 간호 기록을 바탕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 수준에 대해 분

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송경자(2007)가 간호 기록을 

바탕으로 내과 중환자실의 간호 업무를 조사한 연구가 있으며, 임영숙과 이여

진(2012)는 내과 및 외과계 중환자실의 간호 기록을 분석하여 중환자실에서의 

통증 관리 간호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간호 기록은 간호 업무 현황을 유추하거나, 특정 진단에 대한 간호가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임종 간호 기록과 관련된 연구로는 조현과 임희영(2017)이 요양병

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직종별 행위를 분석하여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간호사는 주로 흡인 간호와 산소 공급, 환자 상태 관찰, 투약 

간호, 위장관 영양 등의 간호 활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최정자와 김수현

(2021)의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임종 간호 행위 목록을 기준으로 만

성 심폐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의 간호 기록을 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 전후에 

제공된 임종 간호 행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경구진통제 투약, 통증 관리를 

위한 냉온요법과 마사지요법, 구강건조 및 통증 사정,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 배양 검사, 수액 요법 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영적 간호 영

역이 가장 미흡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에서도 전자 간호 기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taples et al. (2017)은 수혈 시 활력징후를 추적 관찰하여 부작용을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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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수혈 프로세스와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그들은 간호 기록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세스가 수혈 부작용에 대

해 개선된 조기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Asmirajanti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간호 기록을 바탕으로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수

행된 간호 활동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 활동을 선별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고, 간호 과정 

시 간호 진단 전에 신체적 사정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간호 과정의 적절

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 향

상 측면에 있어서 전자 간호 기록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기록의 오류를 감소시

키며, 낙상 및 감염을 감소시키는 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 또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McCarthy et al., 2019).

이처럼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간호 기록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환자실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들의 간호 기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중환자실 임종 간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간호 기록을 바탕으로 간호 

활동 현황을 살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환자실 임종 간호 개선을 위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임종 환자의 예측

환자의 예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의학

의 본질적인 한계이지만(문재영과 신용섭, 2013), 중환자실 환자의 건강 결과

를 예측하는 것은 치료에 대한 목표를 제공하고 퇴실의 기준을 제공하여 중환

자실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된다(성지숙과 소희영, 2015). 특히 임

종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료의 득실을 따져 불필요한 중재를 

피함으로써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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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임종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황인철 외, 2011).

Lichter & Hunt (1990)에 의하면 임종에 임박한 말기 환자들의 대다수가 

임종 전 48시간 동안 다발성 장기 부전(Multi-organ failure)과 관련된 대사 

장애로 인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의 악화가 생긴다고 한다. 심윤

수 외(2007)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종 전 48시간 동안의 임상 증상을 

분석하였는데, 그 증상으로는 의식 혼탁과 통증, 발열, 호흡 곤란 등이 있었

으며 이 중 의식 혼탁이 임종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임상 지표라고 보고하

였다. 유사한 연구로 말기 암 환자의 임종 전 증상 및 징후의 변화를 임종 30

일 전부터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고수진 외(2008)의 연구가 있는데, 해당 연

구에서도 임종 1~2일 전 진정, 혼수, 눈을 뒤로 젖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밖에도 호흡곤란, 청색증, 호흡이상, 가래 끓는 

소리 등의 호흡기적 문제와 수축기 혈압의 감소 등이 발생하면 임종이 임박하

였음을 예상하여 임종 돌봄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황인철 외(2011)는 이

런 증상과 징후들이 가지는 예측도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는데, 안정 시 호

흡곤란, 의식혼탁/섬망의 증상과 산소 포화도의 감소, 혈압의 감소 등의 징후

가 임박한 임종을 예측하는 가장 유용한 임상 지표라고 보고하였다.

중환자실의 경우, 중증도 평가 시스템과 사망 예측 평가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중환자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그 중, Lemeshow et al. 

(1993)이 개발하고 수정한 Mortality Probability Models(MPM II)은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중증도 평가 모델로 1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국내에서도 중환자실 환자의 임종을 예측할 수 있는 타당한 수단으로 

검증된 바 있다(안성태 외, 2001). MPM II의 경우 입실 시점(MPM II0)이 지나

면, 입실 24시간(MPM II24), 48시간(MPM II48), 72시간(MPM II72)의 시점에서 

MPM II를 평가하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자의 상태 변화가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Lemeshow et al., 1993), 신경계 중환자를 대상으

로 한 타당도 검증 연구에서 MPM II72가 가장 판별력과 정분류율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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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김희정과 김경희, 2011).

그러나 MPM II의 경우, 초기 진단명을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유사한 작은 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타당성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안성태 외, 2001). 반면,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APACHE II)의 경우 심각한 장기 손상 혹은 면역 저하와 관련된 

환자의 진단을 포함하여 체온, 평균 동맥압(MAP), 심박수, 호흡수, 산소화 정

도, 혈중 전해질 농도(K, Na, Creatinine)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환자실 환자의 중증도와 결과를 예측하는 일반적으로 도구로써 MPM보다 더 

높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보고되기도 한다(Rowan et al., 1994). 그러나 

Bahtouee et al. (2019)의 연구에 의하면 APACE II 점수가 ICU의 사망률을 예

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하나의 주요 

진단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임종을 예측하는 데에는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된다.

그 외에 중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사망률을 예측하는 지표로 Le Gall 

et al. (1993)이 개발하고 수정한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SAPS 

Ⅱ)가 있다. 총 17가지의 생리적 변수 및 기존 질환 변수로 구성된 SAPS Ⅱ는 

입실 24시간 내의 가장 나쁜 수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점수 

체계로, APACHE Ⅱ, MPM Ⅱ와 더불어 중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

용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상 환자, 혈액종양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

에서 기타 지표보다 더 우수한 예측율을 보인다고 보고된다(박성훈 외, 2009; 

조광원 외, 2002).

한편, 성지숙과 소희영 (2015)은 동반상병에 초점을 두어 중증도를 평가

하는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와 Knaua et al.(1991)이 기존의 

APACHE Ⅱ를 보완한 APACHE Ⅲ의 건강결과 예측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CCI는 동반질환에 따라 점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침습적 절차를 통한 

검사결과가 필요한 APACH Ⅲ에 비해 간호사가 쉽게 사용한 수 있는 도구이지

만, 동반상병이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 유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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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의사의 처방과는 독립적으로, 간호 활동 수요,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통한 간호사 고유의 중환자 중증도 평가 도구(Critical Patient Severity 

Classification System, CPSCS)가 있는데, CPSCS가 높은 환자들이 CPSCS가 낮

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되어, CPSCS가 중환자실 환자

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Choi & Lee, 

2016). 해당 연구에 의하면, 질병의 중증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영양 공급, 

활력 징후 점검 등 기본적인 간호 중재로 인해 CPSCS 점수가 높아질 수 있어 

CPSCS 점수가 낮은 환자의 경우 사망률을 예측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는 한

계점을 가지지만,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가 아니기에 그 활용성

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 활동 수요,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의 지표들이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근거로써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ollins et al. (2013)는 도심의 대규모 의료 센터에서 15개월 동

안 전자 간호 기록을 분석하여 환자의 임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활력 징후

에 대한 간호 기록이 증가하는 패턴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패턴이 환자의 사

망률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간호 기록 분석을 통해 임종

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측면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MPM, APACHE, SAPS 등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의학적 지표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완과 검증을 거쳐 발전해 나가고 있지

만, 간호학적 지표에 대한 개발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

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측면의 지표를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

여 임종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임종 시 주체적인 간

호 활동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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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전자 

간호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 간호 활동의 현

황 및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임종하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의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자 의무기록으로,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

자실(MICU, SICU, CAICU, CCU, HICU, NCU)에서 임종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

자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2일 전, 임종 당일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당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해당 법령에 대해 교

육을 받았으며, 매년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자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환자

실 입실 72시간 내에 사망한 환자와 완화 의료를 위해 전실, 전원한 환자, 뇌

사 장기 기증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중환자실 입실일과 임종 당일 중환자실 

재원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276명의 간호 기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igure 1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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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대상자 선정 과정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과제 번호: 

4-2021-1150), 연세의료원 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DRB)의 승인을 거쳐(승인 번

호: 2021-3-00171) 세브란스 병원 빅데이터팀에서 익명화된 전자의무기록을 

제공받아 진행되었다.

동시간대의 동일한 간호 활동 기록은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임종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 활동 별 빈도 분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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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 후 기록 빈도 수가 상위 10% 이내의 간호 활동을 다빈도 간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Free text로 저장된 간호 기록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

았으며, 해당일의 간호 활동 수를 시점(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 별로 비교하여 간호 요구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간호 기록은 24시간을 기준으로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를 하루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환자별로 중환자실 입실일의 입실 시간과 

임종 당일의 임종 시간이 달라 간호 활동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간호 요

구도를 나타내는 간호 활동 수는 중환자실 재원 시간에 비례한 시간당 간호 

활동 수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재원 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24

시간 단위로 나누었다. 가령 16시 30분에 입실한 환자의 경우 재원 시간이 7

시간 30분으로, 이를 반올림하여 재원 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하여 중환자실 

입실일의 간호 활동 수를 8로 나누어 시간당 간호 활동 수를 산출하였고, 9시 

37분에 입실한 환자의 경우 재원 시간을 14시간으로 간주하여 중환자실 입실

일의 간호 활동 수를 14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3시 11분에 임종한 환자의 경

우 재원 시간을 3시간으로 간주하여 임종 당일의 간호 활동 수를 3으로 나누

어 간호 활동 수를 산출하였고, 13시 42분에 임종한 환자의 경우 재원 시간을 

14시간으로 보고 임종 당일의 간호 활동 수를 14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임종 다음날 퇴원하여 익일의 간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임종 익일의 간호 

기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중환자실 재원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임종 전 2일의 간호 활동 수는 24로 나누어 시간당 간호 활

동 수를 산출하였다.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 및 진단명에 따른 임종 전 2일과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및 간호 요구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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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6과 SPSS 26.0 ve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②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시점(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2일 전, 임

종 당일)에 따른 전자 간호 기록의 다빈도 간호 활동 항목에 대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

하고, 교차 분석(Pearson's Chi-square 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분석

하였다.

③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시점(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2일 전, 임

종 당일)에 따른 간호 요구도에 대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고,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를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후 

Bonferroni로 유의수준을 수정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했다.

⑤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진단명,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

단 결정 여부)에 따른 임종 전 2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에 대

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 교차 분석(Pearson's Chi-square 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⑥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진단명,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

단 결정 여부)에 따른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에 대하

여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고, 교차 분석(Pearson's Chi-square 검정)을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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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진단명,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

단 결정 여부)에 따른 시점별 간호 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무 기록 자료를 이용한 이차 자료 분석 연

구로, 해당 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

며,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원시자료의 활용, 보관 및 폐기에 있어 의료원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컴퓨터 파일 또한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진 이외의 타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이후 모두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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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구 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임종

한 만 18세 이상 환자 452명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팀으로부터 제공았다. 이후 

본 연구의 대상자 제외 기준에 따라 총 276명의 환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65.03±13.49세로 60세 이상 79세 이하의 

환자가 55.8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자 

환자는 59.06%, 여자 환자는 40.94%였고, 진료과별로 살펴보았을 때 외과 환

자(87명, 31.52%)에 비해 내과 환자(189명, 68.48%)의 비율이 높았다. MICU에

서 임종한 환자가 37.68%로 가장 많았으며, HICU에서 사망한 환자는 4.71%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의 재원 시 주 진단명을 살펴보았을 때, Pneumonia(폐렴)

이 가장 많았으며(34명, 11.22%), 동반 상병 수는 평균 10.42±5.47개로 5~9

개의 동반 상병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44.20%). 대상자들 중 임

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경우는 45.65%로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

지 않은 환자가 더 많았다(54.35%).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Table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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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or 

Mean±SD

나이 65.03±13.49

<40 14 (5.07)

40-49 16 (5.80)

50-59 54 (19.57)

60-69 78 (28.26)

70-79 76 (27.54)

≥80 38 (13.77)

성별

남자 163 (59.06)

여자 113 (40.94)

진료과

내과계 189 (68.48)

외과계 87 (31.52)

진단명a

Pneumonia(폐렴) 34 (11.22)

Lung  cancer(폐암) 17 (5.61)

Intracerebral  hemorrhage(뇌내출혈) 10 (3.30)

Heart  failure(심부전) 10 (3.30)

Septic  shock(패혈성쇼크) 8 (2.64)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특발성 폐 섬유증) 6 (1.98)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T elevation(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5 (1.65)

Esophageal  cancer(식도암) 5 (1.65)

Acute  respiratory failure(급성 호흡부전) 5 (1.65)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5 (1.65)

Liver  cirrhosis(간경변증) 5 (1.65)

Others 193 (63.70)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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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상병 수 10.42±5.47

<5 22 (7.97)

5-9 122 (44.20)

10-14 82 (29.71)

15-19 32 (11.59)

20-24 12 (4.35)

25-29 1 (0.36)

≥30 5 (1.81)

병동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104 (37.68)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17 (6.16)

CAICU(CAncer Intensive Care Unit) 60 (21.74)

CCU(Coronary Care Unit) 42 (15.22)

HICU(Heart Intensive Care Unit) 13 (4.71)

NCU(Neurological Care Unit) 40 (14.49)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

결정 126 (45.65)

미결정 150 (54.35)

  a.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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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시점에 따른 전자 간호 기록의 간

호 활동 현황, 다빈도 간호 활동 및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

대상자 274명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중환자실 재

원 시간 동안의 간호 활동은 총 91,773건으로 중환자실 입실일의 간호 활동이 

28,738건, 임종 전 2일의 간호 활동은 39,605건, 임종 당일의 간호 활동이 

23,430건이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함’이 전체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4,350건, 6.91%), ‘약물을 투여함’(3,796건, 6.03%), ‘활력 징

후를 측정함(수혈)’(2,449건, 3.89%),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

태를 확인함’(2,418건, 3.84%), ‘주입 상태를 관찰함’(2,412건, 3.83%) 등

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 이와 같은 시점 별 전체 간호 활동 현황

은 Appendix 3와 같다.

해당 기간 동안 기록된 간호 활동의 종류는 323가지로, 각 시점 별로 기

록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의 활동들을 다빈도 간호 활동으로 선정하여 

Appendix 4에 제시하였고, 이를 하나로 취합하여 중복되는 간호 활동 항목을 

제외한 총 42가지의 다빈도 간호 활동 목록을 구성하였다. 다빈도 간호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주입 

상태 관찰함’, ‘통증을 사정함’ 등의 관찰/사정과 관련된 활동이 23건 있

었고, ‘활력 징후를 측정함’, ‘약물을 투여함’, ‘활력 징후를 측정함(수

혈)’ 등의 직접 간호 활동이 16건, ‘사망 선언함’, ‘퇴원 함’ 등의 기타 

활동이 2건, ‘질병에 대해 설명함’ 등의 교육 활동이 1건 있었다. 중환자실 

입실일의 경우 전체 간호 활동 중 다빈도 간호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64.85%로 가장 낮았고, 임종 전 2일의 경우 전체 간호 활동 중 다빈도 간호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1%로 가장 높았다.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

동 비율은 69.62%였다. 다빈도 간호 활동의 빈도 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시행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점에 따라 다빈도 간호 활동의 빈도 

수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p<0.001). 시점 별 전체 간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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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비 다빈도 간호 활동 수의 비율 변화는 Figure 2에, 시점 별 다빈도 간

호 활동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시점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환자실 입실일의 경우 임종 전 2일에 비해 

‘약물을 투여함’(1,257건, 6.74%)과 ‘활력 징후를 측정함’(1,250건, 

6.71%) 간호 활동이 높았으나, 임종 당일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간호 

활동 중 ‘통증을 사정함’(950건, 5.10%)은 중환자실 입실일에 가장 많이 이

루어졌고, 임종 당일에는 그 활동 수가 중환자실 입실일과 임종 전 2일에 비

해 감소하였다. 그 외 다른 시점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한 활동으로는 

‘주입 상태를 관찰함’(792건, 4.25%), ‘환경을 조절함’(586건, 3.14%),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583건, 3.13%),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

함’(534건, 2.87%), ‘의식 상태를 확인함’(533건, 2.86%) 등이 있었다. 반

면,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558건, 2.99%), ‘자

세를 변경함’(453건, 2.43%),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359건, 1.93%) 

등의 간호 활동은 다른 시점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종 전 2일의 경우 다른 시점에 비해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1,226건, 4,37%),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1,226건, 

4.37%)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세를 변경함’(954건, 3.40%),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950건, 3.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

터함’(727건, 2.59%)과 ‘인공 기도를 모니터함’(791건, 2.82%), ‘기도를 

흡인함’(580건, 2.07%), ‘섬망을 모니터링함’(495건, 1.77%) 활동이 다른 

시점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활동 

외에도 ‘수혈 시작함’(538건, 1.92%), ‘수혈 종료함’(478건, 1.70%),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469건, 1.67%) 등의 수혈과 관련된 활동들이 다른 

시점에 비해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 상태를 확인함’(788건, 

2.81%), ‘질병에 대해 설명함’(467건, 1.67%) 등의 항목은 다른 시점에 비

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임종 당일의 경우 ‘활력 징후를 측정함’(1,453건, 8.91%), ‘약물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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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시점 별 전체 간호 활동 수 대비 다빈도 간호 활동 수의 비

율 변화

여함’(1,218건, 7.47%), ‘EKG Rhythm를 모니터함’(901건, 5.52%) 등이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 활동이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함’(599건, 

3.67%),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580건, 3.56%), ‘가슴 압박 지속중

임’(472건, 2.89%) 등의 활동 또한 다른 시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반면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471건, 2.89%),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426건, 2.61%), ‘자세를 변경함’(414건, 2.54%) 

등 임종 전 2일에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간호 활동 항목들이 임종 당일에는 비

율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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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중환자실 입실일

n (%)

임종 전 2일

n (%)

임종 당일

n (%)
합계

χ²

(p-value)

활력 징후를 측정함 1,250 (6.71) 1,647 (5.87) 1,453 (8.91) 4,350 (6.91)

6512.144

(0.000)***

약물을 투여함 1,257 (6.74) 1,321 (4.71) 1,218 (7.47) 3,796 (6.03)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558 (2.99) 1,226 (4.37) 665 (4.08) 2,449 (3.89)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721 (3.87) 1,226 (4.37) 471 (2.89) 2,418 (3.84)

주입 상태 관찰함 792 (4.25) 1,179 (4.20) 441 (2.70) 2,412 (3.83)

통증을 사정함 950 (5.10) 931 (3.32) 346 (2.12) 2,227 (3.54)

환자 상태 확인함 677 (3.63) 788 (2.81) 599 (3.67) 2,064 (3.28)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576 (3.09) 877 (3.13) 580 (3.56) 2,033 (3.23)

EKG Rhythm를  모니터함 473 (2.54) 633 (2.26) 901 (5.52) 2,007 (3.19)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550 (2.95) 950 (3.39) 426 (2.61) 1,926 (3.06)

자세를 변경함 453 (2.43) 954 (3.40) 414 (2.54) 1,821 (2.89)

삽입 부위를 관찰함 531 (2.85) 924 (3.29) 359 (2.20) 1,814 (2.88)

환경을 조절함 586 (3.14) 755 (2.69) 303 (1.86) 1,644 (2.61)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507 (2.72) 629 (2.24) 447 (2.74) 1,583 (2.51)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534 (2.87) 737 (2.63) 279 (1.71) 1,550 (2.46)

Table 2. 대상자의 시점에 따른 다빈도 간호 활동 차이                                                                  (N=6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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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411 (2.21) 759 (2.71) 334 (2.05) 1,504 (2.39)

의식 상태를 확인함 533 (2.86) 680 (2.42) 288 (1.77) 1,501 (2.38)

인공 기도를 모니터함 294 (1.58) 791 (2.82) 389 (2.38) 1,474 (2.34)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515 (2.76) 672 (2.40) 256 (1.57) 1,443 (2.29)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359 (1.93) 663 (2.36) 399 (2.45) 1,421 (2.26)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583 (3.13) 676 (2.41) 128 (0.78) 1,387 (2.20)

동공을 모니터함 456 (2.45) 629 (2.24) 293 (1.80) 1,378 (2.19)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476 (2.55) 631 (2.25) 263 (1.61) 1,370 (2.17)

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함 458 (2.46) 615 (2.19) 240 (1.47) 1,313 (2.08)

움직임을 모니터함 436 (2.34) 587 (2.09) 236 (1.45) 1,259 (2.00)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194 (1.04) 727 (2.59) 320 (1.96) 1,241 (1.97)

질병에 대해 설명함 330 (1.77) 467 (1.67) 373 (2.29) 1,170 (1.86)

구강 간호를 시행함 176 (0.94) 660 (2.35) 322 (1.97) 1,158 (1.84)

기도를 흡인함 306 (1.64) 580 (2.07) 244 (1.50) 1,130 (1.79)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412 (2.21) 508 (1.81) 208 (1.28) 1,128 (1.79)

Ventilator setting을  변경함 451 (2.42) 399 (1.42) 245 (1.50) 1,095 (1.74)

수혈 시작함 241 (1.29) 538 (1.92) 292 (1.79) 1,07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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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325 (1.74) 488 (1.74) 134 (0.82) 947 (1.50)

수혈 종료함 191 (1.02) 478 (1.70) 271 (1.66) 940 (1.49)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 216 (1.16) 469 (1.67) 253 (1.55) 938 (1.49)

섬망을 모니터링함 131 (0.70) 495 (1.77) 219 (1.34) 845 (1.34)

정맥주사 부위를 관찰함 364 (1.95) 352 (1.26) 125 (0.77) 841 (1.34)

투여 중인 약물을 확인함 321 (1.72) 356 (1.27) 129 (0.79) 806 (1.28)

Catheter를 제거함 27 (0.14) 43 (0.15) 443 (2.72) 513 (0.81)

가슴 압박 지속중임 16 (0.09) 5 (0.02) 472 (2.89) 493 (0.78)

사망 선언함 0 (0.00) 0 (0.00) 274 (1.68) 274 (0.43)

퇴원 함 0 (0.00) 0 (0.00) 260 (1.59) 260 (0.41)

합계 18,637 (29.59) 28,045 (44.52) 16,312 (25.89) 62,994 (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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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시점에 따른 간호 요구도와 차이

대상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일의 중환자실 재원 시간은 평균 9.88±6.00 시

간이었으며, 임종 당일 대상자들의 중환자실 재원 시간은 평균 12.79±6.41 

시간이었다. 재원 시간에 비례한 간호 활동 수로 간호 요구도를 산출하였을 

때, 중환자실 입실일의 간호 요구도는 평균 12.86±6.22로 가장 높았고, 임종 

전 2일의 간호 요구도의 평균이 5.98±2.08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들의 중환

자실 재원 시간 및 시점 별 간호 요구도는 Table 3과 같으며, 각 시점별 간호 

요구도의 평균의 변화는 Figure 3와 같다.

대상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간호 요구도를 

비교하기 위해 로그 변환을 통해 데이터를 조정 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형성 검정을 위배하여(W=0.88, χ²(2)=35.46, p<0.001) 

Greenhouse-Geisser ε을 확인한 결과 0.89로 Huynh-Feldt(0.9)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세 시점 간 간호 요구도 차이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9, 493.45)=264.57, p<0.001). 시점 별로 나누어 

간호 요구도를 대응 비교하여 사후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중환자실 입실일과 

임종 전 2일의 간호 요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임종 

전 2일과 임종 당일의 간호 요구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며(p<0.01), 

중환자실 입실일과 임종 당일의 간호 요구도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p<0.001). 대상자의 시점에 따른 간호 요구도의 차이는 Table 4에, 

시점 별 간호 요구도 비교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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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ean±SD p-valuec

간호 요구도b

중환자실 입실일 1.06±0.01
0.000***

임종 전 2일 0.75±0.01

임종 전 2일 0.75±0.01
0.001**

임종 당일 0.08±0.01

중환자실 입실일 1.06±0.01
0.000***

임종 당일 0.08±0.01

Table 5. 시점 별 간호 요구도의 차이 사후 검정                           (N=276)

Variables SS df MS F p η2

간호 요구도b 15.36 1.79 8.56 264.57 0.000*** 0.49

오차 15.96 493.45 0.32

Table 4. 대상자의 시점에 따른 간호 요구도의 차이                        (N=276)

Variables
중환자실 재원 시간 간호 요구도

Mean±SD Mean±SD

중환자실 입실일 9.88±6.00 12.86±6.22

임종 전 2일 24±0.00 5.98±2.08

임종 당일 12.79±6.41 7.19±4.74

Table 3. 대상자의 중환자실 재원 시간 및 시점별 간호 요구도              (N=276)

 b. Log 변환 값

 ***p<0.001

 b. Log 변환 값

 c. Bonferroni 수정을 통해 수정된 p-valu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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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시점별 간호 요구도의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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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전 2 일의 다빈

도 간호 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전 2일의 간호 활동의 차이는 Appendix 5와 

같다. 진료과의 차이에 따라 간호 활동의 비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되었고(p<0.001),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임종 전 2

일의 간호 활동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p=0.415). 진료과 

별로 간호 활동 비율이 높았던 상위 15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Table 6에 제시

하였다.

내과계 환자들의 경우 ‘활력 징후를 측정함’(1,052건, 5.86%), ‘약물

을 투여함’(856건, 4.82%),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

함’(813건, 4.53%), ‘자세를 변경함’(693건, 3.86%), ‘피부 상태를 모니

터함’(677건, 3.77%) 등의 간호 활동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활력 징후를 측

정함(수혈)’(833건, 4.64%), ‘수혈을 시작함’(368건, 2.05%), ‘수혈 종료

함’(309건, 1.72%),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312건, 1.74%) 등의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들이 외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반면,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활력 징후를 측정함’(585건, 5.81%), 

‘삽입 부위를 관찰함’(463건, 4.58%),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385

건, 3.81%), ‘인공기도를 모니터함’(298건, 2.95%) 등의 간호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의식 상태를 확인함’(384건, 3.80%),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350건, 3.46%), ‘동공을 모니터함’(360건, 

3.56%),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254건, 2.51%) 등 환자의 의식 상태와 

관련된 간호 활동 비율이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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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n (%)

내과계

활력 징후를 측정함 1,052 (5.86)

약물을 투여함 865 (4.82)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833 (4.64)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813 (4.53)

주입 상태 관찰함 752 (4.19)

자세를 변경함 693 (3.86)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677 (3.77)

통증을 사정함 658 (3.67)

환자 상태 확인함 579 (3.23)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534 (2.98)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523 (2.92)

환경을 조절함 499 (2.78)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493 (2.75)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493 (2.75)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492 (2.74)

외과계

활력 징후를 측정함 585 (5.81)

삽입 부위를 관찰함 463 (4.60)

약물을 투여함 456 (4.53)

주입 상태 관찰함 427 (4.24)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413 (4.10)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393 (3.90)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385 (3.82)

의식 상태를 확인함 384 (3.81)

동공을 모니터함 360 (3.57)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347 (3.44)

움직임을 모니터함 305 (3.03)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298 (2.96)

통증을 사정함 273 (2.71)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270 (2.68)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264 (2.62)

Table 6. 임종 전 2일 진료과 별 간호 활동 비율이 높았던 다빈도 간호 활동 항목(상

위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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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는 Appendix 

6에 제시하였다. 진료과의 차이에 따라 수행되는 간호 활동의 비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p<0.001),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임종 당일의 간호 활동의 비율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p<0.001). 진료과 별로 간호 활동 비율이 높았던 상위 15개 항목들에 대해서

는 Table 7에, 임종 전 2일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라 간호 활동 비율이 

더 높았던 상위 15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내과계 환자들의 경우 ‘활력 징후를 측정함’(952건, 9.38%), ‘약물을 

투여함’(828건, 8.16%), ‘EKG Rhythm를 모니터함’(577건, 5.68%), ‘가슴 

압박 지속중임’(305건, 3.00%),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323건, 3.18%) 

등의 간호 활동 비율이 높게 수행되었다. 또한 ‘활력 징후를 측정함(수

혈)’(441건, 4.34%), ‘수혈을 시작함’(191건, 1.88%), ‘수혈 종료

함’(173건, 1.70%),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160건, 1.58%) 등의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들의 비율이 외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았다.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활력 징후를 측정함’(501건, 8.13%), ‘약물을 

투여함’(390건, 6.33%),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247건, 4.01%),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194건, 3.15%), ‘검체 검

사 결과를 확인함’(163건, 2.65%) 등의 간호 활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또한 ‘동공을 모니터함’(179건, 2.90%),‘의식 상태를 확인함’(169건, 

2.74%),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154건, 2.50%) 등 환자의 의식 

상태와 관련된 간호 활동이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의 경우 ‘활력 징후를 측정

함’(538건, 9.55%), ‘환자 상태를 확인함’(271건, 4.81%), ‘Catheter 삽

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182건, 3.23%) 등의 간호 활동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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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질병에 대해 설명함’(155건, 2.75%), ‘통증을 사정함’(144건, 

2.56%)의 간호 활동 또한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

에 비해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한편,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약물

을 투여함’(1,026건, 9.61%) 간호 활동이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

정된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EKG Rhythm를 모니터함’(649건, 

6.08%), ‘가슴 압박 지속중임’(472건, 4.42%) 등의 간호 활동의 비율이 높

았다. ‘활력 징후를 측정함(수혈)’(498건, 4.66%), ‘수혈을 시작함’(233

건, 2.09%), ‘수혈 종료함’(209건, 1.96%),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187

건, 1.75%) 등의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들의 비율 또한 임종 전 2일에 연명

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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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n (%)

내과계

활력 징후를 측정함 952 (9.38)

약물을 투여함 828 (8.16)

EKG Rhythm를 모니터함 577 (5.68)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441 (4.34)

환자 상태 확인함 392 (3.86)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333 (3.28)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323 (3.18)

가슴 압박 지속중임 305 (3.00)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291 (2.87)

자세를 변경함 290 (2.86)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277 (2.73)

Catheter를 제거함 271 (2.67)

주입 상태 관찰함 248 (2.44)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246 (2.42)

질병에 대해 설명함 240 (2.36)

외과계

활력 징후를 측정함 501 (8.13)

약물을 투여함 390 (6.33)

EKG Rhythm를 모니터함 324 (5.26)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247 (4.01)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224 (3.64)

환자 상태 확인함 207 (3.36)

삽입 부위를 관찰함 195 (3.16)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194 (3.15)

주입 상태 관찰함 193 (3.13)

동공을 모니터함 179 (2.90)

Catheter를 제거함 172 (2.79)

의식 상태를 확인함 169 (2.74)

가슴 압박 지속중임 167 (2.71)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163 (2.65)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154 (2.50)

Table 7. 임종 당일 진료과 별 간호 활동 비율이 높았던 다빈도 간호 활동 항목(상위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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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n (%)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활력 징후를 측정함 538 (9.55)

환자 상태 확인함 271 (4.81)

EKG Rhythm를 모니터함 252 (4.47)

자세를 변경함 196 (3.48)

약물을 투여함 192 (3.41)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190 (3.37)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186 (3.30)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182 (3.23)

Catheter를 제거함 176 (3.12)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172 (3.05)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167 (2.96)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164 (2.91)

주입 상태 관찰함 158 (2.80)

질병에 대해 설명함 155 (2.75)

구강 간호를 시행함 149 (2.64)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미결정

약물을 투여함 1026 (9.61)

활력 징후를 측정함 915 (8.57)

EKG Rhythm를 모니터함 649 (6.08)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498 (4.66)

가슴 압박 지속중임 472 (4.42)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394 (3.69)

환자 상태 확인함 328 (3.07)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289 (2.71)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283 (2.65)

주입 상태 관찰함 283 (2.65)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278 (2.60)

Catheter를 제거함 267 (2.50)

삽입 부위를 관찰함 249 (2.33)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236 (2.21)

수혈 시작함 223 (2.09)

Table 8. 임종 당일 임종 전 2일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라 간호 활동 비율이 

높았던 다빈도 간호 활동 항목(상위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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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요구도b

내과계

(N=189)

외과계

(N=87)
t

(P-value)
Mean±SD Mean±SD

중환자실 입실일 1.05±0.19 1.10±0.23 -1.74(0.09)

임종 전 2일 0.73±0.13 0.81±0.14 -5.04(0.000)***

임종 당일 0.77±0.20 0.87±0.21 -3.61(0.000)***

간호 요구도b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N=126)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미결정

(N=150)

t

(P-value)

Mean±SD Mean±SD

임종 전 2일 0.71±0.12 0.79±0.14 -4.88(0.000)***

임종 당일 0.70±0.16 0.88±0.21 -7.98(0.000)***

Table 9.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점 별 간호 요구도의 차이

6.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에 따른 시점 별 간호 요구도

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그 변환

으로 데이터 값을 조정하였다. 진료과에 따른 간호 요구도를 보았을 때, 중환

자실 입실일의 경우 내과계 환자들과 외과계 환자들의 간호 요구도에는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09). 반면,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경우 

외과계 환자들이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간호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여부에 따른 간호 요구도 또한 임종 전 

2일과 임종 당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p<0.001), 두 시점 모두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이 임종 전 2일에 연명의

료중단이 결정된 환자들에 비해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 환자의 특성에 따른 

시점별 간호 요구도의 차이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b. Log 변환 값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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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국내의 보고에 따르면 임종 1개월 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45,239명으로 이들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률은 낮은 반면 항암제 

투여율은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의 임종기 돌

봄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문재영과 신용섭, 2013). 이에 본 

연구는 환자의 상태 및 치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자 간호 기

록의 분석을 통해, 중환자실 임종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간호 활동 및 간호 요

구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시점에 따른 전자 간호 기록의 

간호 활동 현황, 다빈도 간호  활동 및 다빈도 간호 활동의 차이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세 시점에 걸쳐 가장 기록 

건수가 많았던 다빈도 간호 활동 항목의 경우,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사정 및 

관찰하고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보호자와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교육하는 ‘질병에 대해 설명함’간호 활동 항목이 

1건 있었다. 전체 간호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 방법을 선택함’, ‘교

육 수준을 사정함’, ‘교육에 대한 환자의 성취정도를 평가함’ 등을 비롯하

여 ‘검사/시술에 대해 설명함’, ‘낙상 예방에 대해 교육함’, ‘수면 증진

에 대해 교육함’,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함’, ‘학습 요구를 사정함’ 등 

교육 및 지도에 관한 간호 활동들이 31건 관찰되었으며, 이는 전체 간호 활동 

항목 중 약 9.60%로서 교육 및 지도와 관련된 간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불안의 징후에 대해 관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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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상태를 모니터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치료적 관계를 형

성함’ 등 환자의 정서적 상태를 사정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활동은 단 4

건만이 존재하였으며, 환자의 영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사정하고 간

호를 제공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임종에 이르

기까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이 신체적 영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을 짐작하게 한다. Saunders(2012)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요소로써 1) 인격체로서 존엄하게 존중 받는 것, 2) 통증 및 다른 

증상이 없는 것, 3) 친숙한 환경에 있는 것, 4)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

께 있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신체적 영역은 단지 한 가지의 요소이며 

환자가 ‘좋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영적, 사회적 영역에서 

지지와 간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실제 수행되는 임

종 간호 활동의 대다수가 신체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영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임종 간호 활동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전에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전자 간호 기록의 경우 기록이 단조로우며 간호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강영미 외, 2008), 이로 미루어 보아 전자 간호 기록의 

항목이 신체적 영역에 치우쳐 개발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

적, 영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임종 간호 활동의 교육과 함께, 시스템적인 문

제의 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시점별 다빈도 간호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임종 전 2일에는 다른 시점에 

다빈도 간호 활동의 비율이 높아 그 활동 내역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을 암시한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시점에 비해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주입 상태를 확인함’, ‘피부 상태를 모니터

함’, ‘자세를 변경함’, ‘삽입 부위를 관찰함’, ‘구강 간호를 시행함’ 

등의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중환자실 입실 이후 보존적 치료를 

제공 받던 환자들이 48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보다 결정되지 않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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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더 많으며, 임종 전 2일에 ‘질병에 대해 설명함’ 간호 활동 비율이 세 

시점 중 가장 낮아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

했다는 점 또한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이 예측하지 못함 임종을 맞이

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임종 전 2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에는 ‘활력 징후를 측정함(수

혈)’을 비롯하여 ‘수혈을 시작함’, ‘수혈 종료함’, ‘수혈 부작용을 관

찰함’ 등의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의 비율이 다른 시점에 비해 높았고, 이

는 임종 전 2일에 환자들에게 수혈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환자

실 입실일에 비해 임종 당일의 수혈과 관련된 활동의 비율들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의 비율이 중환자실 입실일에 비해 임종 

전 2일에 증가하였고 임종 당일까지 높게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혈이 중환자실의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결과 등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의 비율이 다른 시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임종 전 2일에 혈액 여과기를 적용한 환자들의 비율이 높

음을 짐작할 수 있어, 임종을 예측하는 지표로써 혈액 여과기 적용 및 BUN/Cr 

등의 항목과 관련한 연구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른 시점에 비해 임종 전 2일에 많이 수행된 또 다른 간호 활동 항목으로는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인공 기도를 모니터함’, ‘기도를 흡

인함’ 등이 있었다. 이는 임종 1~2일 전 호흡 곤란을 비롯한 호흡기적 문제

가 증가했었다는 고수진 외(2008)와 황인철 외(201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섬망을 모니터링함’ 항목 또한 세 시점 중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섬망의 증상이 임박한 임종을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보고한 황인철 외(20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의

식 상태를 확인함’, ‘동공을 모니터함’,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

함’,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등의 간호 활동 비율이 낮은 것은 신경학

적 증상이 증가하고, 의식의 혼탁이 있다는 앞선 두 연구와 궤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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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공호흡기 치료와 함께 진정 수면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중환자실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해석된다.

2.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시점에 따른 간호 요구도와 차이

중환자실 재원 시간에 비례한 간호 활동 수로 산출한 간호 요구도의 경우 

임종 전 2일에 그 요구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간호 활동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임종을 예측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활동 수요,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나타내는 간호학적 지표들이 중환자

실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한 Choi & Lee(201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써, 단순 간호 활동 수 뿐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수준을 포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통해 임종을 예측할 수 있는 간호학적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말기 환자들의 대다수가 

임종 전 48시간 동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고한 

사전의 연구와는 달리(Lichter & Hunt, 1990), 중환자실 환자들의 임종을 예

측하는 또 다른 시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더 다양한 시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종 전 2일의 간호 요구도가 임종 당일의 간호 요구도보다 낮다는 

것은 임종 전 2일에 임종을 준비하는 적절한 활동들이 미흡했을 것이라고 추

측된다. 웰다잉(Well-dying)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언급했던 임효남 외(2019)의 연구 결과를 상기해보

았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있어 임종의 준비는 임종 간호 수행의 질을 좌우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중환자실 환자들의 임종이 예측하기 어렵다

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지만(문재영과 신용섭, 2013), 임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그 추이를 관찰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개발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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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실에서 임종한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전 2일과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및 간호 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전 48시간의 다빈도 간호 활동을 살펴보았을 

때, 내과계 환자들은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의 비율이 외과계 환자들에 비

해 높았고, 외과계 환자들은 의식 상태와 관련된 간호 활동 비율이 내과계 환

자들에 비해 높았다. 외과계 환자들의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비율이 내과

계 환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인공 호흡기 치료를 적용하는 비율

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외과계 환자들의 진정 수면 수준이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낮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임종 전 2일의 외과계 

환자들의 간호 요구도가 내과계 환자들의 간호 요구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는 결과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간호 요구도가 높아

질 수준의 심각한 신경학적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패턴은 

임종 당일에도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며, 외과계 환자의 경우 심각한 신경학적 

변화가 임종을 예측하는 유의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여부에 따른 임종 전 48시간의 다빈도 

간호 활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임종 당일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관찰되었다.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의 경

우 ‘약물을 투여함’, ‘EKG Rhythm를 모니터함’, ‘가슴 압박 지속중임’ 

등의 심폐 소생과 관련된 간호 활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동과 더불어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비율이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임종 전 2일의 연명

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들의 경우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주입 상태를 확인함’, ‘피부 상

태를 모니터함’, ‘자세를 변경함’, ‘구강 간호를 시행함’ 등의 보존적 

치료의 비율이 높았다. ‘환자 상태를 확인함’, ‘통증을 사정함’ 등 환자

의 안위와 관련된 활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질병에 대해 설명함’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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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이 임종 당일에 생

명을 연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다가 임종하는 것에 비해, 임종 전 2

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들은 임종 당일 안위를 증진하는 보존적 치

료를 받으며 그들의 보호자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이 설명을 듣고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 요구도가 임종 전 2일, 임종 당

일 모두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임종 간호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간호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종 전 2

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었는지 만을 살펴보았다. 사전의 연명의료중단 결

정과 간호 업무 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더 명확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기에 따른 간호 활동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된 환자에 비해 그

렇지 않은 환자가 더 많아, 과반수이상의 환자들이 임종 당일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받기 위해 안위를 증진하는 간호 활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 받으며 

그들의 보호자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적어 그들이 낮은 품

질의 임종 간호를 제공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중환자실 환

자들의 임종 예측을 통해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야할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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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진다. 단일 기관의 중환자실에서 임

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기

관의 특성 상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고 생명을 연장하고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연명의료결정법 및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의 간호사의 교육 수준과 특성이 간호 활동 및 전자 간호 기록에 반영되

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더 다양한 수준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더 포

괄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사전에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한 데이터만 다루었으며, 

Free text로 작성된 간호 활동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이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머리를 감게 함’, ‘머리를 감아줌’등과 같

이 유사한 내용의 간호 기록이 각각의 간호 활동 항목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 간호 기록의 텍스트 분석(Text analyze)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점별로 간호 활동 및 간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대상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일부터 임종 전 2일까지의 기간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마다 임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임종 전 2일부터 임종까지의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에 한계

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자 간호 기록을 통해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

의 실제 간호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

적 지표를 찾기 위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간호 활동 수를 

바탕으로 한 간호 요구도는 임종 전 2일에 임종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었지만, 임종 전 2일을 기점으로 임종 당일까지 변화하는 간호 활동의 패

턴의 발견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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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의 전자 간호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임종 간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의 중환자실의 임종 간호와 관련된 연구

들은 임종 간호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거나, 임종 간호 수행의 측정을 바탕

으로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침습

적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사망률을 예측하는 의학적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 위

주로 진행되었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수행된 간호 활동의 종류와 빈도

를 분석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고, 임종 전 간호 활동과 간호 요구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지표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은 신체

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서적, 영적, 사회적 영역의 간호 활동이 부족

함을 알 수 있었다. 임종 2일 전 수혈과 관련된 활동들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고, 혈액 여과기 적용이 증가하였으며, 호흡 곤란과 관련된 활동들이 증가하

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또한 외과계 환자들의 경우 내과계 환자들에 비해 간

호 요구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심각한 신경학적 변화가 발견되는 패턴이 있었

다. 덧붙여 임종 전 2일에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자들이 높은 간

호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임종 간호를 제공 받고 있음이 유추되는 

근거들이 발견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전에 임종을 예측하고 적절한 시기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임종 전 

특정 간호 활동들의 변화에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임종

을 예측하는 간호학적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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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임종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밑

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언한다.

① 간호 실무 측면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

과, 간호 활동이 신체적 영역에만 치우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서

적, 영적, 사회적인 간호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임종 전 2일에서 

발견되었던 유의미한 간호 활동의 패턴들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임종 간호 수

행 목록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발들은 더 나아가 임종 간

호 수행 프로토콜로 활용 가능하며, 간호사들이 적절한 임종 간호 수행 후 이

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간호 기록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②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 간호 활동 수를 바탕으로 한 간호 요구도는 임종 전 2일에 

임종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었지만, 다른 시점에서의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 또는 간호 활동의 복합적인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연구를 

통해 임종을 예측할 수 있는 간호학적 근거를 발견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연구 결과, 유의미한 패턴을 보였던 수혈과 관련된 간호 활

동, 혈액 여과기 적용과 관련된 간호 활동, 호흡 곤란과 관련된 간호 활동, 

외과계 환자들의 의식 수준과 관련된 간호 활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

적 지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임종을 예측하는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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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표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시기

에 따른 임종 간호 활동 및 요구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전의 연

명의료중단 결정과 간호 업무 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간호 교육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임종 간호 시 정서적, 영적, 사회적 측면의 간호 활동이 

부족하며, 임종 전 수혈, 호흡곤란, 혈액 여과기의 적용, 신경학적 변화 등과 

관련된 간호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할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시행되어야 할 임종 간호 수행 교육 자료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화된 교육 자료가 개발된다면 이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뿐 아니라 간호 학생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사전의 교육을 통해 

새로 입사한 신규 간호사들이 임종 간호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임종 

간호 수행과 관련된 불안 및 어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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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

n (%) n (%) n (%)

ADL  수행능력을 평가함 0 (0.00) 0 (0.00) 2 (0.01)

Ambu bagging 시작함 1 (0.00) 1 (0.00) 41 (0.17)

Ambu bagging 시행함 37 (0.13) 8 (0.02) 3 (0.01)

Ambu bagging 유지중임 2 (0.01) 1 (0.00) 58 (0.25)

Ambu bagging 중지함 0 (0.00) 0 (0.00) 11 (0.05)

Antiembolic stocking 적용함 8 (0.03) 2 (0.01) 0 (0.00)

Aspiration sign을 모니터함 2 (0.01) 8 (0.02) 1 (0.00)

Aspiration을 예방함 1 (0.00) 0 (0.00) 0 (0.00)

Babinski 반응을 모니터 함 0 (0.00) 1 (0.00) 0 (0.00)

Bladder irrigation 시행함 12 (0.04) 19 (0.05) 1 (0.00)

Catheter 삽입 실패함 54 (0.19) 5 (0.01) 3 (0.01)

Catheter 삽입 여부를 확인함 133 (0.46) 3 (0.01) 10 (0.04)

Catheter를 삽입함 255 (0.89) 66 (0.17) 28 (0.12)

Catheter를 제거함 27 (0.09) 43 (0.11) 443 (1.89)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721 (2.51) 1226 (3.10) 471 (2.01)

Chemoport needle 삽입  실패함 2 (0.01) 0 (0.00) 0 (0.00)

Chemoport needle 삽입함 1 (0.00) 2 (0.01) 1 (0.00)

Chemoport needle 제거함 0 (0.00) 1 (0.00) 1 (0.00)

Chest tube 삽입함 2 (0.01) 1 (0.00) 2 (0.01)

Chest tube 상태 확인함 70 (0.24) 126 (0.32) 46 (0.20)

Chest tube 제거함 0 (0.00) 0 (0.00) 2 (0.01)

Compression therapy 적용여부를  확인함 7 (0.02) 30 (0.08) 9 (0.04)

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함 458 (1.59) 615 (1.55) 240 (1.02)

CSF의 특성을 관찰함 21 (0.07) 16 (0.04) 8 (0.03)

D/C Cardioversion을 시행함 3 (0.01) 0 (0.00) 5 (0.02)

Defibrillation을  시행함 4 (0.01) 9 (0.02) 42 (0.18)

Dressing 시행함 155 (0.54) 242 (0.61) 100 (0.43)

Dressing을  관찰함 5 (0.02) 0 (0.00) 0 (0.00)

EKG Rhythm를 모니터함 473 (1.65) 633 (1.60) 901 (3.85)

EKG를 찍음 2 (0.01) 1 (0.00) 2 (0.01)

Embolization 시행함 4 (0.01) 0 (0.00) 0 (0.00)

Extubation에 대해 설명함  0 (0.00) 2 (0.01) 5 (0.02)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476 (1.66) 631 (1.59) 263 (1.12)

Appendix 3.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전체 간호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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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p strength(악력)을 모니터함 1 (0.00) 0 (0.00) 0 (0.00)

Hemodynamic status monitoring  시작함 2 (0.01) 0 (0.00) 1 (0.00)

Hemodynamic status를 모니터함  22 (0.08) 9 (0.02) 9 (0.04)

IABP setting 함 4 (0.01) 0 (0.00) 0 (0.00)

IABP setting을 모니터 함 2 (0.01) 3 (0.01) 2 (0.01)

Intermittent urinary  catheterization 

시행함
1 (0.00) 4 (0.01) 0 (0.00)

Intubation 실패함 7 (0.02) 0 (0.00) 0 (0.00)

IV site care 시행함 57 (0.20) 33 (0.08) 9 (0.04)

Motor/sense/circulation 을  확인함 4 (0.01) 0 (0.00) 1 (0.00)

Needle 제거함 0 (0.00) 1 (0.00) 0 (0.00)

Paracentesis 시행함 0 (0.00) 2 (0.01) 0 (0.00)

Patient monitoring을 시작함 96 (0.33) 9 (0.02) 4 (0.02)

PCA 시작함 8 (0.03) 1 (0.00) 0 (0.00)

PCA 확인함 14 (0.05) 7 (0.02) 0 (0.00)

PCA에 대해 교육함 2 (0.01) 2 (0.01) 0 (0.00)

PCPS setting 변경함 36 (0.13) 45 (0.11) 31 (0.13)

PCPS 모니터함 34 (0.12) 97 (0.24) 65 (0.28)

PCPS 시작함 5 (0.02) 5 (0.01) 4 (0.02)

PCPS 종료함 0 (0.00) 1 (0.00) 6 (0.03)

Rectal exem을 시행함 1 (0.00) 1 (0.00) 0 (0.00)

Residual urine을 확인함 0 (0.00) 1 (0.00) 0 (0.00)

Rewarming 방법을 적용함 3 (0.01) 11 (0.03) 9 (0.04)

Rewarming 방법을 종료함 0 (0.00) 1 (0.00) 0 (0.00)

Sand bag 적용함 4 (0.01) 3 (0.01) 0 (0.00)

Seizure를 관찰함 10 (0.03) 0 (0.00) 1 (0.00)

Sheath 통해 약물을 투여함 2 (0.01) 0 (0.00) 4 (0.02)

Sign Out 시행함 7 (0.02) 1 (0.00) 2 (0.01)

Skin prep을 시행함 9 (0.03) 11 (0.03) 4 (0.02)

Stitch out 시행함 0 (0.00) 1 (0.00) 0 (0.00)

Suture 시행함 69 (0.24) 43 (0.11) 31 (0.13)

Time Out 시행함 63 (0.22) 37 (0.09) 12 (0.05)

TPN을 투여함 218 (0.76) 383 (0.97) 129 (0.55)

Tracheostomy care 시행함 18 (0.06) 248 (0.63) 116 (0.50)

Tremor를 모니터함 1 (0.00) 0 (0.00) 0 (0.00)

Tube feeding을 시행함 2 (0.01) 41 (0.10) 9 (0.04)

Urinary Catheterization에 대해  교육함 0 (0.00) 0 (0.00) 1 (0.00)

VAD (Ventricular Assist  Device) 

setting 변경함
0 (0.00) 2 (0.01) 0 (0.00)

VAD (Ventricular Assist  Device) 

모니터함
2 (0.01) 2 (0.01) 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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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 (Ventricular Assist  Device) 

시작함
0 (0.00) 0 (0.00) 1 (0.00)

Ventilator care 시작함 209 (0.73) 30 (0.08) 16 (0.07)

Ventilator care 종료함 4 (0.01) 6 (0.02) 230 (0.98)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411 (1.43) 759 (1.92) 334 (1.43)

Ventilator setting을  변경함 451 (1.57) 399 (1.01) 245 (1.05)

Ventilator weaning에 대해 교육함  0 (0.00) 1 (0.00) 0 (0.00)

Ventilator weaning을  시도함 2 (0.01) 3 (0.01) 1 (0.00)

Ventilator를 관리함 0 (0.00) 1 (0.00) 0 (0.00)

Vomiting 양상을 모니터함 4 (0.01) 3 (0.01) 2 (0.01)

가슴 압박 지속중임 16 (0.06) 5 (0.01) 472 (2.01)

가슴 압박을 시작함 9 (0.03) 6 (0.02) 83 (0.35)

가슴 압박을 중지함 9 (0.03) 6 (0.02) 68 (0.29)

감각의 차이를 느끼는지 모니터함 5 (0.02) 10 (0.03) 4 (0.02)

감염 관리에 대해 교육함 55 (0.19) 112 (0.28) 54 (0.23)

감염의 증상을 관찰함 43 (0.15) 9 (0.02) 2 (0.01)

검사 부위의 상태를 확인함 14 (0.05) 4 (0.01) 4 (0.02)

검사/시술에 대해 설명함 10 (0.03) 3 (0.01) 6 (0.03)

검사/시술을 시작함 12 (0.04) 9 (0.02) 5 (0.02)

검사/시술을 시행함 24 (0.08) 2 (0.01) 0 (0.00)

검사/시술을 종료함 18 (0.06) 13 (0.03) 4 (0.02)

검사/시술전 준비를 확인함 10 (0.03) 4 (0.01) 1 (0.00)

검사/시술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 4 (0.01) 2 (0.01) 0 (0.00)

검사/처치를 시행함 15 (0.05) 22 (0.06) 5 (0.02)

검사를 시행함 133 (0.46) 186 (0.47) 77 (0.33)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359 (1.25) 663 (1.67) 399 (1.70)

고체온의 증상을 모니터함 1 (0.00) 0 (0.00) 0 (0.00)

관장을 시행함 15 (0.05) 47 (0.12) 10 (0.04)

관절 움직임을 확인함 0 (0.00) 0 (0.00) 1 (0.00)

교육 방법을 선택함 15 (0.05) 28 (0.07) 18 (0.08)

교육 수준을 사정함 0 (0.00) 2 (0.01) 0 (0.00)

교육에 대한 환자의 성취정도를 평가함 17 (0.06) 24 (0.06) 18 (0.08)

구강 간호를 시행함 176 (0.61) 660 (1.67) 322 (1.37)

구강 상태를 사정함 3 (0.01) 5 (0.01) 1 (0.00)

구강 위생을 도와줌 5 (0.02) 62 (0.16) 33 (0.14)

구강 점막 상태를 사정함 60 (0.21) 296 (0.75) 160 (0.68)

구강 흡인을 시행함 1 (0.00) 0 (0.00) 1 (0.00)

국소 마취를 시행함 43 (0.15) 15 (0.04) 5 (0.02)

기도를 개방함 1 (0.00) 0 (0.00) 1 (0.00)

기도를 유지함 23 (0.08) 7 (0.02) 2 (0.01)

기도를 흡인함 306 (1.06) 580 (1.46) 24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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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반사를 모니터함 24 (0.08) 72 (0.18) 28 (0.12)

기침 양상을 사정함 70 (0.24) 62 (0.16) 17 (0.07)

낙상 발생을 확인함 0 (0.00) 1 (0.00) 0 (0.00)

낙상 예방에 대해 교육함 144 (0.50) 134 (0.34) 17 (0.07)

낙상의 위험 요인을 파악함 25 (0.09) 34 (0.09) 10 (0.04)

냉요법을 적용함 28 (0.10) 24 (0.06) 11 (0.05)

도뇨관 삽입 실패함 4 (0.01) 0 (0.00) 0 (0.00)

도뇨관 삽입 여부를 확인함 83 (0.29) 2 (0.01) 2 (0.01)

도뇨관을 삽입함 35 (0.12) 13 (0.03) 2 (0.01)

도뇨관을 제거함 6 (0.02) 13 (0.03) 241 (1.03)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534 (1.86) 737 (1.86) 279 (1.19)

동공을 모니터함 456 (1.59) 629 (1.59) 293 (1.25)

동의서를 받음 186 (0.65) 51 (0.13) 37 (0.16)

동의서를 확인함 128 (0.45) 159 (0.40) 67 (0.29)

말초의 혈액 순환을 확인함 9 (0.03) 61 (0.15) 18 (0.08)

말하는 능력을 모니터함 1 (0.00) 0 (0.00) 0 (0.00)

맥박을 측정함 56 (0.19) 78 (0.20) 73 (0.31)

머리를 감게 함 0 (0.00) 24 (0.06) 9 (0.04)

머리를 감아줌 1 (0.00) 14 (0.04) 7 (0.03)

면도함 0 (0.00) 14 (0.04) 8 (0.03)

목욕을 도와줌 34 (0.12) 274 (0.69) 145 (0.62)

목욕을 시행함 5 (0.02) 38 (0.10) 16 (0.07)

방문객을 제한함 47 (0.16) 86 (0.22) 64 (0.27)

배변에 대해 평가함 6 (0.02) 18 (0.05) 2 (0.01)

배액 기구를 고정함 71 (0.25) 80 (0.20) 31 (0.13)

배액관 제거 여부를 확인함 0 (0.00) 1 (0.00) 0 (0.00)

배액관을 irrigation함 15 (0.05) 47 (0.12) 14 (0.06)

배액관을 삽입함 4 (0.01) 2 (0.01) 0 (0.00)

배액관을 제거함 1 (0.00) 2 (0.01) 118 (0.50)

배액관을 확인함 62 (0.22) 4 (0.01) 6 (0.03)

배액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176 (0.61) 263 (0.66) 90 (0.38)

배액관의 위치를 조정함 0 (0.00) 1 (0.00) 0 (0.00)

배액상태를 확인함 239 (0.83) 412 (1.04) 160 (0.68)

배액을 시작함 83 (0.29) 135 (0.34) 69 (0.29)

병실에 대해 안내함 151 (0.53) 2 (0.01) 1 (0.00)

복대 적용함 6 (0.02) 2 (0.01) 1 (0.00)

복막 투석 도관의 개방성을 확인함 0 (0.00) 1 (0.00) 0 (0.00)

복막 투석 용액 연결관 교환함 0 (0.00) 1 (0.00) 0 (0.00)

복막 투석의 양을 확인함 0 (0.00) 1 (0.00) 1 (0.00)

부서 내 이동함 2 (0.01) 4 (0.01) 2 (0.01)

불안의 징후에 대해 관찰함 119 (0.41) 113 (0.29) 16 (0.07)

비위관을 삽입함 87 (0.30) 20 (0.05) 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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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을 제거함 13 (0.05) 12 (0.03) 236 (1.01)

비인두 흡인을 시행함 105 (0.37) 223 (0.56) 85 (0.36)

사망 선언함 0 (0.00) 0 (0.00) 274 (1.17)

산소 주입 상태를 점검함 128 (0.45) 90 (0.23) 14 (0.06)

산소 주입 장치를 교체함 2 (0.01) 0 (0.00) 5 (0.02)

산소 투여를 변경함 72 (0.25) 42 (0.11) 28 (0.12)

산소 투여를 시작함 91 (0.32) 38 (0.10) 31 (0.13)

산소 투여를 중단함 2 (0.01) 1 (0.00) 1 (0.00)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함 177 (0.62) 46 (0.12) 17 (0.07)

산소요법의 효과를 모니터함 28 (0.10) 30 (0.08) 36 (0.15)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507 (1.76) 629 (1.59) 447 (1.91)

삽입 부위 Dressing 시행함 97 (0.34) 286 (0.72) 88 (0.38)

삽입 부위 간호를 시행함 6 (0.02) 87 (0.22) 42 (0.18)

삽입 부위를 관찰함 531 (1.85) 924 (2.33) 359 (1.53)

삽입 부위를 압박함 2 (0.01) 0 (0.00) 0 (0.00)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15 (0.05) 19 (0.05) 9 (0.04)

삽입 실패 부위를 압박함 12 (0.04) 0 (0.00) 0 (0.00)

삽입된 catheter/배액관을 확인함 86 (0.30) 1 (0.00) 7 (0.03)

상처를 관찰함 120 (0.42) 289 (0.73) 122 (0.52)

섬망을 모니터링함 131 (0.46) 495 (1.25) 219 (0.93)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325 (1.13) 488 (1.23) 134 (0.57)

세안을 시행함 0 (0.00) 3 (0.01) 3 (0.01)

소변 배액 기구를 교환함 1 (0.00) 0 (0.00) 0 (0.00)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515 (1.79) 672 (1.70) 256 (1.09)

수동관절운동을 시행함 0 (0.00) 2 (0.01) 1 (0.00)

수면 양상을 관찰함 1 (0.00) 23 (0.06) 8 (0.03)

수면 증진에 대해 교육함 15 (0.05) 17 (0.04) 1 (0.00)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함 1 (0.00) 1 (0.00) 1 (0.00)

수술 부위를 관찰함 11 (0.04) 3 (0.01) 2 (0.01)

수술 전 준비를 확인함 4 (0.01) 0 (0.00) 1 (0.00)

수액 주입속도를 확인함 12 (0.04) 21 (0.05) 14 (0.06)

수액 투여를 조절함 21 (0.07) 23 (0.06) 3 (0.01)

수혈 다시 시작함 2 (0.01) 5 (0.01) 3 (0.01)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 216 (0.75) 469 (1.18) 253 (1.08)

수혈 시작함 241 (0.84) 538 (1.36) 292 (1.25)

수혈 종료함 191 (0.66) 478 (1.21) 271 (1.16)

수혈에 대해 설명함 51 (0.18) 134 (0.34) 57 (0.24)

수혈을 중단함 2 (0.01) 2 (0.01) 6 (0.03)

시술 부위 지혈함 8 (0.03) 0 (0.00) 1 (0.00)

시술 부위 천자함 1 (0.00) 1 (0.00) 0 (0.00)

시술 부위를 관찰함 19 (0.07) 4 (0.01) 4 (0.02)

식사를 도와줌 1 (0.00) 3 (0.01)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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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변경함 4 (0.01) 15 (0.04) 4 (0.02)

식사를 제공함 185 (0.64) 288 (0.73) 82 (0.35)

식사에 대해 설명함 9 (0.03) 4 (0.01) 2 (0.01)

신경학적 상태를 모니터함 261 (0.91) 338 (0.85) 146 (0.62)

신체 계측을 시행함 18 (0.06) 42 (0.11) 22 (0.09)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설명함 65 (0.23) 12 (0.03) 1 (0.00)

신체보호대 지속 여부를 확인함 173 (0.60) 179 (0.45) 35 (0.15)

신체보호대를 적용함 186 (0.65) 58 (0.15) 8 (0.03)

신체보호대를 제거함 34 (0.12) 26 (0.07) 10 (0.04)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함 8 (0.03) 7 (0.02) 1 (0.00)

안면의 대칭성을 모니터함 0 (0.00) 1 (0.00) 0 (0.00)

알러지 확인함 5 (0.02) 1 (0.00) 1 (0.00)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함 91 (0.32) 276 (0.70) 139 (0.59)

압박 dressing 시행함 1 (0.00) 3 (0.01) 0 (0.00)

약물에 대해 교육함 101 (0.35) 32 (0.08) 7 (0.03)

약물을 투여함 1257 (4.37) 1321 (3.34) 1218 (5.20)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576 (2.00) 877 (2.21) 580 (2.48)

약물의 주입을 중단함 45 (0.16) 41 (0.10) 45 (0.19)

연하 능력을 확인함 1 (0.00) 2 (0.01) 0 (0.00)

열량을 모니터함 9 (0.03) 19 (0.05) 7 (0.03)

영양 상태를 모니터 함 0 (0.00) 0 (0.00) 1 (0.00)

온요법을 적용함 2 (0.01) 2 (0.01) 2 (0.01)

요루 관리법을 교육함 1 (0.00) 0 (0.00) 0 (0.00)

욕창의 위험요인을 파악함 3 (0.01) 0 (0.00) 0 (0.00)

용변을 도와줌 16 (0.06) 113 (0.29) 61 (0.26)

움직일 때 도와 줌 0 (0.00) 1 (0.00) 0 (0.00)

움직임을 모니터함 436 (1.52) 587 (1.48) 236 (1.01)

위관 삽입 여부를 확인함 49 (0.17) 2 (0.01) 2 (0.01)

위관을 세척함 25 (0.09) 22 (0.06) 8 (0.03)

위관의 위치를 확인함 291 (1.01) 465 (1.17) 201 (0.86)

음식 섭취 상태를 확인함 124 (0.43) 159 (0.40) 75 (0.32)

의식 상태를 확인함 533 (1.85) 680 (1.72) 288 (1.23)

이동예정병실을  알려줌 1 (0.00) 2 (0.01) 1 (0.00)

이상 감각 여부를 모니터함 1 (0.00) 2 (0.01) 1 (0.00)

이완요법을 사용함 4 (0.01) 3 (0.01) 1 (0.00)

인공 기도 삽입 여부를 확인함 83 (0.29) 2 (0.01) 4 (0.02)

인공 심박동기의 기능을 모니터함 28 (0.10) 30 (0.08) 17 (0.07)

인공 기도를 고정함 29 (0.10) 7 (0.02) 4 (0.02)

인공 기도를 모니터함 294 (1.02) 791 (2.00) 389 (1.66)

인공 기도를 삽입함 43 (0.15) 12 (0.03) 7 (0.03)

인공 기도를 제거함 3 (0.01) 6 (0.02) 241 (1.03)

입실함 255 (0.89) 25 (0.06) 1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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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생활에 대해 안내함 71 (0.25) 0 (0.00) 0 (0.00)

입원함 84 (0.29) 0 (0.00) 0 (0.00)

자가 간호 능력을 모니터함 15 (0.05) 142 (0.36) 64 (0.27)

자가 투약 능력을 평가함 0 (0.00) 1 (0.00) 0 (0.00)

자세를 변경함 453 (1.58) 954 (2.41) 414 (1.77)

자세를 유지함 4 (0.01) 2 (0.01) 0 (0.00)

자연배뇨 확인함 1 (0.00) 0 (0.00) 0 (0.00)

잔량을 확인함 4 (0.01) 41 (0.10) 12 (0.05)

장루 간호 시행함 5 (0.02) 11 (0.03) 4 (0.02)

장루와 주위조직을 관찰함 14 (0.05) 26 (0.07) 9 (0.04)

장음을 청진함 2 (0.01) 0 (0.00) 3 (0.01)

저체온의 증상을 모니터함 0 (0.00) 1 (0.00) 0 (0.00)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583 (2.03) 676 (1.71) 128 (0.55)

전해질 불균형을 모니터함 2 (0.01) 8 (0.02) 2 (0.01)

정맥주사 경로를 확인함 68 (0.24) 1 (0.00) 5 (0.02)

정맥주사 부위를 관찰함 364 (1.27) 352 (0.89) 125 (0.53)

정맥주사를 시행함 61 (0.21) 23 (0.06) 7 (0.03)

정맥주사를 제거함 48 (0.17) 23 (0.06) 101 (0.43)

정서적 상태를 모니터함 12 (0.04) 13 (0.03) 4 (0.02)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89 (0.31) 79 (0.20) 80 (0.34)

제거 부위 관찰함 7 (0.02) 21 (0.05) 5 (0.02)

주입 상태 관찰함 792 (2.76) 1179 (2.98) 441 (1.88)

주입중인 수액을 확인함 2 (0.01) 0 (0.00) 0 (0.00)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412 (1.43) 508 (1.28) 208 (0.89)

진단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0.01) 1 (0.00) 0 (0.00)

질병에 대해 설명함 330 (1.15) 467 (1.18) 373 (1.59)

처치에 대해 설명함 1 (0.00) 2 (0.01) 0 (0.00)

체액과 전해질 상태를 모니터함 19 (0.07) 34 (0.09) 24 (0.10)

체온을 측정함 128 (0.45) 129 (0.33) 60 (0.26)

체외냉각 적용함 3 (0.01) 3 (0.01) 0 (0.00)

체외냉각 종료함 0 (0.00) 1 (0.00) 0 (0.00)

체중을 측정함 10 (0.03) 46 (0.12) 27 (0.12)

출혈 여부를 확인함 54 (0.19) 20 (0.05) 7 (0.03)

출혈 예방에 대해 교육함 1 (0.00) 0 (0.00) 0 (0.00)

치료/시술 과정에 대해 설명함 1 (0.00) 5 (0.01) 3 (0.01)

치료적 관계를 형성함 75 (0.26) 64 (0.16) 10 (0.04)

치료적인 매트리스/침대를 제공함 195 (0.68) 289 (0.73) 110 (0.47)

통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3 (0.01) 0 (0.00) 0 (0.00)

통증을 사정함 950 (3.31) 931 (2.35) 346 (1.48)

퇴실함 51 (0.18) 22 (0.06) 11 (0.05)

퇴원 계획을 확인함 0 (0.00) 0 (0.00) 14 (0.06)

퇴원 절차에 대해 설명함 0 (0.00) 0 (0.00) 11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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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함 0 (0.00) 0 (0.00) 260 (1.11)

퇴원 후 관리에 대해 설명함 0 (0.00) 0 (0.00) 1 (0.00)

투여 대상자와 약물을 확인함 2 (0.01) 3 (0.01) 1 (0.00)

투여 중인 약물을 확인함 321 (1.12) 356 (0.90) 129 (0.55)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을 관찰함 118 (0.41) 52 (0.13) 9 (0.04)

투여된 약물의 효과를 관찰함 81 (0.28) 40 (0.10) 8 (0.03)

피부 간호를 시행함 33 (0.11) 97 (0.24) 86 (0.37)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함 15 (0.05) 3 (0.01) 1 (0.00)

피부 반응 검사의 결과를  확인함 15 (0.05) 3 (0.01) 1 (0.00)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550 (1.91) 950 (2.40) 426 (1.82)

필요 서류 발부함 0 (0.00) 0 (0.00) 147 (0.63)

하지의 순환을 확인함 4 (0.01) 1 (0.00) 1 (0.00)

학습 요구를 사정함 18 (0.06) 30 (0.08) 17 (0.07)

학습 장애요인을 사정함 16 (0.06) 25 (0.06) 16 (0.07)

항암 요법에 대해 교육함 1 (0.00) 0 (0.00) 2 (0.01)

현재 지식 수준과  이해수준을 평가함 5 (0.02) 7 (0.02) 5 (0.02)

혈관을 천자함 10 (0.03) 1 (0.00) 3 (0.01)

혈당을 측정함 130 (0.45) 193 (0.49) 165 (0.70)

혈압을 측정함 178 (0.62) 288 (0.73) 208 (0.89)

혈액 여과 시스템을  Catheter에 연결함 73 (0.25) 127 (0.32) 51 (0.22)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194 (0.68) 727 (1.84) 320 (1.37)

혈액 여과 시스템을 시작함 72 (0.25) 142 (0.36) 62 (0.26)

혈액 여과 시스템을 종료함 10 (0.03) 110 (0.28) 207 (0.88)

혈액 여과 시스템을 준비함 74 (0.26) 123 (0.31) 51 (0.22)

혈액 투석 상태를 모니터함 2 (0.01) 7 (0.02) 1 (0.00)

혈액 투석 상태를 조절함 1 (0.00) 1 (0.00) 0 (0.00)

혈액 투석 통로 상태를 확인함 8 (0.03) 19 (0.05) 3 (0.01)

혈액 투석을 시작함 3 (0.01) 12 (0.03) 1 (0.00)

혈액 투석을 종료함 3 (0.01) 11 (0.03) 1 (0.00)

혈액을 폐기함 2 (0.01) 0 (0.00) 1 (0.00)

호흡 곤란을 모니터함 3 (0.01) 3 (0.01) 0 (0.00)

호흡 양상을 관찰함 273 (0.95) 266 (0.67) 104 (0.44)

호흡음을 청진함 189 (0.66) 288 (0.73) 100 (0.43)

환경을 조절함 586 (2.04) 755 (1.91) 303 (1.29)

환자 상태 확인함 677 (2.36) 788 (1.99) 599 (2.56)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함 6 (0.02) 9 (0.02) 20 (0.09)

환자상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함 113 (0.39) 178 (0.45) 87 (0.37)

활력 징후를 모니터함 147 (0.51) 82 (0.21) 139 (0.59)

활력 징후를 측정함 1250 (4.35) 1647 (4.16) 1453 (6.20)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558 (1.94) 1226 (3.10) 665 (2.84)

회음부 간호를 시행함 6 (0.02) 32 (0.08) 8 (0.03)

흉곽의 움직임을 확인함 3 (0.01) 2 (0.01)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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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물리 요법을 시행함 2 (0.01) 6 (0.02) 0 (0.00)

흡인기를 연결함 36 (0.13) 58 (0.15) 19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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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중환자실 입실일 (N=28,738)

약물을 투여함 1,257 (4.37)

활력 징후를 측정함 1,250 (4.35)

통증을 사정함 950 (3.31)

주입 상태 관찰함 792 (2.76)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721 (2.51)

환자 상태 확인함 677 (2.36)

환경을 조절함 586 (2.04)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583 (2.03)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576 (2.00)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558 (1.94)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550 (1.91)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534 (1.86)

의식 상태를 확인함 533 (1.85)

삽입 부위를 관찰함 531 (1.85)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515 (1.79)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507 (1.76)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476 (1.66)

EKG Rhythm를 모니터함 473 (1.65)

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함 458 (1.59)

동공을 모니터함 456 (1.59)

자세를 변경함 453 (1.58)

Ventilator setting을  변경함 451 (1.57)

움직임을 모니터함 436 (1.52)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412 (1.43)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411 (1.43)

정맥주사 부위를 관찰함 364 (1.27)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359 (1.25)

질병에 대해 설명함 330 (1.15)

Appendix 4. 중환자실 입실일, 임종 전 2일,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현황



74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325 (1.13)

투여 중인 약물을 확인함 321 (1.12)

기도를 흡인함 306 (1.06)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294 (1.02)

 임종 전 2일 (N=39,605)

활력 징후를 측정함 1647 (4.16)

약물을 투여함 1321 (3.34)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1226 (3.10)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1226 (3.10)

주입 상태 관찰함 1179 (2.98)

자세를 변경함 954 (2.41)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950 (2.40)

통증을 사정함 931 (2.35)

삽입 부위를 관찰함 924 (2.33)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877 (2.21)

인공 기도를 모니터함 791 (2.00)

환자 상태 확인함 788 (1.99)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759 (1.92)

환경을 조절함 755 (1.91)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737 (1.86)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727 (1.84)

의식 상태를 확인함 680 (1.72)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676 (1.71)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672 (1.70)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663 (1.67)

구강 간호를 시행함 660 (1.67)

EKG Rhythm를 모니터함 633 (1.60)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631 (1.59)

동공을 모니터함 629 (1.59)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629 (1.59)

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함 615 (1.55)

움직임을 모니터함 587 (1.48)

기도를 흡인함 580 (1.46)

수혈 시작함 53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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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508 (1.28)

섬망을 모니터링함 495 (1.25)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488 (1.23)

 임종 당일 (N=23,430)

활력 징후를 측정함 1453 (6.20)

약물을 투여함 1218 (5.20)

EKG Rhythm를  모니터함 901 (3.85)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665 (2.84)

환자 상태 확인함 599 (2.56)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580 (2.48)

가슴 압박 지속중임 472 (2.01)

Catheter 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277 (1.18)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447 (1.91)

Catheter를  제거함 271 (1.16)

주입 상태 관찰함 441 (1.88)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426 (1.82)

자세를 변경함 414 (1.77)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399 (1.70)

인공 기도를 모니터함 389 (1.66)

질병에 대해 설명함 373 (1.59)

삽입 부위를 관찰함 359 (1.53)

통증을 사정함 346 (1.48)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334 (1.43)

구강 간호를 시행함 322 (1.37)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320 (1.37)

환경을 조절함 303 (1.29)

동공을 모니터함 114 (0.49)

수혈 시작함 292 (1.25)

의식 상태를 확인함 288 (1.23)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184 (0.79)

사망 선언함 274 (1.17)

수혈 종료함 271 (1.16)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263 (1.12)

퇴원 함 260 (1.11)



76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256 (1.09)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 25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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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내과계

n (%)

외과계

n (%)

χ²

(p-value)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n (%)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미결정

n (%)

χ²

(p-value)

활력 징후를 측정함 1,052 (5.86) 595 (5.89)

499.246

(0.000)
***

575 (5.85) 1,072 (0.06)

78.800

(0.415)

약물을 투여함 865 (4.82) 456 (4.51) 387 (3.94) 934 (0.05)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813 (4.53) 413 (4.09) 432 (4.39) 794 (0.04)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833 (4.64) 393 (3.89) 404 (4.11) 822 (0.05)

주입 상태 관찰함 752 (4.19) 427 (4.22) 407 (4.14) 772 (0.04)

자세를 변경함 693 (3.86) 261 (2.58) 386 (3.93) 568 (0.03)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677 (3.77) 273 (2.70) 343 (3.49) 607 (0.03)

통증을 사정함 658 (3.67) 273 (2.70) 351 (3.57) 580 (0.03)

삽입 부위를 관찰함 461 (2.57) 463 (4.58) 261 (2.65) 663 (0.04)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492 (2.74) 385 (3.81) 316 (3.21) 561 (0.03)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493 (2.75) 298 (2.95) 299 (3.04) 492 (0.03)

                                                    (N=28,045)

Appendix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전 2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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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확인함 579 (3.23) 209 (2.07) 308 (3.13) 480 (0.03)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534 (2.98) 225 (2.23) 293 (2.98) 466 (0.03)

환경을 조절함 499 (2.78) 256 (2.53) 276 (2.81) 479 (0.03)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523 (2.92) 214 (2.12) 279 (2.84) 458 (0.03)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493 (2.75) 234 (2.32) 248 (2.52) 479 (0.03)

의식 상태를 확인함 296 (1.65) 384 (3.80) 237 (2.41) 443 (0.02)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406 (2.26) 270 (2.67) 169 (1.72) 507 (0.03)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451 (2.51) 221 (2.19) 245 (2.49) 427 (0.02)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446 (2.49) 217 (2.15) 185 (1.88) 478 (0.03)

구강 간호를 시행함 459 (2.56) 201 (1.99) 261 (2.65) 399 (0.02)

EKG Rhythm를 모니터함 464 (2.59) 169 (1.67) 240 (2.44) 393 (0.02)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281 (1.57) 350 (3.46) 225 (2.29) 406 (0.02)

동공을 모니터함 269 (1.50) 360 (3.56) 233 (2.37) 396 (0.02)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449 (2.50) 180 (1.78) 211 (2.15) 418 (0.02)

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함 397 (2.21) 218 (2.16) 235 (2.39) 380 (0.02)

움직임을 모니터함 282 (1.57) 305 (3.02) 213 (2.17) 374 (0.02)

기도를 흡인함 375 (2.09) 205 (2.03) 211 (2.15) 36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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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시작함 368 (2.05) 170 (1.68) 178 (1.81) 360 (0.02)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254 (1.42) 254 (2.51) 186 (1.89) 322 (0.02)

섬망을 모니터링함 309 (1.72) 186 (1.84) 194 (1.97) 301 (0.02)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319 (1.78) 169 (1.67) 171 (1.74) 317 (0.02)

수혈 종료함 309 (1.72) 169 (1.67) 159 (1.62) 319 (0.02)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 312 (1.74) 157 (1.55) 149 (1.52) 320 (0.02)

질병에 대해 설명함 312 (1.74) 155 (1.53) 188 (1.91) 279 (0.02)

Ventilator setting을  변경함 271 (1.51) 128 (1.27) 122 (1.24) 277 (0.02)

투여 중인 약물을 확인함 243 (1.35) 113 (1.12) 128 (1.30) 228 (0.01)

정맥주사 부위를 관찰함 218 (1.22) 134 (1.33) 120 (1.22) 232 (0.01)

Catheter를 제거함 29 (0.16) 14 (0.14) 5 (0.05) 38 (0.00)

가슴 압박 지속중임 2 (0.01) 3 (0.03) 3 (0.03) 2 (0.00)

사망 선언함 0 (0.00) 0 (0.00) 0 (0.00) 0 (0.00)

퇴원 함 0 (0.00) 0 (0.00) 0 (0.00) 0 (0.00)

합계 17,938 (63.96) 10,107 (36.04) 9,833 (35.06) 18,212 (64.94)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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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내과계

n (%)

외과계

n (%)

χ²

(p-value)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n (%)

임종 전 2일의 

연명의료중단 

미결정

n (%)

χ²

(p-value)

활력 징후를 측정함 952 (9.38) 501 (8.13)

387.528

(0.000)
***

538 (9.55) 915 (8.57)

804.244

(0.000)
***

약물을 투여함 828 (8.16) 390 (6.33) 192 (3.41) 1,026 (9.61)

EKG Rhythm를  모니터함 577 (5.68) 324 (5.26) 252 (4.47) 649 (6.08)

활력 징후를 측정함  (수혈) 441 (4.34) 224 (3.64) 167 (2.96) 498 (4.66)

환자 상태 확인함 392 (3.86) 207 (3.36) 271 (4.81) 328 (3.07)

약물의 주입속도를 조절함 333 (3.28) 247 (4.01) 186 (3.30) 394 (3.69)

가슴 압박 지속중임 305 (3.00) 167 (2.71) 0 (0.00) 472 (4.42)

Catheter삽입 부위의  dressing 상태를 확인함 277 (2.73) 194 (3.15) 182 (3.23) 289 (2.71)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함 323 (3.18) 124 (2.01) 164 (2.91) 283 (2.65)

Catheter를  제거함 271 (2.67) 172 (2.79) 176 (3.12) 267 (2.50)

주입 상태 관찰함 248 (2.44) 193 (3.13) 158 (2.80) 283 (2.65)

피부 상태를 모니터함 291 (2.87) 135 (2.19) 190 (3.37) 236 (2.21)

                          (N=16,312)

Appendix 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종 당일의 다빈도 간호 활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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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변경함 290 (2.86) 124 (2.01) 196 (3.48) 218 (2.04)

검체 검사 결과를 확인함 236 (2.33) 163 (2.65) 121 (2.15) 278 (2.60)

인공기도를 모니터함 246 (2.42) 143 (2.32) 172 (3.05) 217 (2.03)

질병에 대해 설명함 240 (2.36) 133 (2.16) 155 (2.75) 218 (2.04)

삽입 부위를 관찰함 164 (1.62) 195 (3.16) 110 (1.95) 249 (2.33)

통증을 사정함 234 (2.31) 112 (1.82) 144 (2.56) 202 (1.89)

Ventilator setting을 모니터함 209 (2.06) 125 (2.03) 134 (2.38) 200 (1.87)

구강 간호를 시행함 224 (2.21) 98 (1.59) 149 (2.64) 173 (1.62)

혈액 여과 시스템을 모니터함 204 (2.01) 116 (1.88) 109 (1.93) 211 (1.98)

환경을 조절함 191 (1.88) 112 (1.82) 128 (2.27) 175 (1.64)

동공을 모니터함 114 (1.12) 179 (2.90) 116 (2.06) 177 (1.66)

수혈 시작함 191 (1.88) 101 (1.64) 69 (1.22) 223 (2.09)

의식 상태를 확인함 119 (1.17) 169 (2.74) 113 (2.00) 175 (1.64)

도뇨관의 개방성을 유지함 184 (1.81) 95 (1.54) 120 (2.13) 159 (1.49)

사망 선언함 189 (1.86) 85 (1.38) 125 (2.22) 14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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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종료함 173 (1.70) 98 (1.59) 62 (1.10) 209 (1.96)

Glasgow Coma Scale을  모니터함 109 (1.07) 154 (2.50) 109 (1.93) 154 (1.44)

퇴원 함 181 (1.78) 79 (1.28) 127 (2.25) 133 (1.25)

소변양상을 모니터함 159 (1.57) 97 (1.57) 103 (1.83) 153 (1.43)

수혈 부작용을 관찰함 160 (1.58) 93 (1.51) 66 (1.17) 187 (1.75)

Ventilator setting을  변경함 155 (1.53) 90 (1.46) 62 (1.10) 183 (1.71)

기도를 흡인함 157 (1.55) 87 (1.41) 106 (1.88) 138 (1.29)

Compression therapy를  적용함 142 (1.40) 98 (1.59) 101 (1.79) 139 (1.30)

움직임을 모니터함 110 (1.08) 126 (2.04) 98 (1.74) 138 (1.29)

섬망을 모니터링함 128 (1.26) 91 (1.48) 93 (1.65) 126 (1.18)

지남력 수준을 모니터함 99 (0.98) 109 (1.77) 93 (1.65) 115 (1.08)

섭취량과 배설량을 모니터함 82 (0.81) 52 (0.84) 45 (0.80) 89 (0.83)

투여 중인 약물을 확인함 89 (0.88) 40 (0.65) 57 (1.01) 72 (0.67)

적용된 사지를 모니터함 61 (0.60) 67 (1.09) 32 (0.57) 96 (0.90)

정맥주사 부위를 관찰함 72 (0.71) 53 (0.86) 45 (0.80) 80 (0.75)

합계 10,150 (62.22) 6,162 (37.78) 5,636 (34.55) 10,676 (65.4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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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uses and changes of 

nursing activities and nursing needs and to present nursing indicators for 

predicting patient death through electronic nursing records of patients dying 

in ICUs(intensive care units).

Method. A descriptive design was used. Electronic nursing records from the 

date of ICU admission, 2 days before death, and the day of death were analyzed 

for adult patients aged 18 or older who died in the ICUs of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from January 1, 2019 to December 31, 2019. A total of 276 people were 

selected, excluding patients who died within 72 hours of admission to the ICU, 

brain-death donors,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for palliative care and 

patients who spent less than 1 hour on the day of admission in the ICU and the 

day of death. 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used to explore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requent nursing activities and nursing 

needs by time point(the date of ICU admission, 2 days before death, and the day 

of death). The difference in frequent nurs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time 

point and characteristics(department of care, whether life-sustaining care was 

withdrawn 2 days before death) of the subjects was analyzed throug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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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test, and then the activity details were classified. The difference 

in nursing needs according to the time point was analyzed through a repeated 

measures ANOVA, the significance level was corrected with Bonferroni, and a 

post-test was performed with a paired t-test. An independent t-test was 

conducted on the difference in nursing needs by time point according to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65.03±13.49; 59.06% were men 

and 40.94% were women. The proportion of medical patients (68.48%) was high, 

and in 45.65% of cases, life-sustaining care was withdrawn 2 days before death.

A total of 91,773 nursing activities were recorded, with 28,738 nursing 

activities on the date of ICU admission, 39,605 during the 2 days before death, 

and 23,430 on the day of death, with "Measurement of vital signs" (4,350, 

6.91%) accounting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all items. There were 42 types 

of frequent nursing activities recorded during the period: 23 activities 

related to monitoring/assessment, 16 direct nursing activities, 2 other 

activities, and 1 educational activit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oportion of frequent nursing activities depending on the time 

point(p<0.001). In the 2 days before death, the proportions of "Measuring vital 

signs(Transfusion)" (1,226, 4.37%) and "Monitoring the blood filtration system" 

(727, 2.59%) were high, and activities such as "Checking patient condition" 

(788, 2.81%) and "Explaining diseases" (467, 1.67%) were lower than other 

times.

Nursing needs were highest on the date of ICU admission (12.86±6.22) and 

the lowest during the 2 days before death (5.98±2.08).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difference in nursing needs between the three points in 

time(p<0.001), and as a result of the post-te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for each point in time.

During the 2 days before death, nursing activiti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department of care (p<0.001),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activities according to whether life-sustaining ca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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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n 2 days before death (p=0.415).

On the day of death,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in the 

proportion of nursing activities by department of care(p<0.001), as well as in 

nursing activities according to whether life-sustaining care was withdrawn 2 

days before death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needs for each department on 

the date of ICU admission (p=0.09), but surgical pati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nursing needs than medical patients during the 2 days before death and 

on the day of death (p<0.001). Nursing needs related to whether life-sustaining 

care was withdrawn 2 days before death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2 days before death and on the day of death (p<0.001); patients who did not 

decide to withdraw life-sustaining care had higher nursing needs at both 

points.

Conclusion. Nursing activities provided to dying patients in the ICU were 

concentrated in the physical area; nursing activities in the emotional, 

spiritual, and social areas were insufficient. A pattern was found in which 

activities related to transfusion increased significantly, the application of 

blood filtration increased, and activities related to dyspnea increased during 

the 2 days before death. In addition, in the case of surgical patients, there 

was a pattern of severe neurological changes that resulted in increased nursing 

needs compared to medical patients. Based on the patterns in the changes in 

specific nursing activities before the death of ICU patient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ursing indicators predicting patient death was confirmed.

-------------------------------------------------------------------------------------------

Key words: ICU(intensive care unit), Electronic nursing record, End-of-life 

care, Nursing activities, Nursing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