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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외에서 보고된 사망원인별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Neville & Roan, 2013). 특히 자살시도 

후 생존자의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

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원인별 사

망률을 살펴보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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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to describe experiences of nurses who work in intensive care units (ICUs) where they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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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9 ICU nurses. The interview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five themes were drawn: ‘Confusion about for the attempted suicidal 
patient care', ‘Helplessness for dying with attempted suicidal patients', ‘Guilty for insufficient care', ‘Ambivalence for the 
attempted suicidal patients', ‘Recognition of need for professional approac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 us 
to understand patients who attempted suicide through the ICU nurses' experience. It would be useful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for ICU nurses to preventive strategies for patients who are high risk of recurrence of suicidal crisi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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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기준, 암

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각각 1.2배, 1.5배 증가한 반

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2배로 급속한 증가양상을 보이

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 또한 

OECD 회원 국가들의 경우 평균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2.8명인데 반해 국내는 33.5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으며(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자살 시도율은 다른 17개국의 평균 

2.7%에 비해, 3.2%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Nock et al., 

2008). 자살 관련된 영향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

준, 결혼상태,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질

환, 통증 등의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자

아정체성의 혼란 등의 정서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보

고되고 있다(Jang, 2005; Qin, Agerbo, & Mortensen, 

2003; Sirey et al., 2008; Sun, Long, Boore, & Tsao, 

2005). 이들 변인들 중에서도 우울이 자살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보고되면서(Bråd-

vik, Mattisson, Bogren, & Nettelbladt, 2008; Kim & 

Lee, 2009), 지역사회 기반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예

방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방안들이 모색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자살 및 자살시도 관련 선행연구들 대

부분 국외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들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Ouzouni & Nakakis, 2009, 

2012), 자살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 비교 분석(Fiona & 

Louise, 2008; Larsson, Nilsson, Runeson, & Gus-

tafsson, 2007; McCann, Clark, McConnachie, & 

Harvey, 2006), 자살 환자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Keogh, Doyle, & Morrissey, 2007), 자살로 사

망하는 환자에 대한 대처전략(Foley & Kelly, 2007), 입

원 환자에 대한 자살예방(Neville & Roan, 2013), 자살

시도 환자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개발(Ouzouni & Na-

kakis, 2009) 등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양적 및 질적 연구

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살시도 환자의 경험 혹

은 실태 및 영향요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Im & Kim, 2011; Park, Hyun, Lee, Lee, & Hong, 

2007; Park, Bae, Lee, & Moon, 2009), 이들을 주로 간

호하는 간호사 측면에서의 실제적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살시도 방법 중 음독으

로 인한 사례가 30~40% 정도 차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반

복되고 있는 실정이며(Kim, 2006; Kim & Sohn, 2006), 

음독환자는 주로 응급실 내원 후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

실로 대개 전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임상적 현실에

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음독환자를 간호하면서 

실제 겪는 경험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

다. 또한 간호사들의 대부분이 자살시도 환자에 대해 부정

적 태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Fiona & Louise, 2008; 

Ouzouni & Nakakis, 2012; McCann et al., 2006), 이

러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은 간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질적 연구를 통한 탐색적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하는 중환자

실 간호사의 간호경험을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간호수행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므

로, 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향후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함

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반복적인 자살시도 환자의 체계적 관리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통해 추후 

이들 환자 및 보호자 관리에 있어 체계적 관리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의 전문적 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

제는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은 어떠

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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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음독자살시도를 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간호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면담을 이용한 질

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충남 소재 일 대학병원에서 음독환자를 

주로 간호하는 응급 중환자실 간호사들로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이면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자로서, 모두 두 개의 포커스그룹을 통한 총 9명이 참

여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5일과 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각 참여자들이 음

독자살시도 환자 간호경험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이 더 이

상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자료 포화시점까지 진행되

었다. 각 면담 소요시간은 각각 90분, 120분이었으며, 각 

그룹에는 5명, 4명의 응급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참여하여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 이

야기할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

었다. 면담에는 연구자와 보조진행자 1인이 함께 참석하였

으며, 연구자는 본 연구 설계인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 질

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

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이수하였다. 

면담 질문은 공동연구자들이 함께 만든 후 중환자실 근

무 경력과 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인의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고, 포커스그룹 면담 절차에 따

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시작 질문 : 면담에 앞서 편안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각자 간단

히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 도입 질문 : 응급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 전환 질문 : 응급 중환자실에 내원한 음독자살시도 환

자를 간호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주요 질문 : -음독자살시도 환자 간호 시 어떤 점이 

힘드신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힘드실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음독자살시도 환자의 보호자분들을 대할 때 어떤 

점이 힘드신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힘드실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음독자살시도 환자가 상태가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전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음독자살시도 환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 마무리 질문 :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추가로 하시고 싶

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에 일 대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 

2013-04)를 통과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

적과 면담 진행과정, 주요 질문, 면담 시간 등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였고 연구특성 상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과

정에서 참여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룹토의 전 과정이 녹

음될 것이며 이를 기록하는 이유와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는 파기될 것임을 미리 설명하였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자유롭게 참여자들의 경험을 말하

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비밀유지에 대

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참여자가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도록 사

전에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 받은 후 진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자들은 음독자살시도 환자들을 주로 간호하는 중

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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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 현장의 분위기를 살

리기 위해 면담에 참여하였던 보조진행자에 의해 이를 전

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먼저 포커스 그룹 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

료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참여자들의 간호경험들을 이해

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추출하여 유사한 문장과 단락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에서 하위주제와 주제를 도출해내어 이를 명

명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비

교 분석하였다(Hiesh & Shannon, 2005). 연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참여자들에게 면담 요약 내

용을 확인 받은 후, 연구자들과 함께 토의하고 분석과정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는 교수 1인,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

상의 간호사 2인에게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응급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

사 9명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특성으로는 평균 연령

이 27.8세로 30세 미만이 7명(77.8%), 30~35세가 1명

(11.1%), 36~40세가 1명(11.1%) 순이었고, 참여자의 6명

(66.7%)이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모두 미혼이었다. 교

육수준은 전문대 졸이 6명(66.7%), 대졸이 2명(22.2%), 

대학원 졸이 1명(11.1%)이었고, 총 임상경력은 5년 미만

이 6명(66.7%), 5~10년이 2명(22.2%), 10년 이상이 1명

(11.1%)의 순이었고, 응급중환자실 경력은 12개월 미만이 

1명(11.1%), 13개월~19개월이 2명(22.2%), 20개월 이상

이 6명(66.7%)으로 나타났다.  

응급 중환자실 간호사 9명을 대상으로 음독자살시도환

자 간호경험에 대한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

과, 5개 주제모음과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그 결

과 도출된 5개의 주제인 ‘자살시도 환자 간호에 대한 혼

란’, ‘자살시도 임종 환자에 대한 간호사로서의 무력감’, 

‘불충분한 환자간호 제공에 대한 죄책감’, ‘자살시도 환자

에 대한 양가감정’, ‘전문가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과 10개

의 하위주제인 ‘무관심한 의사의 부정적 태도’, ‘통제가 안 

되는 불안정한 가족’, ‘자기 삶에 대해 원망하는 환자’, ‘자

살시도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능력의 한계’, ‘자살시도 환

자와 보호자에 대한 임종 직전 정서적 지지 부족’, ‘열악하

고 제한된 중환자실 간호환경’,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공

감 부족’,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전문적 

지식 습득의 필요성’,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 으로 

나타났다. 

1. 주제 1 : 자살시도 환자간호에 대한 혼란

1) 무관심한 의사의 부정적 태도 

  참여자들은 의사의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말투로 인해 

무시당하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치료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무조건

적으로 의사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간호사의 

자존감 저하 및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

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신 무관심한 언

행을 보이는 의사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 order 확인하려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그냥 하라면 하

세요!’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참여자 #1)

- 음독환자들을 포기하는 주치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입장에

서 볼 때 이곳이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

까운 마음에 고통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면 주치의들은 귀찮아해

요.‘죽을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놔둬요.’라고 얘기하는 주치의를 

보면 화가 나기도 했어요.(참여자 #4) 

- 보호자 면담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하는 주치의도 있어

요. 심각한 환자 상태 설명을 듣게 된 보호자가 우는데도 주치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본인 얘기만 하고 가버렸어요.(참여자 #2) 

2) 통제가 안 되는 불안정한 가족

  의식 회복 후 낯선 중환자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표

현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살시도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들의 인지 부족과 불안정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

자 통제가 안 되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와 관련되

어 가족들과의 상담 시 자주 의사소통의 장애를 느끼고 있

었다. 

-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중환자실에서는 보호자분들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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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속 계실 수도 없고 외출이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

을 드려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참여자 #5)

- 담당 간호사들 말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는 보호자를 대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참여자 #9)

3) 자기 삶에 대해 원망하는 환자 

  음독자살시도 환자의 대부분이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

증과 같은 정신과적 병력을 갖고 있으며, 자주 술과 함께 

음독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들은 이러한 난폭한 환자들

로부터 폭언과 위협적 폭행을 경험하고 있었다.   

- 대부분 술과 함께 음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화를 내면서 난

폭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간호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참여자 #4)

- 음독환자들은 우울증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아요. 특히 가정환

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상처로 인해 사람에 대한 적대

시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참여자 #7)

- 환자분들 중에는, 살기 싫어서 농약을 먹었는데 왜 살려놨냐

고 화내시는 분도 많아요.(참여자 #6) 

- 처치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거부하면서 퇴원하게 해 달라

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참여자 #3)

2. 주제 2 : 자살시도 임종 환자에 대한 간호사로서의 

   무력감

1) 자살시도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능력의 한계 

  죽어가는 환자, 특히 파라콰트 음독의 경우, 임종이 다

가올수록 특별한 치료 및 간호중재 활동이 없고, 단지 지

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로서의 전문적 능력의 한

계를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종을 앞둔 음독자살

시도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통증과 증상관리 및 정신사회

적 지지 간호 등에 대한 임종간호의 전반적 내용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었다.   

- 특히 파라콰트 음독환자의 경우 죽음에 가까울수록 많이 고통

스럽고 힘들어하시거든요. 살 수 있느냐고 환자분이 물어보시면 어

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피할 때도 있었어요. 환자가 힘들어 

하는 모습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어서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참여자 #3)

-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모르겠어요.(참여자 #5)

- 어떤 환자분이 중환자실에서 잠깐만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앞으로 

다시 바깥 구경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참여

자 #4)

2) 자살시도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임종 직전 정서적 

  지지 부족 

  환자의 죽음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임종과정에서 느끼

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하기 보다는 간호업무를 우선

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특히 임종 직전 자살시도를 후회

하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정서적 지지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자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줄 수 없었던 보호자에게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

는 모습에서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무섭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8)

- 환자가 사망하면 슬퍼하기 보다는 다른 환자 처치하느라 

정신없이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 

- 돌아가시기 전에 자살시도 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던 환

자분이 계셨어요. 그런 환자분의 손한번 잡아드리지 못했어요.(참

여자 #2)

- 사망하신 환자가 안쓰럽다가도 빨리 영안실에 모셔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보호자를 위로하기 보다는 퇴원수속과 장례절차

에 대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이 환자의 임종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죄송할 때도 많았어요.(참여자 #4) 

3. 주제 3 : 불충분한 환자간호 제공에 대한 죄책감
 

1) 열악하고 제한된 중환자실 간호환경   

  중환자실의 제한된 공간, 부족한 의료장비와 간호 인

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특히 음독자살시도 

환자의 경우 신속한 집중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간호 제

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중환자실 규정 상 면회시간



16 17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음독자살시도 환자 간호 경험 : 포커스 그룹 연구

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임

종이 다가온 음독자살시도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있

게 해달라는 요구에서 환자, 보호자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 중환자실에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침상이 없는데도 

응급실과 주치의들이 계속해서 환자 받아달라고 연락할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참여자 #8)   

- 처치하느라 너무 바빠서 의식이 있는 음독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해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참여자 #4)

- 중환자실에 면회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음독자살시도 환

자 가족들은 환자 옆에 있게 해달라며 부탁하시다가도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불만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참여자 #9)

-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더 자주 면회시

켜달라고 하시지만, 중환자실 규정상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

자들이 화를 내시면, 안타깝게 느껴지다가도 자꾸 이런 불만들을 

듣게 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참여자 #7)

2)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공감 부족 

  음독자살시도 환자의 경우, 다른 중환자에 비해 정서

적 지지제공이 요구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환자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공감하려는 노력

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혼자라는 생각에 죽고 싶어 하는 환자에게 손이라도 따뜻하

게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참

여자 #5) 

- 처음 신규간호사 때에는 일 배우는데 정신없어서 환자 눈조

차 마주칠 여유도 없었지만,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환자의 아

픔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의 제 모습이 부끄럽

기도 했어요.(참여자 #9)

4. 주제 4 :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양가감정

1)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환자가 회복되어 보람을 느끼다가도, 환자와 보호자의 

난폭한 행동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소진을 자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에게 억제대

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죄책감이 들다가도 안전을 위해 어

찌할 수 없음에 윤리적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다.    

- 환자가 난폭해지면서 저희들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할 때마다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도 간호사는 모두 다 참아야 된다는 것

이 많이 힘들었어요.(참여자 #4)

- 정말 열심히 간호를 했는데도 돌아가시는 환자를 볼 때, 특히 정

들었던 환자가 돌아가실 때 정말이지 너무 슬펐어요.(참여자 #5)

-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하는 데에 있어서, 체력적인 것 보다

는 감정적인 소진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참여자 #6)

- 예전에는 환자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무뎌진 것 같아요.(참여자 #8)

- 환자 안전 때문에 억제대를 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참여자 #2)

5. 주제 5 : 전문가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1) 전문적 지식 습득의 필요성 

  음독자살시도 환자의 특성상 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

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경제적 문제, 가정적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진들 대상의 치료적 의사

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자살 예방 지도자 자격증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면, 이런 환

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더욱 지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참여자 #8)

- 일단 내 자신이 행복해져야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 자

신이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면 이러한 환자 분들 간호하

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참여자 #1)  

2)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

  환자의 신체적 증상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지지 

제공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학제

적 접근과 더불어 반복적인 자살시도 예방을 위한 지지체

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담당 간호사가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간호사뿐만 

아니라 주치의, 정신과,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보도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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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들의 음독자살시도 원인을 잘 파악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만약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클리

닉에 연결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자녀하고 그런 사이가 안 좋으

면, 가족 상담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준다던지 해서 다방면으로 연

계를 해서 자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요.(참여자 #7)

IV. 논  의 

본 연구는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

사의 간호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면담을 이용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통해 ‘자살시

도 환자 간호에 대한 혼란’, ‘자살시도 임종 환자에 대한 간

호사로서의 무력감’, ‘불충분한 환자 간호 제공에 대한 죄

책감’,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양가감정’, ‘전문가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의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자살시도 환자 간호에 대한 혼란’

은 무관심한 의사의 부정적 태도, 통제가 안 되는 불안정

한 가족, 자기 삶에 대해 원망하는 환자와 의사소통 장애

를 경험함으로써 겪게 되는 환자 간호의 어려움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즉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나 

의사지시 확인 과정에서 의사의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언

행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무관심한 반응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자존감 저하, 정체성 혼란의 경험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갈등이 초래

된다는 Nordgen과 Olsson (2004)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

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Kim (2012)의 연구

결과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만과 스트레스를 의사보

다는 간호사에게 풀면서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불면증, 우울, 만성피로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도 음독환자 

중 다수가 술과 함께 음독하는 경우가 많아 폭언과 폭력의 

형태로 치료에 비협조적이거나, 자살시도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두려움과 죄책감 및 수치심의 감정을 간호사

에게 투사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소진을 경험함으

로써 간호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의사의 경우 자살시도 환자에 대해 책임감, 

동정, 슬픔의 감정이 느껴지다가도 결국 대부분 환자에 대

해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Ouzouni와 Na-

kakis (201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진들의 부정

적 태도가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독자

살시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자살에 대한 자신의 입

장 정립과 함께 환자 치료 및 간호에서의 기본적인 의무, 

일종의 윤리강령과 관련된 부분의 인식 제고 등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주제인 ‘자살시도 임종 환자에 대한 간호사로서

의 무력감’은 중환자실에서 자살시도 임종환자 간호에 대

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살시도 환자의 임종 

시기에 정서적 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결과이다. 이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죽음을 자주 경험

하게 되면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업

무수행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사무적인 태도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임종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 따른 

죄책감과 우울을 느낀다고 보고한 Kang과 Lee (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철학적 확립

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환자를 간호하면서 반성,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에 대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전인간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임종간호

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관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

다(Jo, 2010).

세 번째 주제인 ‘불충분한 환자 간호 제공에 대한 죄책

감’은 간호 인력과 의료장비 부족, 제한된 면회시간과 관련

되어 중환자실에서의 바쁜 간호업무수행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한 음독자살시도 환자 간호에의 어

려움을 의미한다. 특히 복잡한 기계와 응급상황에 대해 신

속한 판단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중환

자실에서 부족한 인력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살

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서적 지지간호가 효율적으로 제

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전인적 간호를 위해 보다 

개선된 근무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

태로 일해야 할 때 간호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다고 보고한 Lim과 Cho (2007)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충분한 간호 인력의 배치를 통한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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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수행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간호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네 번째 주제인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양가감정’은 자

살시도 환자 간호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즉 난폭한 환자에 대한 감정소모, 반복되

는 죽음의 상황과 관련된 우울, 환자 보호를 위한 억제대 

사용 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환자안전 우선 간의 윤리적 

딜레마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반하여 이에 대

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

는 자살시도 환자들로 인해 의료진의 감정소모와 우울증

의 심각성을 보고한 Foley와 Kelly (200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므로 추후 소진예방과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된 추가적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

살시도 환자에 대해 간호사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낮은 간

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태도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겠다(Jin, 2013; McCann et al., 2006).     

마지막 주제인 ‘전문가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은 음독자

살시도 환자에 대해 자살시도 환자의 치료적 접근을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교육의 필

요성과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살시도 환자의 자살행동 예방

과 관리에 있어서 건강관리전문가 특히 환자와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

이며(Neville & Roan, 2013), 자살시도 환자와 관련된 교

육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Keogh 등(2007)의 연구와, 자

살시도 환자에 대한 예방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Ki-

shi, Kurosawa, Morimura, Hatta와 Thurber (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자살시도 행동 및 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관련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들의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통해 

자살시도 환자 간호에 있어서 다학제간 전문가 집단의 치

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환자간호의 질 향상

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경험을 바탕으

로, 반복적인 자살시도 환자의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자살시도 환자

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전

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음독자살시도 환자 간호경

험을 통해 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시도되었다. 그 결과 중환자

실 간호사들은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하면서 「자살시도 

환자 간호에 대한 혼란」, 「자살시도 임종 환자에 대한 간

호사로서의 무력감」, 「불충분한 환자 간호 제공에 대한 죄

책감」 및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양가감정」 등을 경험하면

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적 접근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적 증상 회복 중심을 우

선적인 간호목표로 두는 중환자실 환경에서, 자살 재시도 

위험이 높은 환자 간호 시 정서적 간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 대상으로 음독

자살시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에

는 음독자살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자살시도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방 전

략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뿐만 아니라 병동으로 전실하거나 퇴

원 후 효과적인 환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

로, 자살시도 환자뿐만 아니라 병동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

들 중 자살위험 요인이 많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조기 스

크리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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