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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응급실에서는 폭력, 인권침해, 연명치료 거부 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Choe, Lee, & Ham, 2012; 

Kim, Yu, & Lim, 2019).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응급

실 간호사들은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

히 도덕적 문제를 내포한 상황에서의 고뇌로 인해 야기된 응급실 

간호사들의 소진과 이직 등의 문제는 현 간호 조직의 주요한 관리 

쟁점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간호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또

한 높아지고 있다(Palazoğlu & Koç, 2019). 간호 조직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호사 교육, 윤리 의사결정 지원, 

조직 내 오픈 토론 등의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Shin, 

Jeong, Lee, & Yang, 2015; Yidiz, 2019). 그러나 기존의 제안으

로는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고

뇌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Noh, Kim, & Kim, 

2013).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효과적인 대

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실제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 대

응 사례들을 탐구하여 도덕적 고뇌에 대한 대응 경험을 깊이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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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고뇌란 간호하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

고 있지만 여러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옳음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 혹은 반응을 의미한다(Jameton, 1993). 

도덕적 고뇌로 인해 간호사들은 당황, 분노, 불안과 같은 내재적 

반응과 두통, 복통 등의 신체·심리적 증상을 경험하지만 대개 이

러한 증상과 도덕적 고뇌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

게 누적된 감정들은 자존감 및 업무능력의 저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정체성 상실, 업무 동기부여 감소, 고용불안 및 간호의 질 저

하, 고객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 결국 이직이라는 직업적 회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Park & 

Oh, 2016). 

도덕적 고뇌는 예기치 않게 촉발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에 대한 다양한 대응 양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

으로 언급되는 스트레스 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도덕

적 고뇌에 대한 대응을 분류해보면 문제 중심 대응과 감정 중심 

대응 그리고 혼합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Folkman & Lazarus, 1980). 대다수의 간호사들

은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적으로 대응한다(Lim, Bogossian, & Ahern, 2010). 세부

적인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문제해결 중심 대응은 긍정적인 결과

를 유도하고자 하는 대다수 간호사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전

략이며, 감정 소진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 대응의 항목으로는 

적극적 대응, 계획 세우기, 경쟁적 활동의 억제, 대응의 제한, 사

회적 지지 도구의 활용 등이 있다(Bartram, Joiner, & Stanton, 

2014). 감정중심 대응은 사회적 지지 체계의 이용, 긍정적 재해석, 

수용, 부정, 영적 의존 등의 항목이 있으며, 직장 내 친밀한 인간

관계와 가족이나 친구 같은 관계 지지망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계 지지망은 주로 친밀한 동료 간에 개

인적 관계에 의존한 형식으로 나타나며(Farrell, Bobrowski, & 

Bobrowski, 2006), 결국에는 도덕적 고뇌의 상황을 피하는 양상으

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는 도덕적 고뇌감이 증폭되는 

크레셴도 효과나 도덕적 잔류물을 남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Epstein & Hamric, 2009).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때로 주체

의 보호를 위한 방어기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혼합 

대응은 문제 중심 대응과 감정중심 대응을 둘 다 사용하여 갈등에 

반응하는 양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한 간호사들이 선택적 유동

성을 발휘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Chang, Hancock, 

Johnson, Daly, & Jackson, 2005). 

도덕적 고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에서 의료기관과 간호 

업무의 특성을 중심으로 본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정도

(Kim et al., 2019), 임상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고뇌

가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Lee & Ahn, 2019), 신생아중환자

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Jeon, Kim, & Son, 2019)가 있으며, 상

황과 그에 따른 반응을 중심으로 본 연구로 윤리적 딜레마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Lee & Shin, 2012),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

는 말기 환자간호의 어려움과 도덕적 고뇌, 소진 및 직무만족 관

계연구(Jeon & Park, 2019)가 있다. 국외에서는 측정도구를 이용

한 고뇌에 대한 연구(Epstein, Whitehead, Prompahakul, Thacker, 

& Hamric, 2019),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 도구 연구(Chang 

et al., 2005),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요인(Jalali, Tabari 

-Khomeiran, Asgari, Sedghi-Sabet, & Kazemnejad, 2019)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

은 특수한 간호 부서에서 도덕적 고뇌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

른 간호사들의 직업적 위기 또한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Oh & Jeong, 201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도덕적 고뇌의 사

례와 발생 빈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대응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

내 응급실 환경과 그 상황 속 간호사를 개별 주체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도덕적 고뇌의 대응에 대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

하여 이를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여 도덕적 고뇌의 대응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고

뇌의 대응 경험을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전문직 간호 실무

를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대응을 깊이 있게 이

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응급실에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고, 이에 대

응한 응급실 경력간호사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목적적 표집법

에 따라 K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1년 이상 근

무한 간호사 11명이 참여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

의 포화가 이루어져 추가 모집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11명의 인터

뷰 인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수의 선정은 

선행 연구에서 자료의 포화를 위해 필요한 표집 수로 제시된 

9~24명의 대상자 수 기준에도 부합하였다(Hennink, Kai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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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ni, 2017). 

연구 질문

연구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도덕적 고뇌의 상황,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체를 포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 상황과 그에 대

한 대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도덕적 고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는데 도움이 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원활한 면담을 위해 면담 시작 시에 참여자에게 Jameton (1993)

의 정의에 따른 도덕적 고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도운 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도입 질문으로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도덕적 고뇌 

상황이 무엇인가요?”였으며, 답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

록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 

때,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답변이 나오거나 유사한 답변이 이어지

는 경우, 전환질문으로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

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떠한 방법이 도덕적 고뇌를 대처

하는데 효과적이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질적 인터뷰의 내

용이 풍부해지고,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의 면담은 2015년 2월 한 달간 자료의 포화까지 실시되

었다. 자료의 포화시점은 동일한 답변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나오

는 때로 보았다. 면담은 참여자가 허락한 시간에 맞추어, 조용하

고 편안한 분위기의 면담 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동안 연구자가 

직접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진솔

한 경험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전 참여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최근 근황에 대해 이야

기하였으며,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였다. 면담 전 단계에서 연구주

제, 목적,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면

담 시작 단계에서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

용하지 않을 것이며, 녹음 동의와 원할 시 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점, 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으로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참여자 당 1~2회 실시하였고, 회당 면담 시간은 30분에

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차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면담을 이어나갔다. 면담 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참여자

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동의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경청하였다. 자료의 누락방지

와 정확성을 위해 면담 시에 메모하였으며, 녹음된 면담 자료들을 

가능한 빨리 연구자가 그대로 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사전에 S병원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4-SCMC-069-00)을 얻고 진행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면담의 내용을 녹음할 것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

지 않을 것을 확인한 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수집된 모든 자

료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준수할 것임을 설명하고, 분석된 자료에

서 참여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기 위해 익

명성을 유지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자료 분석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자 할 때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부터 단순히 단어를 모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와 같

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범주와 주제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 분석의 방법 중 전통적 내용 분석을 

사용하여 탐구하였다. 이러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은 기존에 알려

진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탐구

적인 방법으로 특히 전통적 자료 분석 방법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

른 차별적 인식을 새롭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sieh & 

Shannon, 2005). 

구체적인 분석의 단계는 탐색 질문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개시된다. 먼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적인 흐

름 속에서 핵심사고와 개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여, 자료

를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코딩된 자료의 관련성, 차별성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다시 범주를 분류하였

다. 그 다음 단계로,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라벨

링을 거치고, 주제의 핵심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코드와 의미 

있는 진술문을 공동 연구자와 반복적으로 고찰하여 주제의 신뢰

성을 공고히 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평

가기준인 신뢰성,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영역으로 검토하였다

(Morse, Barrett, Mayan, Olson, & Spiers, 2002). 면담 전 참여자

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자와 참

여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였다. 현상을 생동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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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해석하기 위해 면담 즉시 자료를 전사하고, 전사한 자료

를 반복적으로 읽어 의미를 본질에 다가가도록 확인함으로써 신

뢰를 높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

대로의 생동감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된 자료를 반복해서 들

으며, 전사 자료와 대조하여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고 원 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

미를 음미하고 검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기

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의 자

문 및 검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

학 교수 2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적용성을 위해 응급실 근무 경

력이 있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연구 결과를 읽도

록 하여 그 정도를 검증받았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32세로, 모두 여성이었다. 미혼이 72.7%

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학사가 81.8%, 석사가 18.2%이었다. 종교

는 무교가 45.4%, 기독교가 27.3%, 불교가 27.3%이었다. 참여자 

모두 응급실 평균 6년의 경력(범위: 2-20년)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1).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대응경험  

원 자료로부터 도출된 도덕적 고뇌 대응의 의미 있는 진술문은 

총 72개였다. 의미 있는 진술문을 바탕으로 8개의 코드(code)와 3

개의 범주(category), 그리고 주제(theme)가 도출되었다. 응급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대응 경험의 주제는 감정중심의 수동 대응

이었다. 주요 범주는 관계를 고려한 당면한 상황 수용,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자기 합리화, 도피-회피였다(Table 2). 

● 범주 1: 관계를 고려한 당면한 상황 수용 

• 당면한 돌봄을 우선함

참여자들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간호 요구와 보편 윤리를 지

켜야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업무 관계를 고려하여 당면한 간호

에 더 주력한다고 하였다. 가치판단이 필요하고,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윤리 문제에 개입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과중한 책임

을 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

답했다. 그렇지만 행위를 선택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도덕적 

고뇌에 대해 감정적인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관련 진술은 다

음과 같다. 

“이알은 너무 바쁘니까 옹호자 역할이라든지 이상적인 간호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0~29
30~39
40~49

6 (54.5)
3 (27.3)
2 (18.2)

Gender Female 11 (100.0)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3 (27.3)
8 (72.7)

Education level Master
Bachelor

2 (18.2)
9 (81.8)

Religion Christian
Buddhism
None

3 (27.3)
3 (27.3)
5 (45.4)

Years in emergency 
department

1~5 
6~14 
Above 15

7 (63.6)
3 (27.3)
 1 (9.1)

Table 2. Theme, Categories, and Codes regarding Coping with Moral Distress among Emergency Nurses

Theme Categories Code

Passive   
emotion-based 
coping

Uncritical adaptation to distressing 
situations

Prioritizing urgent nursing care

Considering relationships with other departments

Responding to distressing situations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burden of 
both hospital management and patients

Self-justification for not acting
Following organizational hierarchy and rules as a staff member to maintain 
the organization

Maintaining job stability and livelihood

Flight from ethical decision 
making

Escaping situations because of past experience of failure to resolve ethical 
issues

Ignoring situations due to the difficulties in solving of ethical problems

Avoiding resolving moral distress related to low profession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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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간이 없지. 닥치는 일 하다보면 도덕적 고뇌 같은 문제를 생

각할 여력이 없어, 그리고 그런 문제보다 환자 간호를 먼저 하는 

게 이득이지. 마음이야 떨떠름하지만 받아들여야지. 업무가 더 급

하니까 할 수 없지” (대상자 1)

•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고려함  

참여자들은 도덕적 고뇌 상황의 해결보다 의료기관 구성원으로

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동료 간의 협동 관계를 우선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잠깐 있는 환자와의 관계보다 계속 이어지는 의사랑 원무과, 

총무과 직원들이랑 관계들을 더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한 번 보고 

말 사이의 환자들을 멋도 모르고 옹호해주다가 나만 다치느니 돈

독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고 봐가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대상자 6)

“관계 악화가 두렵지. 옳은 소리 했다가 찍힐까봐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고, 해결이 어려운 도덕적 고뇌 상황은 일단 못 본 척하

고 마는 거지.” (대상자 1)

•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함

참여자들은 윤리적 결정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있거나 보호

자가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에 대해 고려하였다. 예측되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덕적 고뇌의 대응에서 현실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환자만 보호하자고 딱한 입장의 보호자를 울릴 수는 없잖아요. 

돈 내고 결국 책임지는 건 보호자니까, 그런 입장 다 알면서 보호

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대상자 6)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간단한 건데, 

그렇게 돈 많이 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솔직히 그런 환자들 대하기

가 내가 미안한 거죠. 비용이 자꾸 신경 쓰이고…….” (대상자 2)

 
● 범주 2: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자기 합리화

참여자들은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러한 대응의 바탕에는 도덕적 고뇌의 문제를 일차적 간호 업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무 환경(인력부족, 지지체계 미흡, 상호 대화 

부재)이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 기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함

참여자들은 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자신의 주요 역할이라고 하였다. 조직의 유지를 위해 규

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위는 도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우위

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그 환자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걸 알면서도 싫긴 

하지만 그건 내 감정문제고, 직장은 서열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다른 직장들 생각해봐, 다 그렇지. 미생(직장 내의 위계 서

열을 다룬 드라마) 봤지? 좀 부당하다 싶어도 상사가 하자고 하면 

따라야지. 그래야 조직 체계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거니까.” (대상

자 2)

“여기서 정해준 규정. 때로 그게 옳은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 규정 핑계 대며 환자 요구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

아. 일단 내가 규칙을 지켜야 기본이 서니까” (대상자 5)

• 나의 직업 유지가 중요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보장되어야 간호도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하지만 양심으로 인해, 감정적 잔류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그런 실수들(동료들의 실수)을 일일이 걸고넘어지고, 그렇게 

따지면 난 만신창이가 될 거야. 어쩔 수 없지. 내가 살아야 하잖

아. 그래도 자꾸 생각은 나지.” (대상자 10)

“두렵지. 그 문제 해결하다가 잘리기라도 하면 어째. 나는 가장

이라서 위험한 일은 바로 거르는 거지. 직업이라고 다 환자 입장

에서 희생적인 소명의식만 강요하면 안 되지.” (대상자 2)

● 범주 3: 도피-회피

• 도덕적 고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과거 경험 

참여자들은 과거의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

였을 때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다시 당면한 도덕적 고뇌의 상황

에서 윤리적인 결정에 따라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유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관련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때 진료를 빌미로 여자 환자 사진을 몰래 촬영하던 그 의

사의 일(한숨). 알지? 나 그 때, 위에 분들에게 신고도 하고 발버

둥 쳤지만, 결국 내 시간만 쓰고 끝난 거 같아, 오히려 그 일에 대

한 경위서를 적느라고 한 달 넘게 남아서 면담했잖아. 결국 그 사

람은 그냥 핀잔만 받고 끝났잖아. 또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

젠 안 해. 결과가 뻔하다 말이야.” (대상자 3)

“거짓말로 증세 말하고, 마약성 진통제 타는 거 하는데도 그게 

거짓말인거 밝히다가 근무 내내 싸우게 되니까 힘들지. 그냥 목숨

에 위해가 가지 않는다면……. (한숨). 나는 이제는 막을 기력도 

없어.” (대상자 1)

• 도덕적 고뇌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참여자들은 도덕적 고뇌 문제 자체가 명확한 답이 없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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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외려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 상황

으로부터 도피하는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관련 진술

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답답하고 그런데도 어쩔 도리가 없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제도적인 부분은 당장 해결도 안 되고, 사람들 마

음을 단번에 개화시킬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내가 끼지 않기를 바

라게 되고, 못 본 척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백화

점이나 가고 싶다. 얼른 마치고 술이나 한잔하자 하는 거지.” (대

상자 11)

“학대받는 여자가 왔는데, 보호자가 학대한 남편이더라. 그 남

편이 진료 결과 설명을 듣고 병원비를 부담하고 퇴원해서 같이 데

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숨). 내가 나서서 당장 분

리를 시켜도 이후 삶까지 보장해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는 거야. 더군다나 간호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듣기나 하냐

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이 내내 씁쓸하

긴 하지. 그래서 혜민스님 책 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이려고 노력하

지.” (대상자 9)

• 도덕적 고뇌 문제에 대해 행동하기 어려운 조직 풍토

참여자들은 주체적으로 도덕적 고뇌에 대한 대응 행위를 결정

하기 힘든 국내 간호사의 직업·문화적 풍토로 인해 회피를 대응으

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 

“말기 암 환자가 마약으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고 죽을 날 받아

놓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서 농약 먹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제발 조용히 죽게 해달라고 사정해도 다들 아랑곳 않고 자기 일만 

하는 모습들이 참……. (한숨). 씨브이피 잡고 에이라인 잡고 할 

때 아파하는 거 보니까 안됐지, 저게 나라면 난 절대 저런 것 원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

지. 근데 우리가 나서면 복잡해지니까 답답하고 아쉽다 생각만 하

고 말아. 생각만 해도 진짜 밖에 나가고 싶고, 다 잊고 떠나고 싶

어. 쉬는 시간마다 여행 검색하는 게 낙이야.” (대상자 6)

“말기 환자가 디엔알했는데 보호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씨피알

하는 경우처럼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는 의사가 중심을 잡

아줘야 하는데, 의사가 결단력 없고, 보호자들이 더 극성이면 알

잖아요? 진짜 답답해요. 그냥 모른척하고 일만 하는 거죠. 그 환

자 나중에 보면, 별의 별 마음이 다 드는데, 하……. (한숨). 그런 

거 보기 싫으니까 얼른 이알에서 나가고 싶어요.” (대상자 7)

논   의

본 연구결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도덕적 고뇌에 대응의 주제는 

감정중심의 수동 대응이었다. 이에 따른 범주는 ‘관계를 고려한 

당면한 상황 수용’,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자기 합리

화’, ‘도피-회피’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는 간

호 조직의 분위기 내에서, 역할 이행과 상충되는 상황의 도덕적 

역할을 요구받는 간호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드러내는 하나의 

내적 보호의 대응 방식으로 볼 수 있다(Bartram et al., 2014). 

연구 참여자들이 드러낸 감정 중심 대응은 중환자실 간호사들

이 도덕적 고뇌에 대해 감정 중심의 수동적 대처행위를 나타낸다

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Park & Oh, 2012). 특히 중환자실

이나 응급실과 같은 특수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이러한 감정적 반응의 유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Jalali 

et al., 2019). 이는 도덕적 고뇌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도 전에 다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의료 현실과도 연

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Chae, Yu, Lee, & Park, 2017). 

관계를 고려한 상황 수용이라는 대응은 대개의 임상 간호사들

이 도덕적 고뇌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는 결과와

는 차이가 있다(Lim et al., 2010).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의 의

료 환경과 본 연구의 의료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계층적 서열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간호조직의 

고유한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선행 연구에서 도

덕적 고뇌의 주요 영향 요소로 제시된 무의미한 돌봄과 상황적 요

인, 의사 실무를 이행하는 것 등(Chae et al., 2017; Kim et al., 

2019)과 다르게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 권한 한계와 인간 관

계적 요소를 더욱 크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요소가 도덕적 

고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권위적 

분위기가 강한 간호계의 실무 현장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간호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

계적 측면을 업무와 연관시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는 대응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집단 성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도덕적 고뇌 상황에

서 대응을 위한 판단 기제로 사용되는 이성적 기능을 사회 관습적 

요소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화된 익숙한 학습

형태로 감정중심 대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남아

있는 감정적 앙금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거쳐 행위의 타당성을 구

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won, Ahn, Kwak, & Yun, 2019). 

이러한 대응의 기저에는 여성으로 대표되는 간호 집단의 사회

성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더불어 간호계에서 도덕적 고뇌 해결을 

위한 교육이 임상의 문제해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Noh et al., 2013). 임상에서 간호사에 대

한 전문직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도덕적 고뇌상황에서

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도덕적 

고뇌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실무에서의 

사용을 위한 적절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n & 

Seo, 2018). 따라서 간호사들의 도덕적 고뇌의 경험적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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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며,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상황에 

따른 교육적 차원의 해법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 대응 행동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

으로 간호 대상자와 보호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꼽았는데, 이는 경

제적 측면이 의료를 받는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

과 관련이 있어 등한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보면, 간호사들은 간호하는 대상자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간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 드러난 참여자들 대응의 주요한 부분이 감정 중심이

지만 이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반응으로 생각되며, 이성적 판단

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동하지 않음을 선택

하는 것 또한 일종의 주체적인 역할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

서 참여자들은 수동적 대응을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다(Chang et 

al., 2005).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과거 실패했던 도덕적 고뇌의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 학습이 감정 표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

스러운 반응이라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덕적 고뇌로 인해 소진과 상이한 역할 이득

에 따른 분열을 경험하고,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연구의 참

여자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탈피하고,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 직장

과 관계없는 친밀한 지지집단과의 대화, 요가, 드라마나 영화시청, 

여행 등과 같이 문제에서 멀어지는 자기 합리화와 회피 반응을 드

러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 당면한 고뇌상

황에서 임시방편의 감정 해소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던 바, 이 

같은 결과는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는 간호사의 옹호자로서 역할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준다(Oh & Jeong, 2019; 

Park & Oh, 2016). 자기 합리화와 회피 반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서 개인이 문제 완화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반

응들이다(Carver et al., 1989). 따라서 간호사들은, 선택할 수 있

는 개인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손해가 최소화되는 방향, 즉 최선의 

방어 전략인 감정 중심 대응을 선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아 응급실 간호사들은 간호조직 내

에서 도덕적 고뇌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결정된 통합적인 방안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도덕적 고뇌의 문제 해

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어

려워하고 있었다(Palazoğlu & Koç, 2019). 

따라서 응급실에서 도덕적 고뇌의 중재는 조직의 차원에서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델에서도 도덕적 고뇌

와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직관과 추론에만 따르

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구조 속에서 관계와 현상에 예속되는 하

나의 맥락으로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제시한다

(Haidt, 2001). 따라서 도덕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국내 간호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실무 차원에서도 

응급실 간호사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의 감정 해소

의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 관계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지가 필

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변하는 응급 상황에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

는 간호사들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대응을 다룬 것으로, 도덕적 

고뇌 상황의 해결 방안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

구로써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도덕적 고뇌에 대해 감정 중심의 수동 

대응을 하고 있었다. 이는 윤리 문제에 당면한 간호사 개인의 내

적 보호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들은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외에

도 대상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 속의 경제 요인 등의 인간을 둘러싼 삶의 

맥락적 요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식을 주로 선택하

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응급실에서의 도덕적 고뇌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실무 부서에 맞춘 도덕적 고뇌의 경험적 증거와 해결책을 토론하

고 이를 누적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간호조직문화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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