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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 수행
수준을 알아보고 임종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요양병원 간호사 42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는 SPSS Win 22.0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 경로분석은 Amos
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에는 임종간호 스트레스, 피로, 내적통제신
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한 임종간호 수행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
며, 요양병원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시킬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과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요양
병원 간호사에게 질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업무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내·외적 통제신념, 스트레스, 피로, 임종간호수행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examines the level of terminal care nursing care 
and the effects on terminal nursing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beliefs of nurses in the nursing 
geriaic hospital.. The subjects consisted of 442 nurse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that used SPSS WIN 22.0, and AMOS 5.0 
statistical program was hypothetical model and path analysis of research hypothesis. As a result, 
terminal car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was statininificant to the terminal care stress, fatigue and 
locus of internal & external control. and the higher the internal control belief, the less stress of the 
terminal care and the higher the terminal care performance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rs a more 
terminal care performance, It is considered that nursing hospital nurses who develop strategic 
programs and terminal care nursing will need to provide quality nursing education and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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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환경의 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201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5%이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
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 증가
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2009년 777개 였던 것이 
2018년에는 1,535개로 많이 증가[2]하여 현재 그 규모
와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뇌졸중, 암 등 만성 질
환자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통합적 의료서비스가 필요
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3].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성장은 평균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서 노인적 질환 및 만성질환자와 말기환자
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부양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보호의 부담등이 늘어남으로 인하
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8년부
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됨과 더불어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4].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
의 대부분이 치료되지 않고 호전이 안된 채로 요양병원
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5]. 따라서 노인환자의 임종에 대한 돌봄은 요
양병원 간호사에게 옮겨 오고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노인환자들의 노인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요양병원
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직면할 기회가 많아졌다
[6]. 이에 요양병원 간호사는 노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
는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환경에 근무하면서 임종환자에 
대한 욕창간호등의 직접간호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업무, 일상수행능
력까지 돌보는 실정이다[7]. 노인환자중 말기암 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와 영적인 간호 즉, 임종간호수행까지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8].

요양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는 인력부
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데 중압감을 
느끼고 특히 임종환자를 돌보아 하는 부담감은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소모가 커지며 간호사 스스로에게
도 스트레스와 및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9,10].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려면 요양병원 간호사는 죽음에 
대한 내·외적 통제신념을 확실히 정림함으로 임종환자의 다
양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신념을 Rotter[11]는 자신의 행위를 이루는 인과
관계에서 결과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통제신념을 자신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높은 내적 통제 신념이 높은 사람과 자신의 외부
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으로 나누었다. 통제 신념은 자신이 지각할수록 사람
의 태도 및 행자기향상 및 동기화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스트레
스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인지하는 내적통제신념
이 높은 자는 스트레스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을 하
는데 더 신중하였으며, 곤란한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능력
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2]. 

통제신념에 대한 연구는 Rotterr가 내·외적 통제척도
를 개발한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Kim[13]의 연
구에서 목회자의 부인은 내·외적통제신념에 따라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적 통제신념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책임자이고 자신의 성공
과 실패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생
각하므로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받
아들이는 것이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통
제신념이 높은 사람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외적통제신념 보다 내적통제
신념이 강한 사람이 학업성취도 변인의 인과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내적통제신념과 학업성취도와의 밀접한 관
계를 보이며 보다 자율적이며 생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진
취적, 목표지향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요양병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는 임종간호 
수행과의 관련성을 보인 연구로는 찾아 보기가 어려웠으
며, 호스피스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15], 죽음인식에 
대한 연구[16,17]가 대부분이며, 일부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연구가 있어[18] 추후연구에서 이를 우선하여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임종환자를 자주 접촉하는 요
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 수행 요인에 미
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내·
외적 통제신념과 임종간호에 스트레스와 및 피로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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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요
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을 향상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내ㆍ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
에서 임종간호 수행과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요양병원의 
임종간호 수행능력의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임종간호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내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스트레스 
및 피로, 임종간호수행 정도와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내외·적 통제신념, 임종간호스트레스 
및 피로, 임종간호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변수간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
가설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 스트

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근접모집단인 B시, K시, Y시에 위치한 노

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요양병원의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연구참여 동의
한 대상자는 서명 후 자가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대
상자 수는 구조방정식 모형표본의 크기에 따라 본 연구
의 자유모수가 44개로 필요한 최소 샘플수는 400개 이
며 이중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
되지 못한 50부와 불성실한 응답 28부를 제외한 422부
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윤리적 고려을 위하여 2017년 3월 2일부
터 7월 25일까지 I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으며(INJE IRB/2016-10-058-004) 연구자가 직접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

문응답에는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응답자에게
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내·외적 통제신념(Locus of control)
내·외적 통제신념척도는 Glasser[19]의 7영역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념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를 번안하여 
만든 한국판 통제신념척도[20] 중 내적 통제신념 3개 항
목과 외적통제신념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통제신념의 4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신념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21]의 연구에서 통제신념의 Cronbach's 
α계수가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2.3.2 임종간호 스트레스(Terminal Care Stress)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Lee[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5점 평정척도 이며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임종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영역 8문항 ,임종환자에 대한 시간 할애의 어려
움 영역 7문항,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영역 7문
항, 업무량 과중 영역 5문항,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영역 6문항, 전문지식과 기술부족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Park[23] 연구에서는 Cronbach' α계수가 .92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영역
별 신뢰도에서는 임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89, 임종환
자에 대한 시간할애의 어려움 .89, 임종환자간호에 대한 
부담감 .81, 업무량과중 .86, 임종환자와의 인간적 갈등 
.80,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90로 나타났다.

2.3.3 피로(Fatigue)
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유용성 평가에서 입증된 

Schwartz[24]의 FAI(Fatigue Assessment Inventory)
를 사용하였다.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느꼈던 피로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FSS (fatigue severity 
scale)내용은 전반적 피로도 영역 10항목, 일상생활기능
장애 영역 5항목, 상황적 피로영역 4항목의 세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7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이었으며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피로도 .93, 일상생활기능장
애 .81, 상황적 피로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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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6 1.4

Female 416 98.6

Age(year)

20-29 30 7.1

30-39 55 13.0

40-49 146 34.6

50-59 162 38.4

60< 29 6.9

Marital status
Married 337 79.9

Single & others 85 20.1

Religion

Christian 93 22.0

Catholic 46 10.9

Buddhism 135 32.1

Others 148 35.0

 Degree

College 286 67.8

University 122 28.9

Overs 14 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22)

Description n M±SD t/F-value p-valu
e

Post 
Hoc

Experience 

 1 > 59 56.12±13.31

2.519* .029 A<D,E,F

 2-3 112 58.56±09.10

 4-5 100 57.01±09.96

 6-7 75 60.23±09.92

 8-10 48 60.88±08.72

 10< 28 61.43±09.37

Department Ward 298 58.76±10.12 .499 .618 -

Table 2. Difference of the Terminal Care Performance 
by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n=422)

2.3.4 임종간호 수행(Terminal Care Performance)
임종간호 수행은 Park[2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

였다. 본도구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 
심리적 , 영적 영역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8문항, 8문항, 6문항으로 4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임종간호 수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Park[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92로 나타났고 각
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에서는 신체적영역 .88, 심리적
영역 .86, 영적영역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과 와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내·외적 통제신념, 임
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에 따른 임종간호 수행의 차이
는 독립표본검정( Independent t-test) , 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
를 이용하였다.

셋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
대우도법으로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평가는 절대부
합지소 X2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422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98.6%이었고, ,연령은 50-59세가 38.4% 이었고, 결혼상
태는 ,기혼,이 79.9%, 종교는 ‘무교’가 33.6% 이며, 최종
학력은 ,전문학사 졸업,이 67.8%로 나타났다.

4.2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차이
직무관련 특성에 따라 임종간호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임종간호수행 분석결
과 요양병원 근무경력, 간호직 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요양병원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1년 미만(M=56.12)에 비해 5-7년 
미만(M=60.23), 7-10년 미만(M=60.88), 10년 이상
(M=61.43)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종간호수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간호직 생활 만족도에 따라서는 약간 불
만족(M=55.47)에 비해 만족(M=61.45)의 경우 상대적으
로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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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care 
unit 124 58.22±10.43

Position

Registered 
nurse 341 58.45±10.52

.766 .466 -Charge nurse 29 57.59±08.60

Head nurse 
over 52 60.13±08.81

Shiftwork
Day 131 58.37±09.58

-.318 .751 -
Shift 291 58.71±10.48

Physical 
burden 

Never 39 60.18±11.71

.488 .691 -
Bearable 273 58.57±10.20

Slightly hard 100 57.96±9.13

Feel hard 10 59.80±14.39

Satisfaction 
for nursing

Satisfied 73 61.45±10.77

4.419** .004 C<A

Generally 
satisfied 269 58.62±09.76

Slightly 
dissatisfied 73 55.47±10.39

Dissatisfied 7 60.86±11.74

Training for 
terminal 
care

Yes 215 60.52±9.72
3.998*** .000 -

No 207 56.61±10.33

Whole 422 58.60±10.20

Description Internal 
Control

External 
Control

Terminal
Care 

Stress
Fatigue

Terminal 
Care 

Performance

Internal 
control -

External 
control .109* -

Terminal 
care stress -.097* -.054 .547

Fatigue -.043 -.320** .321** .664

Terminal 
care 

performance
.163** .102* -.144** -.270** .525

Table 3. Verification on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and Normological Validity  (n=422)

Hypoth
esis

Independe
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Estim
ate S.E C.R. p-valu

e

H1 Internal 
control ⟶ Terminal care 

stress -.17 .09 -1.88 .031*

H2 External 
control ⟶ Terminal  care 

stress .10 .08 1.26 .103

H3 Internal 
control ⟶ Fatigue -.04 .10 -0.36 .359

H4 External 
control ⟶ Fatigue -.53 .08 -6.53 .001***

H5 Internal 
control ⟶ Terminal care 

performance .32 .10 3.22 .001***

H6 External 
control ⟶ Terminal care 

performance .08 .076 1.12 .132

H7
Terminal 
care 
Stress

⟶ Terminal care 
performance -.13 .06 -2.34  .009**

H8 Fatigue ⟶ Terminal care 
stress .35 .05 6.31 .001***

H9 Fatigue ⟶ Terminal care 
performance -.12 .06 -2.22 .026*

Table 4. Path Analysis of among variables of 
Hypothesis Model

4.3 대상자의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및 판별타당도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및 이론 모형에 대한 전체 적

합도와 경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먼저 내적통제신념
은 외적통제신념(r=.109, p<.05), 임종간호수행(r=.16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임종간호스트레스(r=-.097, p<.05)와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
(r=-.142, p>.05)는 내적통제신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외적통제신념은 피로(r=-.0320, p<.01)와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종간호수행
(r=.102, p<.05)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임종간호스트레스(r=-.067, p>.05)는 외적
통제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임종간호스트레스는 피로(r=.321, p<.01)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임종간호수행(r=-.144,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피로는 임종간호수행(r=-.27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가 9이
상이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의 결과에서는 상관계수가 9이상을 넘어 AVE(분산추출

지수)가 대각선 하단의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나서 판
별타당도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4.4 대상자의 변수간 모형의 경로분석 
대상자의 내적통제신념, 외적통제신념, 임종간호 스트

레스, 피로, 임종간호수행간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Table 4와 Pigure1과 같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검증결과는 내적통제신념, 피로의 경로계수는 
-0.16, C.R값은 –1.86(p<.05)과 0.34, C.R값은 6.31(p<.01)
로 나타나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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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 diagram of the study

피로를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검증결과는 외적통제신
념의 경로계수는 -0.53, C.R값이 -6.53(p<.01)로, 피로
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간
호 수행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검증결과는 내적통제신
념의 경로계수는 0.32, C.R값은 3.22(p<.001)으로 나타
나 임종간호 수행에 유의한 양의관계를 보였다.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경로계수는 -0.13, C.R값이 –2.33(p<.01)으
로 나타나, 임종간호 수행에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피로의 경로계수는 -0.12, C.R값이 -2.22(p<.05)로 
임종간호 수행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내·외적 통제신념과 임
종간호 스트레스 및 피로관계에서 임종간호 수행 수준을 
알아보고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임종
간호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에서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하는 
간호사가 간호의 전문직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고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록 임종간호수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23,2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직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81.0%로 높게 나타났
으며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이 50.9%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약 50%는 임종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요양병원에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위한 임종
간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필수교육으로 채
택하여 요양병원 임종간호수행의 질을 높이는 관리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내적통제신념이 높을
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
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 수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 부인의 내적통제
신념이 높은 목회자 부인이 외적통제신념이 높은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13]와 동일한 결
과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처할 때 자신이 통제한다고 인
지하는 내적통제자가 스트레스는  외적요인인 운명이나 
운 등에 의한 것 이라고 보는 외적통제자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11]이다.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간호사가 임종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 보다 진
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 자율적이며 생에 대해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또한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자가 외적통제신념이 높은 자보다 학업성취도와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14] 내적통제신
념이 높은 사람이 임종간호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임종간호 
수행에 참여하는 간호사를 배치할 때 현실적으로 완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내적통제신념을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피로와 임종간호 수행
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피로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피로가 낮을수록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이 높다는 
연구[21]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의 69% 이상이 교대근무를 하고 업무의 육체적 26.3%가 
업무의 육체적인 부분에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
양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근무시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육
체적인 업무 과중뿐만 아니라 임종간호환자의 증상 완화 
간호에 치중함으로 피로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임종간
호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해야 하는 제도적인 방안과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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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호사의 전반적 피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간접효과로 간호사
의 업무 피로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이 낮게 나타났
고 간호사들의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이 낮게 나타난[14,23]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임종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가장 가
까이에서 돌보는 간호사의 임종간호수행의 영향이 임종
환자의 질적인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요양병원 간
호사들의 임종간호수행을 위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교
육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임종간호 스트레스
를 많이 받을수록 임종간호 수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임종환자의 복합적인 간호요구뿐만 아니라 임종
환자의 죽음을 평안히 맞게 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영
적간호를 제공하는 당위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요인을 찾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요양병원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간호
사의 스트레스 및 피로를 줄이기 위한 3교대 근무형태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급성기와 다른 간호업무 외 환자 
목욕, 수발,등의 소진 높은 간호행위의 해소를 위한 근무
환경의 개선과 임금 보장 등의 간호사 복지향상의 제도
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시, K시, Y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간호사 
422명을 대상으로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간
호사가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할 수 있기위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은 I대학교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NJE 
IRB/2016-10-058-004)을 받아 26개 요양병원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422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
간호 수행은 있어 내적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임종간호 수
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요양병원 간호사가 임종간호 수행을 잘 할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도구이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임종환자의 중증도등을 포함한 임종간

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 경남에 위치한 요양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구축하였
으므로 특정 지역의 임종간호 수행에 미치는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활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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