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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는 주산기 자녀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활동으로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가족 중심의 간호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주산기 아기

사망의 특성으로 인해, 간호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긍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질 높은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마련을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편의표출 된 간호사 136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수행되었다. 주산기 아기 사망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Chan 등(2013) 

의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 를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장수현(2013)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생아 임종 간호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간호사의 인식 측정 도구는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아기

사망 간호 태도 52.59(±4.94)점,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

15.86(±2.03)점,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 34.72(±3.70)점으로

나타났다. 

2)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을 받은 경우, 아기 사망과 관련한

간호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t=-3.38, p=.003), 현

근무지도 간호 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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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특히,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가 분만실 간호사의 비해 더욱

긍정적인 간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간호사는 해당 근무기관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정책이 있는

경우(t=-4.23, p<.001)와 현 근무지 경력 기간이 길수록(r=.19, 

p=.015)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정책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간호사는 현 근무지 경력 기간이 길수록(r=.16, p=.029)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5)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112.16(±13.46)점이고,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는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r=.40, p<.001),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r=.61, 

p<.001)과 상관 관계를 보였고,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은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과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r=.52, p<.001).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아기 사망 간호 태도(r=.29, 

p<.001),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r=.38, p<.001)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관련된 간호사의

긍정적 간호 인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긍정적 간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정책 마련 및 교육 활성화를

제안한다.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수행 시 발생되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간호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주요어 : 주산기 사망,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간호사의 인식, 간호사

스트레스

학   번 : 2010-20415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 목적.......................................................................................5

3. 용어 정의.......................................................................................6

제 2 장 문 헌 고 찰 ......................................................................... 9
    

1.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9

2.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14

3.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19

제 3 장 연 구 방 법 ....................................................................... 23
    

1. 연구 설계.....................................................................................23

2. 연구 대상자..................................................................................23

3. 연구 도구.....................................................................................25

4. 연구 절차.....................................................................................28

5. 자료 수집 방법 ............................................................................31

6. 윤리적 고려..................................................................................32

7. 자료 분석 방법 ............................................................................33



iv

제 4 장 연 구 결 과 ...................................................................... 3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4

2.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38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

과 스트레스의 차이..........................................................................44

4.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간의 관

계 ......................................................................................................47

제 5 장 논    의 ........................................................................... 49

  

1.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49

2.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53

3.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인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55

4.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간의 상

관관계 ...............................................................................................57

5. 연구의 의의 .................................................................................60

6. 연구의 제한점..............................................................................61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62

참고문헌 ......................................................................................... 65

부    록 ......................................................................................... 77

Abstract......................................................................................... 90



v

List of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36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Nurses' Awaren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By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 Scale......................... 40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Nurses' Str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By Neonatal End –of-life Care Stress 

Scale ........................................................................... 42

Table 4. Differences in Nurses’ Awareness and Str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5

Table 5. Correlations of the Main Variables (by Measurement 

Scales)........................................................................ 48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산기 사망률

또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통계청, 2018), 2018년 주산기 사망률은 총

출생아 천명당 2.8명으로 전년보다 0.1명(3.8%) 증가되었다(통계청, 

2019). 주산기 아기 사망은 임신 중 태내 사망과 출생초기 아기 사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DiMarco, Menke, & McNamara, 2001; Pineles, 

Hsu, Park, & Samet, 2016), 태아사망과 출생 후 사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나, ‘재태기간 20주 이상의

사산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사망’의 정의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Barfield, 2011). 우리나라 주산기 아기 사망의

주요 원인은 상세 불명, 신생아 호흡곤란 등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가 가장 높은 비율(86.1%)을 나타냈다(통계청, 2018).

주산기 아기 사망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산모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아기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기도 하며(Froen et al., 2011), 

이는 부부 간 혹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acciatore, 

2013). 아기의 부모가 주산기 아기 사망의 애도 과정을 잘 보내는 것은

다음 임신 준비에 영향을 주며, 간호사는 이 기간 동안 아기를 가장

가까이 돌보고, 아기의 부모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으로서, 

(Aiyelaagbe, Scott, Holmes, Lane, & Heazell, 2017; Caccia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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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모 또한  감정적 지지를 해주기를 가장 기대하는

의료진이므로(Kohner, 2000), 간호사가 제공하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중재는 중요하다.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는 주산기 자녀 사망을 경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간호 활동으로,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Hutti et al., 2016). 간호사는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해야하며, 

장례절차, 부검 등 가족들의 선택의 과정을 돕고, 사망 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상실의 감정을 공감하며 신뢰 관계를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Hughes & Goodall, 2013). 이를 위해 간호사는

본인 수행하는 간호 활동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슬픔을 맞이한 부모가 이 과정을 극복하도록

돕고, 미래를 위한 추억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Chan, Chan, & 

Day, 2003).

한편,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를 간호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감정 소모를 야기할 수 있고(Gold, 

Kuznia, & Hayward, 2008), 만성적이며 복합적인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Vachon, 2006). 간호사는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모를 지지하고, 아기 사망의 과정을 지켜보고, 사망 이후 장례절차와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부모와 상의하고, 기타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Gold, 2007). 의료진은 자신의 태도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분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의료진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기 사망을 겪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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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질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Lipp, 2008). 또한 간호 업무

상황에서 해소되지 않는 지속적 스트레스는 인지적, 행동적, 정신

생리적 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결국 간호사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Dessy, 2009). 아기 사망과 관련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긍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Wallbank 

& Robertson, 2013). 그러므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과 함께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시행된 주산기 사망 관련 간호사 대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사산아에 대한 분만실 간호사의 경험 연구(장혜영, 정재원, 

2017)와 신생아 사망과 관련된 간호사의 경험, 태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강현주, 방경숙, 2013; 위다희, 2016; 이영희, 

양희모, 2015; 함귀선, 2008). 그러나, 이들은 주로 간호사의 애도

경험과 정서적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전반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국외에서는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사 대상 연구로는

간호사의 태도와 인식, 스트레스(Ben-Ezra, Palgi, Walker, Many, & 

Hamam-Raz, 2014; Chan, Chan, & Day, 2004; Hamama-Raz et al., 

2016; McCool, Guidera, Stenson, & Dauphinee, 2009)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수행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사의 주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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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사망 간호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지지 간호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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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를 파악함으로써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를 확인한다.

3)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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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주산기 아기 사망

이론적 정의: 주산기 아기 사망은 태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을 합친

개념으로, 의도하지 않게 출생 후 아기가 사망하거나 유산으로 인한 비

자발적인 임신 소실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조기 소실(20주 미만), 사산

(20주 이상), 신생아 사망(출산 후 28일 이내 사망)을 통칭한다

(DiMarco et al., 2001; Robinson, Baker, & Nackerud, 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주산기 아기 사망은 임신 20주 이상의 사

산과 출산 후 28일 이내 아기가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태아가

이미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산과 극심한 기형이나 산모 건강과

관련된 위중한 상황 등 합법적인 근거로 유도 분만을 통해 비자발적

소실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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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이론적 정의: 사망 간호 인식이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

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

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의 사실을 인

정한 정도이다(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199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Chan 등(2003)이 개발한 The Nurses ’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NAPBS)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 ‘주산기 아기 사

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

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가 각 영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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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이론적 정의: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간호사가 임종 환자와 그 가족

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하는 동안 업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이원호, 199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장수

현 (2013)이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 도구를 통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

수록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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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헌 고 찰

1.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주산기 아기 사망(perinatal death)은 태아사망과 신생아사망을 합

한 것으로, 태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의 비교적 많은 부분이 출생을 전후

로 발생하는 점과 신생아사망의 많은 원인이 분만 중 또는 출생 전의 질

환에 기인하고 있는 점에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Shapiro, 

Schlesinger, & Nesbitt Jr, 1968). 주산기 사망은 태아 사망과 신생아

사망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마

다 차이를 나타낸다(Flenady et al., 2017). 사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재태기간 28주 이상 태아 사망부터 출생 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

의 정의와 ‘재태기간 20주 이상 태아 사망부터 출생 후 28일 미만 신

생아 사망’을 포함하는 두 가지 정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

부분의 태아 사망이 28주 이전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

주 이상 ’ 을 포함한 개념이 더 포괄적이며, 널리 통용되고 있다

(Barfield, 2011).

세계적으로 해마다 260만의 사산이 발생하고(Lawn et al., 2016), 

290만의 신생아 사망이 발생한다(Lawn et al., 2014). 주산기 사망률은

해당 국가의 산모, 출생, 신생아의 건강과 보건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며(최서경, 정성훈, 최용성, 조자향, 배종우, 2013), 우리나라의 주산

기 사망률은 2009년 3.5%(총 출생아 천 명당 1,546명)에서, 2018년

2.8%(총 출생아 천 명당 904명)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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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의 원인은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86.1%)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모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증가추세

를 나타낸다(통계청, 2019). 

주산기 아기 사망은 성인이나 아동의 사망과 비교할 때, 유사한 부

분이 있으나, 명확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본질적인 차이

는 사산의 경우, 부모는 아기 사망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사

망 이전에 아기와 접촉하는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Aiyelaagbe et al., 

2017). 또한 아기 사망은 애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특별

히 임신 기간 중에 특별한 합병증 등이 없었던 경우에는 예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다(D'Agostino, Berlin-Romalis, Jovcevska, & 

Barrera, 2008). 이 과정에서 아기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충격, 분노, 

상실감, 무력감, 외로움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Flenady et al., 2014). 

이는 복잡한 감정 반응을 동반하며, 대부분 부모 모두 뚜렷한 슬픔 반응

을 나타내나, 종종 부모의 성별 등에 따라 그 정도와 기간에는 차이를

나타낸다(Fenstermacher & Hupcey, 2013).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겪은 부모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산

기 아기 사망을 아동의 사망에 비해 간과하고,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Hughes & Goodall, 2013). 

특히 아기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산모에게 출산

의 과정, 출산, 출산 후 산욕기 회복기간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

간이 된다(Cacciatore, 2010; Trulsson & Rådestad, 2004). 주산기 아

기 사망의 갑작스러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산모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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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감, 수치스러움, 분노의 감정을 참아내며, 심각한 경우 자해 행동을 보

이기도 하며, 산모의 상실감은 이후 세대에도 영향을 주어 다음 임신 뿐

만 아니라,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Cacciatore, 2013).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중재 활동은 지지팀을 활용하여 가족들

의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죽음을 현실로 받아 들이도

록 하고, 애도 과정의 필요한 절차를 도우며,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심

리적 충격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고, 경과를 추적 관찰 하는 과정을 포함

한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7; Chambers & Chan, 

2000). 또한, 부모는 사망한 아기를 보고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

기를 원하고(Kingdon, Givens, O'Donnell, & Turner, 2015), 부검이나

염색체 검사 등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함께 장례 절차 등에 관한 의사결

정을 할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Heazell et al., 2016), 간호

사는 부모에게 아기 사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

관에 판단하여 조언을 하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여러 선택의 상황

에서 부모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Flenady et al., 2014). 

특히 주산기 사망 과정 동안 제공되는 간호 활동은 아기 사망을 겪

는 부모들이 죽음에 대한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Engler & 

Lasker, 2000), 여러 의료진 중 가족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는 간

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 제공되는 간호는 가족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해야 하며, 가족 개개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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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추는 효과적인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행방법, 정책, 

가이드라인 등이 꼼꼼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근거 기반에 충실한 간호를

수행해야한다(Hughes & Goodall, 2013).

국외에서는 1980년대 초기부터 임신 기간 동안 아기가 사망한 부모

와 태어난 지 얼마 안되 아기가 사망한 부모의 요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Chan et al., 2003). 20세기 초반, 출산과 사망의 과정이 발생하는 장소

는 가정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갔으며,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간호

또한 그 범위가 가정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뀌었다(Limbo & Kobler, 

2010). 이 과정에서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들은 아기 사망을 겪는 부모들에게 아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애도를 위한 추억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Gensch & Midland, 

2000). 현재까지도 국외에서는 주산기 아기 사망 발생 시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Boyle, Horey, Middleton, & Flenady, 2019). 

하지만, 국내에는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간호

활동의 프로토콜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산기 아기 사망 발

생의 장소는 의료기관 내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이 대부분이며, 특히

분만실의 경우 출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아기 사망이 같이 발생하게

되어, 분만실 간호사는 참고할 만한 프로토콜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판단으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거나, 기본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산한 산모를 위로하고 있는 실정이다(장혜영, 정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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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연구는 국외에서도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양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Chambers & Chan, 

2000; Koopmans, Wilson, Cacciatore, & Flenady, 2013), 의료인 들

의 개인 경험의 서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Almeida Fde, Moraes, & Cunha, 2016; Barry et al., 2017; Chen et 

al., 2013; Flaig et al., 2019; Flenady et al., 2014; Gold, 2007). 국내

연구는 신생아실이나 소아과 병동의 신생아·소아 임종과 관련된 중재

및 간호사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중재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주산기 아기 사망의 과정의 특성 및 그 과정 안에서의 간

호사 역할을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간호 중

재 방안 개발 및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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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주산기 아기 사망은 모체가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

태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다음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황나미, 2006). 하지만, 주산기 아기 사

망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간호사는 종종 개인적 실패감을 느끼기도 하

며, 부모가 받는 엄청난 충격에서 떨어져 있으려 하기도 한다(Säflund, 

Sjögren, & Wredling, 2004).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주산기 자녀 사망

을 겪는 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

료진이므로(Aiyelaagbe et al., 2017),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호 활동은 간호사의 인식에 영향을 받으며, 주산기 아기 사망 간

호 활동의 간호사의 인식은 간호사의 태도, 교육, 정책과 관련이 있다

(Chan et al., 2003). 간호사가 아기 사망을 맞이한 부모를 간호하면서

부담감, 공포,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태도로 가족을 대한다면 결과적으

로 사망 간호 수행에 부정적 태도를 줄 수 있다(Contro, Larson, 

Scofield, Sourkes, & Cohen, 2004). 간호사의 사망 간호 태도는 교육

과 연관이 있으며, 주산기 사망 과정에서 간호사가 부모의 애도 상담에

관련한 더 많은 지식과 중재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공감력과

이해력이 향상되어 간호 활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Chan et al., 

2003). 또한, 사망 간호에 대한 태도는 근무 기관의 사망 간호 관련 정

책 및 프로토콜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Engler et al., 2004), 질 높

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면 애도 문화 형성 및 환자와 가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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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경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Wool & Catlin, 2019). 그러므로 주

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본인의 사망 간호

태도와 교육 및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인식에 관련된 요인 중 간호 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주산

기 아기 사망의 과정에서 간호사의 태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

에 영향을 끼치고, 부모의 아기 사망에 대한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Engler & Lasker, 2000). 아기 사망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어렵고, 반면에 간호사의 긍정적

인 태도는 슬픔을 맞이한 부모가 애도의 과정을 극복하도록 돕고, 미래

를 위한 추억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Chan et al., 2003). 

국내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환자의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태도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관련 지식이 높을수

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설은미, 고진강, 2015; 위다희, 강숙정, 

2016; 홍은미, 전미덕, 박은심, 류은정, 2013), 특히 기존에 사망 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간호사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2016; 심지연, 2019; 홍은미 외, 2013). 그러므로 질

높은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수행을 위해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

하고, 주변의 지지 그룹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사망 간호 관련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Kavanaugh & Moro, 2006). 

한편, 성인 대상 사망 간호 관련 교육은 1960년대 후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다(Mok & Chiu, 2004). 이후 1980년대

초, 여러 연구에서 주산기 사망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간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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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안감을 가지며, 관련 교육과 경험 부족을 느낀다는 여러 연구의 결

과로 인해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이 시작되었고, 교육 내용에는 주

산기 사망 애도의 과정, 사망 간호 중재 및 지지 방법,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Gardner, 1999). 사망 간호 교육 프로그

램의 목표는 죽음에 대해 간호사가 자신의 태도를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간

호사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Cevik & Kav, 2013). 또한,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은 부검이나 시신 기

증 등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간호사의 교육

과 훈련에 도움이 되며, 문화적 차이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는 것이 좋

다(Engler et al., 2004).

간호사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요인은 주산기 아기 사망 간

호의 가이드 라인 및 프로토콜 마련 등과 관련되는 병원의 정책이다. 병

원에서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부모들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Kavanaugh & Moro, 2006).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주산

기 아기 사망을 겪는 부모와 간호사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컨퍼런스, 관련 소식지,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국가 주도

의 병원 정책이 확산되었다(Lasker & Toedter, 1994).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주산기 학회(Perinatal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에서는 주산기 아기 사망 관련 가이드 라인(Guideline for 

Respectful and Supportive Perinatal Bereavement Care)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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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시행을 권고하였고, 그 안에는 ‘산모를 존중하는 간호, 산

모의 권리, 주산기 사망 간호의 국제적 기준, 근거 기반의 아기 사망 간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Boyle et al., 2019). 홍콩의 여러 병원에

서도 주산기 사망 발생 시, 애도 상담과 관련된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

며, 이 지원팀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참여하며, 부모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Chan et 

al., 2003).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주산기 사별과 관련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주산기 사망을 겪는 부모를 위한 지지·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Flaig et al., 2019; Hughes & Goodall, 

2013; Williams, Munson, Zupancic, & Kirpalani, 2008),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간호학 교재에서는 사산

간호에 참고할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간호학생들은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고, 분만실 간호사도 실무에서 이를

경험하기 전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습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장혜영, 

정재원, 2017), 간호사는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실

제 임상에서 상실감을 가진 부모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와 관련된 병원 내 지침이나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중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의 현 상황을 파

악하고, 올바른 중재 방안 마련에 앞서, 주산기 아기 사망의 과정에서

간호사의 태도, 교육, 정책에 중요성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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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 과정은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발

생시키며, 스트레스로 인해 간호사는 자녀 사망을 겪는 부모들에게 도움

이 안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가지며(Wallbank & Robertson, 2008), 이

는 간호사의 긍정적 인식 형성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

산기 아기 사망 과정에서 간호사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 간호사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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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면서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환자

를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환자가 죽을 경우 보상

없는 헌신과 절망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일반 환자를 간호할

때와 또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안수민, 2017).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아기가 사망하였거나, 여타의 이유로 아기를 잃게 될 슬픔에 빠진

부모와 가족을 간호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다(Gold et al., 2008).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발

생하는 주산기 아기 사망의 형태는 사산 혹은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 임신 종결로 인한 사망과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등의 이유 등으로 출

생 초기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망의 장소는 의료기관의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이 대부분이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는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 신생아들을 간

호하면서 빈번하게 임종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비해(강정화, 한숙정, 

2013), 분만실 간호사는 아기 사망을 맞이하는 경험이 적으며, 분만실

이 아기 사망의 일어나는 곳이라는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만실 간

호사들의 아기 사망관련 스트레스는 간과되고 있다(Wallbank & 

Robertson, 2013).

분만실 등 산부인과 근무 간호사는 아기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

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Wallbank & Robertson, 2008). 사산아를 경

험하게 되는 분만실 간호사는 죽은 아기를 마주하게 되면서 시각적,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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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충격과 공포를 느끼며,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기 보호

자의 책임 전가로 인한 속상함 등의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장혜

영, 정재원, 2017). 특히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인공 임신 종결의 경우, 

분만실 간호사는 출산 이후 아기가 생존해있는 상태로 아기의 사망까지

의 과정을 지켜봐야하므로 그 스트레스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은 성인 환자 사망과 달리, 아기 사망 이전

에 산모의 치료 관찰이나 아기의 치료 과정을 통해, 간호사와 부모 간

자주 만나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는 자녀 사망

시 부모나 가족을 지지할 때, 심한 부담감을 느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Almeida Fde et al., 2016; Ben-Ezra et al., 2014; 

Mitchell, 2005). 그로 인해 아기의 사망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은 슬퍼하

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위로하기를 원했으나 부모에게 선뜻 다가가

지 못하고 피하거나 짧은 대화만으로 대처하게 된다(강현주, 방경숙, 

2013).

이스라엘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종적연구에서도 연속

적으로 2회의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한 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감, 심신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Ben-Ezra 

et al., 2014). 또한, McCool 등(2009)의 연구에서는 주산기 아기 사망

을 경험한 간호사는 슬픔에서 우울에 이르는 감정 반응이 나타날 수 있

으며, 때로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allbank와 Robertson (2013)은 산부인과 부서에서 근

무하는 350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조산사)을 대상으로 한 주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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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망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distress)의 관련 요인 연구를 수행하

였고, 대상자의 55%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주산기 사망 간호의 부정적 경험’, ‘부모의 부정적 반응’, ‘누적

된 아기 사망 경험의 횟수’, ‘근무 환경에서 관리자의 지지 부족’ 등

이 심리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관련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 활동을 수행함

에 있어 슬픔, 스트레스, 예민한 감정 등에 부딪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스스로를 간호(self-care)하는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슬픔을 맞

이한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한다

(Limbo & Kobler, 2010). 또한 간호 교육자와 관리자는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노력하며, 정신적으로 건

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야한다(Hamama-

Raz et al., 2016). 

국내의 환자 사망과 관련된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한 연구는 대부분

사망의 대상자가 성인(김정희, 2009; 안수민, 2017; 우영화, 2012; 윤연

애, 2010; 이미영, 2012; 이연옥, 2004; 이향련, 이연옥, 최은영, 박영미, 

2007; 장지영, 2016) 혹은 아동(박기영, 2019; 정소운, 2019)에 관련

된 연구로 한정되어 있었고, 신생아 대상의 장수현 (2013)의 연구도 신

생아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만실 등을 포함한 주산기 아

기 사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산기 아기 사망에 노출된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곧 간호사의 업무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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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 간호 대

상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의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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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 표출에 의해 서울, 경기 지역의 종합병원의

주산기 사망과 관련 간호파트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역의 종합병원에 한정 되어 있고, 이

외의 지역보다 관련 대상자에게 노출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

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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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 기준

- 현재 주산기 사망과 관련된 산부인과, 소아과 간호파트에서 근

무 중인 간호사

-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수행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간호사

(2) 대상자 제외 기준

- 해당 파트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산정했을 때, 상관관계 분석 검정 기준으로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90, 효과 크기는 보통 수준인 0.3으로 하였을 때 최소로 필요

한 표본의 수는 109명이었다. 탈락율 20%을 고려하여 총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14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중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136부가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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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이며,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

련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 및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도구들은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되었으

며,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간호사의 인식 측정 도구(Chan et 

al., 2003)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어 번안 과정을 수행하였다. 원

도구를 다른 나라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번안 과정

에서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된 참고 문헌(Beaton, 

Bombardier, Guillemin, & Ferraz, 2000; Guillemin, Bombardier, & 

Beaton, 1993; WHO, 2009)을 검토하였고 이를 번안 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종합하여, 번안 과정은 순 번역, 역 번역, 전문가 위원 검토

(내용타당도 확인), 예비조사 단계를 순서대로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항목에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선정하

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교육 정도, 종교, 결혼 유무 등), 개인적

인 경험 정도(근무지, 총 경력기간, 현 근무지 경력기간, 개인적인 애도

경험, 주산기 자녀 사망을 겪는 부모를 맞이한 경험, 아기 사망 경험 빈

도 등), 교육관련 (사망간호 교육 이수 여부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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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은 Chan 등(2003)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 을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

는 자가 보고형 25문항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

우 동의한다(5점)’의 5점 Likert 점수로 응답한다. 본 도구는 총 세 가

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 13문

항,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 4문항,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 영역은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가 높아질수록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주산기 아기 사망 간

호 정책의 중요성’과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 항목은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이나 교육의 중요성을 더 높게 생각함을 의

미한다. Chan 등(2003) 의 연구에서 원 도구의 내용 타당도 Content 

Validity Index(CVI)는 각 영역 별 0.78 ~ 0.89 였고, 전체 내용 타당

도는 0.86 이었다. 또한, 원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2 이었고, 각 하위 영역 별로 주산기 아기 사망 간

호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86,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정책 요

인은 Cronbach ’ s α= .83,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 요인은

Cronbach’s α=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25문항의 Cronbach’

s α= .87 이었고, 각 하위 영역 별로 보면,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

도 요인은 Cronbach’s α= .73,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정책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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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67, 주산기 아기 사망 교육 요인은 Cronbach’s α

= .90 이었다.

(3)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장수현 (2013)이 개발한 신생

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네

가지 하위 영역의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기 사망 간호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6문항, 지식 부족 요인 5문항, 물리적 환경 및 체계

부족 요인 10문항, 심리적 어려움 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도구

는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장수현 (2013)의 연구에서 전체 29개 문항의 Cronbach’s α

= .87 이었고, 각 요인 별로 물리적 환경 및 체계부족 요인

Cronbach’s α= .87, 심리적 어려움 요인은 Cronbach’s α= .81, 

지식 부족 요인은 Cronbach’s α= .75, 사망간호수행과 관련된 어려

움 요인은 Cronbach’s α= .7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29개 문항의

Cronbach’s α= .89 이었고, 각 요인 별로 물리적 환경 및 체계부족

요인 Cronbach’s α= .83, 심리적 어려움 요인은 Cronbach’s α

= .77, 지식 부족 요인은 Cronbach’s α= .71, 사망간호수행과 관련

된 어려움 요인은 Cronbach’s α= .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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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1) 도구 사용을 위한 저자 승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산기 아기 사망에 대한 간호사의 Chan 등

(2003)의 “ Nurses ’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NAPBS)” 도구를 사용하였고, 개발자인 Moon-Fai Chan으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 2019년 4월 7일 도구 사용을 승인 받았다.

(2) 순 번역

원 도구를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번역전문가를 통해 원문 영어

설문지를 한국어로 1차 번역하였다. 이후, 한국어가 모국어이며 영어와

한국에 유창한 간호사와 간호학과 교수 2인이 1차 번역된 설문지에서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

토하여 번역본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순 번역은 개별 단어와 각각의 의

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WHO, 2009), 번역된 도구라는 느낌이 없으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

황과 의료기관에 실정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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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 번역

작성된 번역본 합의안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간호사 1인에게 다시 영어로 역 번역을 실시하였다. 

역 번역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숙하며, 현재 미국의 의료기관에 근

무하는 간호사로 사전 정보 없이 번역할 때 편견 없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Guillemin et al., 1993)원 도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진행하였다.  다시 순 번역에 참여했던 간호사와 간호학과 교수가

역 번역본과 원본의 동등성을 검토하여 번역본을 최종 확정하였다.

(4) 전문가 위원 검토 (내용 타당도)

번역된 평가 문항이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인식 측정에

활용이 가능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문항의 표현이 적절한지 등의 내용 타당도를 간호학 전문가 10명을 대

상으로 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회 조사하였다. 전문

가는 간호학 교수 1인,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

진 수간호사 2인,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 등 해당 파트 경력 10년 이상

인 수간호사 2인, 해당 파트 경력 7년 이상의 책임 간호사 및 전담 간

호사 5인에게 확인하였다. 번역된 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 확인은 각

문항에 대해 1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점은 ‘타당하지 않다’, 

3점은 ‘타당하다’, 4점은 ‘매우 타당하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

정하여 각각에 대해 0.8 이상의 내용 타당도 지수를 보이는 문항을 선

택하였으며, 총 25문항 모두 0.8 이상의 내용 타당도 지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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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조사

번안된 한국어판 NAPBS를 서울, 경기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0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번역된 문항의 명확성, 단

어의 이해도, 전달의 명료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수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한국어판 도구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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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S대학 병원에서 IRB 승

인을 받은 후,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자료 수집을 시행하

였다. 자료 수집 장소인 서울, 경기도 내 의료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과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7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었다. 연구 대

상자에게 서면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 한 후,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

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연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서

만 사용이 되고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 종료 후 3년 후 폐기 처리하고

기밀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상자의 비

밀보장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암호화 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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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S

대학교병원 병원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of Board)

의 승인(IRB No. B-1908-561-305)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

였다.

본 연구는 IRB 심의에서 동의의 문서화 면제 승인을 받아 연구 대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한 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종료 이후에는 설문지 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암호화, 숫자

화 하였으며,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 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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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

및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에 대한 검증은 독립 t-

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미한 경우,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3) 대상자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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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의 평균연령은 31.33(±6.76) 세이며, 25-29세(44.9%)가 가장 많았으

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4.7%, 기혼이

35.3%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19.9%, 자녀가 없는 경우는 5.1%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58.1%), 종교 구성은 기독교(21.3%), 천주교(11.8%), 불교(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전문학사 8.8%, 학사 졸업 77.2%, 석사

이상 졸업자는 14.0%였다. 최근 1년 간 가까운 지인의 사별 경험이 있

었던 경우가 16.2%, 없는 경우는 83.1%으로 나타났다.

사망 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은 경험을 받지 않은 경우가 91.2%, 

받은 경우는 7.4%, 무응답 1.5%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

았다. 현 근무지에 사망 간호 관련 정책은 정책이 없는 경우가 50.7%, 

정책이 있는 경우가 44.9%, 무응답 4.4%으로 정책의 유무의 비율은 비

슷하게 나타났다.

대상자 현 직위는 일반 간호사 82.4%, 책임 간호사 이상 14.7%, 

전담 간호사 2.9%으로 일반 간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무지는 분

만실 47.1%, 신생아중환자실 44.1%, 기타 5.9%, 신생아실 2.9%, 순으

로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 근무자가 다수 분포하였으며, 전체 간호사

의 경력은 평균 100.17(±81.93)개월로,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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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었고, 73개월 이상(50.0%) 경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대상자의 현 근무지(산부인과, 소아과) 경력 또한 평균 73.44(±

59.39)개월로 73개월 이상(39.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

주산기 아기 사망 상황의 부모를 맞이하는 빈도는 3개월에 1회

(33.8%). 1년에 1회(26.5%), 1개월에 1회(21.3%)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아기 사망 간호의 경험 빈도는 5회 미만(33.1%), 15회이상(31.6%), 

5-9회(20.6%), 10-14회(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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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ears) Range:23-55 31.33±6.76

20-24 11(8.1)

25-29 61(44.9)

30-34 29(21.3)

≥35 35(25.7)

Gender Female 136(100.0)

Religion Christianity 29(21.3)

Catholic 16(11.8)

Buddhism 12(8.8)

None 79(58.1)

Marital status Unmarried 88(64.7)

Married 48(35.3)

Having kids Yes 27(19.9)

No 7(5.1)

Education Associate 12(8.8)

Bachelor 105(77.2)

Master 19(14.0)

Bereavement experience

in the past year
Yes 22(16.2)

No 113(83.1)

Received education

about perinatal 

bereavement care

Yes 10(7.4)

No 124(91.2)

No response 2(1.5)

Had a clear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bereavement in my

working hospital

Have 61(44.9)

Not have 69(50.7)

No response 6(4.4)

Position in

the clinical field
Staff Nurse 112(82.4)

Physician assistant 4(2.9)

Charge nurse 20(14.7)

Current working unit Delivery room 64(47.1)

NICU 60(44.1)

Nursery 4(2.9)



37

Others 8(5.9)

Clinical career

(months)
Range:12-396 100.17±81.93

≤24 19(14.0)

25-48 20(14.7)

49-72 29(21.3)

≥73 68(50.0)

Clinical career in

Obstetrics or 

Pediatrics part

(months)

Range:5-319 73.44±58.39

≤24 27(19.9)

25-48 28(20.6)

49-72 28(20.6)

≥73 52(39.0)

Frequency of 

caring grieving parents

(times)

Less than once a year 19(14.0)

Once a year 36(26.5)

Once a quarter of a year 46(33.8)

Once a month 29(21.3)

Once a week 3(2.2)

Irregular 3(2.2)

Total number of

experienced 

perinatal death

(times)

< 5 45(33.1)

5-9 28(20.6)

10-14 20(14.7)

≥15 43(31.6)

PA= Physician assistant,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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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

레스

대상자의 아기 사망 간호 인식과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기 사망 간호 인식은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별 평균점수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

52.59(±4.94)점,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 15.86(±2.03)점, 아

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 34.72(±3.7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은 각 문항 별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평균점수는 Table 2와 같다.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 관련 13개 문항 중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사

별한 부모들에게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4.54

점)’, 나는 사별한 부모들을 존중심을 가지고 품위있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4.51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는 사별을 겪는 부

모들이 자신의 아기의 몸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3.32

점)’, ‘나는 사별을 겪는 부모들이 애도의 과정으로 사진촬영(발도장

찍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3.35점)’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항목 중에서는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4.24점)’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내가 근무하는 곳은 사망 간호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3.37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의 항목에서는 ‘소진의 감정을 느낄 때 지지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4.58점)’와 ‘간호사는 사별을 겪는 부모들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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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과 기술, 이해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4.46점)’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112.16(±13.46)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은 예후를 이야기 해야할 때(4.25점),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해야 할

때(4.25점),’이었고, ‘신생아의 죽음이 간호사 자신의 실패감으로

느껴질 때(3.37점)’와 ‘임종을 앞둔 신생아의 부모의 요구사항이

많을 때(3.41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40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Nurses' Awaren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By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 Scale
                                                                     (N=136)

Subscale Items M±SD

Attitude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

(1) I believe that the Grief Counselling Programme 

can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bereaved 

couple.

3.98±0.68

(2) I agree that the Good-bye Baby Parent 

Support Group provides support to parents with 

similar experience.

3.93±0.75

(3) I agree that a private room should be arranged 

for the woman who is suffering from intrauterine 

death.

4.12±0.81

(4) I agree that parents should be supported in 

making their own decisions about what happens to 

them.

4.34±0.57

(5) I respect the bereaved parent’s feelings and 

needs.

4.12±0.60

(6) I will communicate with parents in a clear, 

sensitive and honest manner.

4.07±0.62

(7) I agree that parents should be given time to 

grieve.

4.54±0.54

(8) I agree that parents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4.51±0.56

(9) All those involved in the care of bereaved 

parents should be well informed.

4.26±0.79

(10) All those who care for and support the 

bereaved parents should have access to support 

for themselves.

4.36±0.53

(11) I will encourage the bereaved couples to view 

and hold their baby's body.

3.32±1.25

(12) I believe that the photograph and footprints 

can assist parents work through their grief.

3.35±1.33

(13) I am confident in providing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 to the couple.

3.68±0.66

Total 52.59±4.94

Attitudes 

towards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

(14) Nurses should feel assured that they are 

working within an operational policy which is 

adequate and appropriate.

4.05±0.62

(15) The unit should have a clear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bereavement.

3.37±0.98

(16) The policy should be well informed to all staff 

involved. 

4.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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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he policy should be understood by all staff 

involved.

4.24±0.57

Total 15.86±2.03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

(18) Nurses involved in the care and support of 

bereaved parents need to be equipped with 

relevant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4.46±0.51

(19) Nurses need to feel confident that they are 

providing adequate and appropriate care.

4.37±0.54

(20) Nurses need to know that they have limitation 

when provided perinatal bereavement care.

4.30±0.58

(21) Nurses need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wn feelings and needs.

4.23±0.69

(22) Joining training programme on bereavement 

care 

4.17±0.67

(23) Participating in bereavement care 4.21±0.65

(24) Sharing experience with colleagues and 

working as a team 

4.41±0.55

(25) Seeking support when feeling “burnout” 4.58±0.58

Total 34.7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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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Nurses' Str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By Neonatal End-of-life Care Stress Scale 

  (N=136)

Subscale Items M±SD

Lack of 

knowledge

When you cannot give emotional support to  

bereaved parents for lack of communication skill

4.14±0.72

When an emergency situation cannot be handled 

quickly

4.08±0.96

When it is difficult to give systematic care for a 

dying baby

3.93±0.80

When knowledge on terminal care is not 

sufficient

3.88±0.80

When the treatment and nursing care of a dying 

baby is not timely

3.77±0.91

Subtotal 19.80±2.87

Lack of physical 

and structural 

environment

When to talk bereaved parents about the poor 

prognosis of a baby

4.25±0.71

When an administrative work is delayed after a 

death of baby

4.03±0.90

When to turn away their sadness of bereaved 

parents

4.01±0.83

When there is not the guideline or policy of 

bereavement care

3.98±0.84

When bereaved parents do not have enough time 

spent with their dying baby

3.97±0.80

When it is difficult to give a private room to 

bereaved parents

3.95±0.83

When to have to explain administrative work of 

funeral procedures after death

3.82±1.07

When parents want a continuou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the baby's condition is 

hopeless

3.80±1.02

When bereaved parents do not accept their baby 

death after a doctor declared it

3.76±1.07

When parents do not make any decision about  a 

dying baby's care plan

3.68±0.92

Subtotal 39.25±5.73

Difficulties 

related to end-

of-life care 

practice

When you have to care for a dying baby in 

overload work

4.25±0.83

When to do the post-mortem treatment directly 4.07±1.01

When to care for a dying baby frequently 4.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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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terminal baby's care brings overload of 

work to you

3.90±1.06

When nursing a dying baby is physically 

exhausted due to excessive physical labor

3.79±1.04

When bereaved parents have a lot of 

requirements when a baby is about to die

3.41±1.16

Subtotal 23.46±3.72

Emotional 

stress

When a long-term nursing baby died 4.06±0.94

When you think you would experience a dying 

baby again

3.97±1.05

When to care for another baby before grieving a 

baby

3.82±0.99

When your feelings dull as you experience 

repeated death

3.80±0.99

When you need temporary symptomatic nursing 

care and not a therapeutic purpose

3.63±0.86

When trying to forget a dying baby but not easily 3.52±0.99

When you can not talk about your feelings after 

experiencing the death of a baby

3.49±0.94

When a baby's death is felt by the nurse's own 

failure

3.37±1.26

Subtotal 29.65±4.97

Total 112.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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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인식 및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간호

태도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관련 교육 이수 여부(t=-3.38, p=.003), 

현 근무지에 (F=5.5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의 간호 태도가 분만실 근무 간호사의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사망 간

호 정책의 중요성 인식은 해당 근무 기관의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정책

유무(t=-4.23, p<.001)와 아기 사망 간호 경험 횟수(F=4.47,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현 근무지 경력 기

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9, p=.015). 아기 사망 간호 교

육의 중요성 인식은 현 근무지 경력 기간(r=.16, p=.029), 아기 사망

간호 경험 횟수(F=4.15, p=.008)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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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Nurses’ Awareness and Str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ttitude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

Attitudes towards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

Nurses' Neonatal End-of 

life Care Stress 

M±SD r or t or F M±SD r or t or F M±SD r or t or F M±SD r or t or F

(p) (p) (p) (p)

Age (year) .13 .02 -.04 .01

(.064) (.403) (.323) (.452)

Religion Have 56 53.43±5.30 1.67 15.75±2.24 -0.53 35.30±3.91 1.55 113.38±14.34 0.88

Not Have 80 52.00±4.61 (.097) 15.93±1.88 (.599) 34.31±3.51 (.124) 111.31±12.83 (.381)

Marital status Unmarried 88 52.07±4.48 1.67 15.86±2.11 -0.03 34.69±3.48 0.12 111.65±12.91 0.60

Married 48 53.54±5.61 (.097) 15.85±1.90 (.979) 34.77±4.10 (.907) 113.10±14.50 (.548)

Education Associate 12 52.50±5.99 0.49 16.08±2.43 0.09 36.25±3.57 1.53 117.08±9.86 0.93

Bachelor 105 52.41±4.86 (.615) 15.83±2.03 (.917) 34.45±3.71 (.220) 111.52±13.59 (.398)

Master 19 53.63±4.81 15.89±1.88 35.26±3.60 112.58±14.61

Bereavement 

experience

in the past year

Yes 22 52.74±4.43 -0.16 15.36±2.54 1.25 34.95±3.42 -0.32 113.05±13.10 -0.34

No 114 52.56±5.04 (.875) 15.96±1.92 (.212) 34.68±3.76 (.747) 111.99±13.59 (.738)

Received education 

about perinatal

bereavement care

Yes 10 57.40±3.34 -3.38 16.90±2.47 -1.69 36.70±3.13 -1.78 109.30±15.20 0.64

No 124 52.14±4.82 (.001)
*

15.79±1.96 (.094) 34.54±3.72 (.078) 112.14±13.30 (.522)

Had a clear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bereavement in my 

working hospital

Yes 61 53.14±4.99 -1.53 16.52±1.79 -4.23 35.26±3.60 -1.80 112.46±12.56 -0.54

No 69 51.83±4.79 (.129) 15.13±1.95 (<.001)
*

34.10±3.74 (.074) 111.14±14.35 (.587)

Position in Staff Nurse 112 52.33±4.64 2.07 15.71±2.06 1.95 34.58±3.53 1.26 111.50±12.7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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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field PA 4 57.25±4.35 (.130) 17.25±1.50 (.148) 37.50±3.70 (.288) 122.75±10.53 (.222)

Charge nurse 20 53.10±6.28 16.40±1.82 34.95±4.52 113.75±17.23

Current 

working unit
Delivery room

a
64 51.14±5.21 5.58 15.70±2.19 0.85 34.28±4.01 0.84 109.98±15.69 1.19

NICU
b

60 54.14±3.89 (.001)
*

15.88±1.80 (.470) 35.15±3.30 (.474) 113.96±11.20 (.318)

Nursery 4 56.50±5.07 (b>a)
‡ 17.25±2.75 36.25±5.68 118.00±7.75

Others 2 50.62±5.83 16.25±2.05 34.25±2.71 113.13±10.30

Clinical career

(months)
.12 .04 -.03 -.03

(.089) (.314) (.345) (.356)

Clinical career in 

Obstetrics & 

Pediatrics 

part(months)

.22 .19 .16 .01

(.005) (.015)
*

(.029)
*

(.128)

Frequency of 

caring grieving

parents

Less than once a year 19 52.91±4.02 1.52 15.84±2.46 0.41 34.47±3.01 0.41 114.67±2.61 1.21

Once a year 36 54.21±4.52 (.189) 15.79±1.91 (.843) 35.27±3.54 (.839) 112.27±11.97 (.307)

Once a quarter of a year 46 52.61±5.76 15.90±1.70 34.73±4.00 111.37±12.64

Once a month 29 50.90±4.73 15.57±2.38 34.50±3.26 112.75±14.85

Once a week 3 51.00±2.83 16.00±1.41 36.50±2.12 129.00±4.24

Irregular 3 51.84±4.34 16.54±2.11 33.84±5.16 106.84±18.47

Total number of

experienced 

perinatal death

(times)

< 5
a

45 53.79±4.14 1.96 16.18±2.08 4.47 35.53±3.21 4.15 113.93±11.80 1.43

5-9
b

28 50.96±4.48 (.122) 15.11±1.77 (.005)
*

32.75±4.24 (.008)
*

107.86±14.97 (.236)

10-14
c

20 52.26±5.55 14.95±2.14 34.30±3.29 (a,d>b)
‡ 111.10±12.98

≥15
d

43 52.55±5.50 16.44±1.86 35.35±3.58 113.60±14.07

*p<.05, **p<.01,‡Scheffé test

PA= Physician assistant,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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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

레스 간의 관계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 태도는 아기 사망 간호 정책

의 중요성(r=.40, p<.001),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r=.61, 

p<.001)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은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2, p<.001). 아

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 태도(r=.29, 

p<.001),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r=.38, p<.001)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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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of the Main Variables (by Measurement Scales)

                                

1 2 3 4

r(p)

1.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
1

2. Attitudes towards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
.40 1

(<.001)

3.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
.61 .52 1

(<.001) (<.001)

4. Neonatal end-of-life care stress .29 .06 .38 1

(<.001) (.26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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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인식 및 스

트레스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두 변수에 영향

을 주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간호사가 질 높은 주산기 아

기 사망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

행되었다.

1.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을 구성하는 세 하위

영역의 문항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교육의 중요성, 간호 태도, 정책의

중요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 도구를 사용한 Chan, Lou와 Arthur 

(2010)의 아시아 3개 도시(홍콩, 지난, 싱가포르) 간호사 대상 연구에

서는 간호 태도, 정책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

였다.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전반적인 아

기 사망 간호 관련 간호사의 인식 전체 점수는 Chan 등(2003)의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교육의 중요성은 높은 점수를 보이

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인 91.2% 간호사가 사망 간호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을 고려해볼 때,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아기 사

망 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교육 요구도가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현주와 방경숙(2013)의 연구에서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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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생아 임종 간호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

육받을 기회가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임종 환아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안

내와 함께 부모의 의사소통술과 같은 실제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를 소망

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

진이 주산기 자녀 사망을 경험한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DiMarco, Renker, Medas, Bertosa, & Goranitis, 

2002)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에게 주산기 아기 사망 관련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을 영역 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에서는 부모들에게 슬퍼할 시간

을 충분히 주는 것과 부모들을 존중심을 가지고 품위있게 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었고, 부모들이 아기의 몸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모들이 애도의 과정으로 사진촬영(발도장 찍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간호사들이 아기 사망과 관련된 부모의 애도의 과정에서

슬픔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망한 아기를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에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만실 간호사의 사산아와 부모 돌봄과 관련된 질적 연구(장

혜영, 정재원, 2017)에서 부모가 죽은 아기를 보길 원할 때, 부모의 요

청에 대한 수용과 만류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런데, Kingdon 등(2015)의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보면, 사망한 아

기를 부모에게 보여 주고 안겨주는 것의 유용성과 관련한 23개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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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1개의 문헌에서 아기를 보는 것이 부모의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사산된 아기를 보거나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망한 아

기를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 영역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해

당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간호사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 이는 Chan 등(2010)의 연구에서 긍정적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지

지 태도에 간호사의 정책의 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근무지에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정책이나 프로토콜이

마련된 경우, 간호사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 영역에서는 간호사가 소진의

감정을 느낄 때, 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 ‘사회

적 지지 추구’ 대처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권

은희 외., 2018)와 간호사의 완화 간호 교육 요구도  중 ‘스트레스와

소진’ 관련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연구 결과(김정희, 2009)를 뒷

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개

인적 혹은 조직적인 지지 그룹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

및 자기 통제 능력 향상 관련 교육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

서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

사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Kavanaugh & M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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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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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전체 문항 평균은 3.87점(총점 평균

112.2점)으로, 장수현 (2013)이 도구 개발 당시 측정한 연구결과 총점

3.90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각 하위 영역 평균을 비교한 장수현

(2013)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선행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 중

‘임종간호 수행과 관련됨 어려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식부족’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사망 간호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많

았던(91.2%)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때, 교육 경험의 부재로 인한 것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요인에 따른 항목 별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정도를 분

석한 결과,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은 예후를 이야기 해야 하는 것

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신생아를 간호해야할 때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높

았는데, 이는 부모(보호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산과와 소아과의 특성 상, 

아기 사망의 상황을 겪고 있는 보호자의 요구는 최대한 수용해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부모(산모)와의 신뢰관계로 인해, 부모에게 안좋은 예후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강하게 작용하여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 신생아를 간호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

스가 높았던 결과는 성인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김경숙, 2016; 

김경희, 2016; 김세라 외., 2018; 장지영, 2016), 아동 간호사(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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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장수현, 2013)의 신생아 사망 간호

스트레스 연구에서 과중한 업무가 높은 사망 간호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간호사는 아기가 사망하였을 때 아기의 부모와 함

께 있으면서 충분히 슬퍼하며, 애도하지 못하고, 바쁘게 사후 처치 및

행정 처리를 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해야함에 아쉬워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분만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은 저출산,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 등의 사회 현상으로 인해 대도시 쏠림현상, 허

가병상과 운영 병상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간호업무량과다 및 간호 인

력의 부정확성, 일정하지 않은 환자 수로 인한 행정적 문제(유미, 2011)

등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효율적 업무

배분과 아기 사망 발생 시 부모의 애도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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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사망 간호 인식과 스트레스에 대

한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먼저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 인식 중 간호사의 간호

태도를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한 간호

태도는 사망 간호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간호사는 지식부족

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는 Chan 등(2003)의 연구에서 사망

간호 교육 이수 경험이 긍정적 간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

하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유용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주산기 아

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개발의 중요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은 간호사가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근무지의 간호

사가 분만실 근무 간호사의 태도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분만실 간호사에 비해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아기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시간이 많은 것 등으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

각되나,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호사는 근무 부서에 명확한 아기 사망 간호 관련 정책

이 있는 경우, 정책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다희

와 강숙정(2016)의 연구에서 근무 부서에 사망 간호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관련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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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와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정책의 중요성은 현 근무지의 근

무기간이 길수록 정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Chan 등(2008)의 연구 결과에서 산부인과 근무기간이 길수록 간호

사의 아기 사망 정책의 중요성 관련 점수가 높게 나타났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 상 바쁜 업무 속에 제한된 시간, 지속적

인 요구, 격앙된 업무 속도 등을 잘 조절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란이

오면 간호사들의 감정적인 안녕 상태가 억압될 수 있고, 소진이 발생하

기 쉽다(유미, 2011). 특히 주산기 아기 사망의 과정은 급작스럽게 발생

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이 제반 되지 않는다면 그

업무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과 간호사 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부모들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Kavanaugh & Moro, 2006).

한편.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은 간호사의 현 근무지 근무 기

간과 아기 사망을 경험한 빈도와 관련이 있으며, 아기 사망 경험 빈도가

5회 미만인 경우와 15회 이상인 경우가 5-9회인 경우에 비해서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

도구로 수행한 Cha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아기 사망 간호 관련 교육

의 중요성은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기 사

망을 경험한 경우에는 아기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교육의 중요

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기 사망 경험을 빈

도로 확인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유무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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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다.

4.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

레스 간의 상관관계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의 세 가지 영역인

간호 태도, 정책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산기 아기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를 간호함에 있어 간호사의

간호 태도와 함께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고, 사망 간호 교육이 진행이 함

께 제반되어야 간호의 긍정적 효과가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태도는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고, 이는 간호사가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바쁜 업무 및 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며, 심

리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간호 태도와

스트레스의 연관성은 아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박기영(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한

의 연구 결과(김정희, 2009); 김혜림, 2014)에서 사망 간호에 대한 간

호사의 태도와 사망 간호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를 해석하면 아동과 아기의 사망이 주는 스트레스가 성인 사망에 비해

간호사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주고(Couden, 2002; Wallbank & 

Robertson, 2013), 그로 인해 간호사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간호의 대상자의 연령과 스트레스 간의 관련

성은 추가 연구를 통해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은 정책의 중요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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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명확한 정책과 교육 두 요인 모두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은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김정희(2009)의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임

종 간호 스트레스와 완화 간호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양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던 결과를 지지한다. 즉, 아기 사망 간호의 교육의 필요성

을 느끼는 만큼, 아기 사망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에게 부검이나 시신 기증 등 민감한 문제를 설명

해야 할 경우, 아기 사망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과 훈련 과정은 간호사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다(Engler et al., 2004).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주

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사망 간호 관련

지식의 정도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및 아동

간호사의 완화의료 관련 지식 수준이 성인 환자 대상 간호사의 평균 점

수보다 낮았던(위다희, 강숙정, 2016; 유주연, 방경숙, 2015) 선행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인 사망 환자 교육

에 비해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열악

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SANDS(Stillbirth and 

Neonatal Death Society)에서는 사별한 부모를 상대하게 되는 모든 의

료기관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슬픔을 겪는 부모들에 적절한 간호 제공하

기 위해, 주산기 사망의 전후 과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주산기 아기 사망 및 그 부모를 경

험하는 간호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간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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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간호사 관련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인식 및 스트레스의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산기 아기 사망에 대한 지식 수준 측정을

포함한 좀 더 심도 있는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장소가 종합병원 내의 분

만실, 신생아중환자실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

관, 보건소 등)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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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교육적 측면, 실무적 측면, 연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산기 아기 사망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에서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을 받은 경우 긍정적인 주산기 사망 간호

태도를 나타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아기 사망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면 교육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주산기 자녀 사망을 경험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간호사의 지지적 역할의 중요성과 의료기관의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주산기 아기 사망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 라인 작성

및 운영, 적절한 업무 배분 및 아기 사망의 애도 공간 마련 등 병원 내

정책적, 환경적 개선을 통해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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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논의 되지 않았던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을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여 설명하였고,

이러한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이 스트레스와

연관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간호사 중재에 포함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

대상 연구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된

간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로 편의추출하여 표본이 편중되어

있어, 각 병원의 운영 정책, 각 부서 별 특성, 환자 중증도, 간호 경력

등에서 대표성이 부족하여 모든 간호사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2)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인식 측정 도구가 국내에

서 처음 번역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한이 있으며, 향후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신생아중

환자실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주산기 아기 사망의 특

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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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편의 추출 방법으로 서울, 경기지역 7개 의료 기관의 간호사

148명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총 136부의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인식 중 첫번째 영역인 간호

태도에서는 아기 사망 간호 관련 교육 이수 여부, 현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태도가

분만실 근무 간호사의 태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정책의 중요성에서는 현 근무 기관의 아기 사망 관련 정책 유무, 아기

사망 간호 경험 빈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세번째,

교육의 중요성에서는 현 근무지 경력, 아기 사망 간호 경험 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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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와 관련된 간호 태도는 아기 사망 간호의

정책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기 사망 간호 정책의 중요성은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기 사망 간호 교육의

중요성은 아기 사망 간호사 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사망 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관련 정책이 명확하게 마련된 경우, 

인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현 근무지에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인식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주산기 아기 사망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정책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지할수록, 관련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산기 아기 사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화되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언한다. 또한 아기 사망 간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한

부서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업무

의 효율적 배분 등, 업무 소진을 방지하기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산기 아기 사망의 특성을 반영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간호사의 주산기 사망 관련 지식 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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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측정 도구 및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주산기 아기 사망과 관련한 부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일반화를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사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측정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간호사의 사망 간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주산기 아기

사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교육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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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 문 지

주산기 사망 관련

간호사의 사별간호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주산기 (임신 20주 이상 출산 후 28일 이내) 사망과 관련하여 간호사

의 사별간호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조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주산기 사망 관련 사별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사 교육 자료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 내용은 무기명으로 실시되어 통계처리 되며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이 본 연구의 귀중한 자

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모성간호학 전공

연구자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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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주산기사망(임신 20 주이상 출산 후 28 일 이내 사망) 

사별간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 번~13 번)

문항

전혀

동의하

지 않

는다

동의하

지않는

다

보통이

다

동의한

다

매우

동의한

다

1 나는 애도 상담 프로그램이 사별을 겪은 부모에

게 정신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의 소모임을 통

해 사별을 겪은 부모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3 나는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산모에

게 개인 병실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부모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황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사별을 겪는 부모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한

다.

6 나는 사별을 겪는 부모들과 명확하고, 민감하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것이다.

7 나는 사별한 부모들에게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사별한 부모들을 존중심을 가지고 품위 있

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사별한 부모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 관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0 사별한 부모들을 돌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

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나는 사별을 겪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의 몸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

12 나는 사별을 겪는 부모들이 애도의 과정으로 사

진촬영(혹은 발도장 찍기)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13 나는 사별을 경험하는 부부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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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주산기 사별간호에 대한 병원 정책 관련

태도(14 번~17 번)와 병원 교육에 대한 태도(18 번~25 번)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

지 않

는다

동의하

지않는

다

보통이

다

동의한

다

매우

동의한

다

14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운영 정책이 타당

하고 적절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15 내가 근무하는 곳(외래, 병동, 분만장, 신생아중환

자실 등)은 사별 간호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

고 있다.

16 모든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7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

야 한다.

18 간호사는 사별을 겪는 부모들을 잘 지지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지식과 기술, 이해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19 간호사는 본인이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20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주산기 사별 돌봄을 제공함

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1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느낌과 필요를 표현할 기회

가 주어져야 한다.

22 사별 간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23 사별 간호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24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고, 하나의 팀으로써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25 ‘소진’의 감정을 느낄 때, 지지를 찾는 것은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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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임종간호 업무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 번~29 번).

문항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신생아에 대한 임종간호 지식이 부족할 때

2 임종 시 신생아에게 체계적인 간호를 할 수

없을 때

3 상담술 부족으로 보호자의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4 신생아의 임종을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5 임종을 앞둔 신생아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될 때

6 치료적인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완화

간호를 해야 할 때

7 반복적인 임종을 경험하면서 감정이 무뎌질 때

8 신생아의 임종을 경험 후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없을 때

9 신생아의 죽음이 간호사 자신의 실패감으로

느껴질 때

10 임종한 신생아를 잊으려고 노력하나 쉽게 잊혀

지지 않을 때

11 오랫동안 간호했던 신생아가 임종했을 때

12 임종한 신생아의 치료와 간호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13 임종한 신생아에 대한 슬픔을 추스르기 전에 다른

신생아를 돌봐야 할 때

14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해야

할 때

15 임종하는 신생아를 자주 간호해야 할 때

16 임종한 신생아를 직접 사후 처치 해야 할 때

17 응급상황 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18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하는 자체가 과도한 육체

적 노동으로 체력소모가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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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임종을 앞둔 신생아 부모의 요구사항이 많을 때

20 임종을 앞둔 신생아 부모의 슬픔을 보면서도 외면

해야 할 때

21 보호자가 임종을 앞둔 신생아 치료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22 임종 선언 후 보호자가 신생아의 죽음을 받아

들이지 않을 때

23 신생아의 상태가 희망 없음에도 보호자가 계속적

인 생명연장치료를 원할 때

24 임종 후 보호자에게 진단서 발급,장례 절차 등의

행정상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때

25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은 예후를 이야기해

야할 때

26 임종신생아와 가족들만의 충분한 시간 줄 수

없을 때

27 임종을 보낼 신생아와 가족에게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때

28 임종간호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29 임종 후 행정적 업무 절차가 지연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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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문항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록해주

십시오

1. 일반정보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기혼(3-1번으로)   □ 미혼    □ 사별(3-1번으로)       □ 기타 (              )

3-1) 자녀유무      □ 무      □ 유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 없다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전문대졸    □  대졸     □ 석사졸(수료,과정 중)    □ 박사졸(수료, 과정 중)

6) 지난 1년 동안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의 사별 경험이 있으십니까?  □ 무     □ 유

2. 사별간호 관련 정보

1) 사별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무(2번으로)    □ 유 (1-1번으

로)

1-1) 사별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시간

2) 현 근무 부서에 사별간호에 대한 방침이나 프로토콜이 있습니까?  □ 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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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임상 경험

1) 귀하의 현 직위는?  □ 일반간호사  □ 전문/전담간호사(PA) □ 책임간호사 이상

2) 귀하의 현 근무지는? □ 분만장  □NICU □ NB(신생아실)  □ 병동/MFICU

□ 기타 (          )

3) 귀하의 총 임상경력은?  (        )년   (        )개월

4) 귀하의 현 근무지(산부인과, 소아과) 관련 근무경력은? (        )년 (        )개월

5) 귀하가 신생아 사별(신생아 사망이 예견되는 혹은 사산된) 상황을 맞이한 부모를 간호

하는 빈도는?

□ 1년에 1회 미만     □ 1년에 1회    □ 3개월마다 1회    □1개월에 1회

□ 1주일에 1회        □ 기타 (구체적 기술) (                    )  

6) 귀하가 현재까지 근무 중 신생아 임종(혹은 사산관련) 상황을 맞이했던 총 경험 횟수

는?

□ 총 5회 미만    □ 총 5~10회 미만    □ 총 10~15회 미만   □ 1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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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 Awareness and Stress

in Caring about Perinatal Death

Kim, Eunhu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inatal death care is a nursing activity for parents and 

families who experience perinatal death and requires a holis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and family-centered care should be 

undertaken. To this end, nurses' positive awareness of perinatal 

death care should be preceded, an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perinatal death, nurses are in a stressful situation, and nurses' 

stress is a major factor that can influence positive awareness 

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nurses' awareness and stress level related to perinatal death 

nursing care and to prepare basic data for nurses to provide higher 

quality nursing intervention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of 136 nurses who 

were experienced in perinatal death.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1, 2019 to September 20, 2019. Nurses’

awareness was measured using the tool of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Support by Chan et al. (2013), and 

included translation process. Nurses’ Stress was measured using 

the tool of the Neonatal end-of-life care stress by Jang(2013).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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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 IBM SPSS 25.0 wi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Nurses' awareness measurement tool consists of three sub-

scales, the total average scores of each sub-scale were 

52.59(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 

15.86(attitudes toward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 and

34.72(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 

2) Nurses who had received education about perinatal bereavement 

care had higher attitude scores (t=-3.38, p=.003) and position in 

the clinical field significantly influenced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 (F=5.58, p=.001). Especially,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ses ’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than delivery room nurses’.

3) Nurses’ attitudes toward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 

showed statistically differences according to a clear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perinatal bereavement in working hospital (t=-4.23, 

p<.001), clinical career in obstetrics & pediatrics part (r=.19, 

p=.015).

4) Nurses’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 showed 

statistically differences according to clinical career in obstetrics & 

pediatrics part (r=.16, p=.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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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total average score of Nurses' neonatal end-of-life care 

stress is 112.16,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6)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es’ attitudes toward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r=.37, p<.001) and Nurses’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r=.61, p<.001). Nurses’ attitudes 

toward hospital policy to bereavement car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es’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r=.52, p<.001). Nurses' neonatal end-of-life care 

stress(r=.38, p<.0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es' 

attitudes towards perinatal bereavement care(r=.29, p<.001) and 

Nurses’ attitudes on the training for bereavement care(r=.38,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raise the

importance of positive awareness for the perinatal bereavement 

care, and policy preparation and activation of perinatal death care 

education affecting the formation of positive nursing awareness are

suggested. It is also proposed a stress management program to 

reduce stress caused by perinatal death care.

Keywords: Perinatal death, Perinatal bereavement care, Nurses’

attitudes, Neonatal End-of-life care

Student Number: 201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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