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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아 죽음 경험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

는 사건으로서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간호사에게 공감피로,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간호사는 임종 환아를 돌보

며 죽음의 문제를 개인의 삶에 통합시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

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이 경험한 환아의 죽음

에 대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은

요구조사를 통한 목표 수립, 프로그램의 구성, 예비 연구,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의 단계에 따라 매주 1회씩 6주간 총 6회기의 내용으로 개발되었

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동시적 내재전략의 혼합연

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의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편의모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실험군 16명, 대조군 23명이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

차 설계에 따라서 대조군 먼저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실험

군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

구자에 의해 직접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의 6회기 참석률은 80%이었고

회기 당 집단 인원수는 2～7명, 한 회기는 3～5회로 운영되었다. 최종 분

석 대상자는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23명이었다. 양적 연구 결과 실험군

의 사후 개인적 성장 점수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692,

p=.001) 프로그램 적용 전후 실험군의 소진 점수의 변화는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3.419, p=.002). 프로그램 참여자의 포커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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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면담 결과 ‘개인적 성장’과 ‘전문가적 성장’의 2개의 주제와 내면의 자

기 직면을 통한 자기이해, 자기 노출을 통한 감정 표현과 해소, 동료 지

지를 통한 위안과 자신감 회복, 자기 돌봄의 기회, 영적인 관심의 증가,

환아의 죽음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 증진, 환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증가, 보호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향상, 고유한 간호 역할의 가치 발견,

간호사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의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의 85.7%는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켜 주었다고 하였고 64.3%는

타인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성찰 프로그램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

한 간호사들의 개인적 성장과 함께 간호 실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환아, 죽음, 중환자실, 간호사, 자기성찰

학 번 : 201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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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실은 중증 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을 위해 집중적인 치료가

행해지는 곳이나 한편으로는 생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

기도 하다(Wunsch, et al., 2009).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주력하지만 때로는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죽음은 질병 치료와 상태 회복이라

는 목표에 부딪힌 현상이며 구체적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감정중립

적인 사실이다(Fox, 1993: 천선영, 2012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의료인들

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연스러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Wakefield,

2000).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경우 비전문적이라고 느끼기도 한

다(Wilson & Kirshbaum, 2011). 그러나 일부의 의료인들은 자신의 감정

을 통제하는 것을 직업적인 타성이나 인간적 냉정함으로 여기기도 한다

(천선영, 2012). 특히 Doka (2002)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슬퍼할 수 없

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실을 겪었을 때 경험하는 비애를 가

리켜 박탈당한 비애(disenfranchised grief)라고 정의하면서 간호사들도

이러한 비애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

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떨어져 있는 중증의 환아를 가장 가까

이에서 돌본다. 이들은 환아가 사망하였을 때 슬픔과 비애, 상실감과 허

무함, 죄책감, 미안함과 후회스러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분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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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한다(강현주, 방경숙, 2013; 함귀

선, 2008; Costello & Trinder-Brook, 2000; Engler et al., 2004; Kain,

2006, 2013; Sherman, 2004; Rashotte, Fothergill-Bourbonnais, &

Chamberlain, 1997). 이러한 다양한 감정은 간호사가 환아에게 갖는 정

서적 애착이나 간호사와 부모 간 유대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Meyer, 2014). 그런데 간호사들이 환아 죽음에 대한 정서적인 영향

을 부인하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간호사에게 공감피로

나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sh &

Boyle, 2012; Peebles-Kleiger, 2000; Sherman, 2004; Taubman–

Ben-Ari & Weintroub, 2008).

반면 간호사에게 환아의 죽음은 직업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실을 넘어선 실존주의적 돌봄의 맥락에서 인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간호의 경험으로(한선희, 남은숙, 1997; Watson, 1985) 간호사는

자기성찰을 통해 환아의 죽음 경험을 개인적 성장과 삶의 의미를 증진시

키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Taubman–Ben-Ari & Weintroub, 2008). 자기

성찰이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행동과 상호작

용을 들여다보는 내면을 향한 과정인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이제까지 가

졌던 관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밖을 향한 과정이다(손은정, 유성경, 심

혜원, 2003). 따라서 간호사의 자기성찰은 전문직 간호 실무에서 개인적

간호 지식체를 개발하고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쓰기 위한 과정이 된다

(Chinn & Kramer, 2011; Stein-Parbury, 2009).

그러나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환아의 죽음의 실존적 의미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죽음의 문제를 개인적 삶과 간

호 실무 속에 통합시키는 성숙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 드물기는 하지만 국외의 일부 연구에서는 임종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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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거나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의료진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다루고 지

지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환자의 사망 후 의

료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환자의 죽음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Jenko, Seymour, & Stone, 2011;

Keene, Hutton, Hall, & Rushton, 2010; Meador & Lamson, 2008;

Medland, Howard-Ruben, & Whitaker, 2004; Rushton, Reder, Hall, &

Seller, 2006). 국내에서도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심리적 충격

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이나 자조 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강현주, 방경숙, 2013;

장수현, 2013; 함귀선, 2008) 실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환아를 돌보는 대부분의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20대의 젊은 미혼 여성들이다(유미, 2011).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러한 인

구학적 특성은 죽음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가 부족하고 공감피로와 소

진이 높으며 공감만족이 낮은 경향과 관련이 있다(김현주, 2011;

Alkema, Linton, & Davies, 2008; Monroe, 2008; Porter et al., 2010;

Roney,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이 경험한 환

아의 죽음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환아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긍정적인 자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 운영에 있어 실무 적용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

기성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이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

적 성장,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

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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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자기성찰 프로그램(Self-reflection program)

자기성찰 프로그램이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당 1회씩의 총 6회기 소규모 집단 모임을

통해 간호사로서 자기 돌봄 전략을 증진시키도록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료 지지의 증가, 자신의 감정 표현과 해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재구성과 자기성찰, 환아 부모에 대한 대처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과 투쟁하면서 얻어진 긍정적, 심리적 변화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하거나 손상 받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는 변

화이다(Tedeschi & Calhoun, 2004).

본 연구에서 개인적 성장이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해와 통찰을 얻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현(2009)이 번안한 K-PTGI 도

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3)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

공감만족이란 타인을 돕는 일과 관련되어 느끼는 긍정적 감정으로 자

신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즐거

움이다(Stamm, 2010).

본 연구에서는 Figley (1995)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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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피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 (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 한국어판 중 공감만족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4)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공감피로란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

을 경험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 현상으로(Stamm, 2010)

외상을 입은 사람이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데에서 오는 감정적인

돌봄의 비용이다(Figley, 2002a).

본 연구에서는 Figley (1995)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

공감피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 (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 한국어판 중 공감피로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5) 소진(Burnout)

소진이란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

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 등과 같은 광범위한 결과로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보이는 대

상자들을 다루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감정적 요구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갈이다(Figley, 1995).

본 연구에서는 Figley (1995)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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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피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 (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 한국어판 중 소진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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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아 죽음 경험

Solomon 등(2005)은 중환자실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이 성

인보다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더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

로 아동의 죽음은 성인의 죽음과 달리 자연스럽지 않으며 원치 않는 사

건으로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Meyer, 2014). 특

히 환아를 돌보는 중환자실은 고도의 의료 기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환경 속에서 환아를 살리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환아가

사망한 경우 환아의 죽음을 치료의 실패로서 여기기도 한다(강현주, 방

경숙, 2013; Romesberg, 2003). Papadatou (1997)는 간호사가 환아의 죽

음에 직면했을 때 인식하는 실패를 세 가지로 언급하였다. 이는 첫째, 환

아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둘째, 성인으로서 환아

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셋째, 자신을 신

뢰하던 부모를 실망시키게 된 점이다. 이는 환아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돌봄 제공자들은 환아를 구하는 것에 대한 실패감, 개인적인 무력감,

지켜내지 못한 생명에 대한 슬픔, 예견된 비애를 느끼게 된다고 언급한

Sarwar, Mangewala와 Baron (201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환아의 죽음은 성인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다.

중환자실에서 중증의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보호자가 없는 환경

에서 환아의 가장 가까이에서 환아를 간호하면서 지속적이고 고도의 기

술을 요하는 업무 요구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Dessy, 2009).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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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환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심장박동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자

주 발생할 때, 환아의 문제가 복잡하여 간호사로서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스트레스 정도는 더 높았다(신경옥, 2001). 또한 임종하는 환아

를 돌보거나 최선을 다해 돌보던 환아가 사망하였을 때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수현, 2013; 조명주, 2007). 환아가 사망했을 때

간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Costello

& Trinder-Brook, 2000) 슬픔과 비애, 상실감과 허무함, 죄책감, 미안함

과 후회스러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분노 등 복잡하고 다양하였

다(강현주, 방경숙, 2013; 함귀선, 2008; Costello & Trinder-Brook, 2000;

Engler et al., 2004; Rashotte et al., 1997; Kain, 2006, 2013). 특히,

Spencer (1994)의 연구에서는 슬픔은 모든 간호사가 느끼는 감정이었으

며 다음으로 충격이 80.4%, 분노가 78.4%, 죄책감이 4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아 죽음 경험은 간호사와 환아의 관계,

그리고 환아 부모와의 관계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Boyle,

2006; Yam, Rossiter, & Cheung, 2001). Boyle (2006)은 간호사가 경험

하는 슬픔과 비애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선행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간호

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에게 갖게 되는 친밀함이며 다른 하나는 온정

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간호 전문직에 대한 기대라고 하였다. 환자

및 환자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정적 돌봄이 이루어질 때 나타

나는 정서적 개입의 현상은 환자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주기도

하지만 간호사에게 깊은 슬픔과 낙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Boyle,

2006).

특히,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는 환아를 직접 돌보고 만

지면서 환아에 대해 마치 부모와 같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동시에

말기 환아의 부모와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함귀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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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2014). 이러한 환아 및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의 정도는 간호사가

환아 죽음 시 경험하는 슬픔과 비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Meyer,

2014), 간호사가 장기 입원 환아와 정서적인 애착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

에는 환아가 사망하였을 때 환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매우 비통해 하였다

(Costello & Trinder-Brook, 2000). 반면에 환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

을 때에도 간호사들은 치료 과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서 환아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

에 대한 후회스러움에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한 염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함귀선, 2008;

Rashotte et al., 1997; Papadatou, Martinson, & Chung, 2001). 또한 중

환자실 간호사는 가족의 의사결정에 있어 지원자가 되거나 정서적 지지

자가 되는 등 임종 환아의 부모를 지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데 부모의 고통을 함께 하고 지지하면서 겪게 되는 정서적 소진으로

서 공감 피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McHolm, 2006).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아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기존에 가졌던

신념과 가치에 대한 모순을 경험하였다. 이는 이상적인 죽음, 중환자간호

에 대한 가치 철학, 간호 전문직에 대한 책임이 병원이라는 조직 구조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무기력함과 좌절, 회의와

같은 감정으로 나타났다(강현주, 방경숙, 2013; Meyer, 2014; Yam et al.,

2001). 특히, 강현주와 방경숙(2013)의 연구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들은 사투하는 환아의 생명존중과 안위존중의 갈림길에서 도덕적으로 고

뇌하며 돌봄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의 끈

을 놓지 않고자 노력하였지만 막상 환아가 사망하였을 때는 무력감과 좌

절감과 더불어 직업적 회의를 느꼈다. Yam 등 (2001)의 연구에서도 환

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임종이 가까울수록 지속적인 치료와 완화 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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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가감정과 딜레마를 겪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의 오더대로

간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깊은 좌절을 느꼈다.

이와 같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아 죽음 경험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

적, 맥락적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위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감정

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등 감정적 철회(emotional withdrawal)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환아가 사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신체적, 치료

적 간호를 온전히 수행해야 하며 또한 환아가 사망한 후에는 사후처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거나 바로 다른 환아들을

간호해야 하는 상황적 원인 때문이었다(강현주, 방경숙, 2013; Meyer,

2014; Wallace, 2009). 다른 한 편으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소시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환아와 환아의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멀리하기도 하였다(Beale, Baile, & Aaron, 2005; Yam et al.,

2001). 간호사의 감정적 철회는 박탈당한 비애(disengranchised grief)로

서 나타나기도 하며(Doka, 2002) 이러한 현상은 간호사가 전문적인 이미

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였다고 보고

한 국외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Chen & Hu, 2013; McCreight,

2005; Sarwar et al., 2013).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질병중심적인 근대 의학적 관

점에서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능하고 환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이다(Fox, 1993: 천선영, 2012에서 재

인용). 그러나 간호를 인간의 건강 및 질병에 대한 경험적 실체와 의미

를 중시하는 실존주의적 인간 과학의 배경 하에서 정의하고 간호의 본질

을 돌봄(caring) 규정지을 때(한선희와 남은숙, 1997; Watson, 1985) 간

호사들은 기존 현실과 상충하면서 환자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의미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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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실존주의에서 불가피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실

존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이며 개인으로서의 나의 관심을 지금의 나로 향

하게 하는 삶의 근본적인 요소이다(강선보 2003; 홍경자, 2013). 실존주

의적 입장에서 간호는 실존적 위기에 처한 환자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 참된 관계를 맺으며 자신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공병혜, 2013). 공병혜(20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존주의적 간호의

예로서 죽음을 앞둔 노인이나 암 말기 환자가 자기가 친숙한 환경 속에

서 관계를 맺도록 간호사가 돕거나 아기를 상실한 여성이 자기 이해를

이루고 실존의 가능성을 촉진시키도록 간호사가 옹호하는 것을 제시하였

다.

이와 같이 간호의 근본적 가치로서의 돌봄을 간호사의 자질과 공감

능력을 통해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성 보호를 위한 도덕

적 행위라고 규정지을 때(Watson, 1985)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아의 죽음

에 대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 동요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감정 안녕 상태가 억압될 수 있다. Bush와 Boyle(2012)은 이를 간호사의

자기 돌봄의 결여로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호사의 에너지 소모

와 가중된 신체적, 정서적, 인지 행동적, 영적 스트레스는 환자 간호에

영향을 미치고 공감 피로를 가져올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더 이상의 도

움을 줄 수 없는 소진 상태가 되고 이러한 직무 만족 저하는 환자를 돌

보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직을 높이게 된다(강성례, 이병숙,

2001; 유미, 2011; Brosche, 2003; Bush & Boyle, 2012; Chen & Hu,

2013; Sarwar et al., 2013).

반면, 간호사는 임종 환아를 돌보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강

현주, 방경숙, 2013; 함귀선, 2008; Costello & Trinder-Brook, 2000). 환

아가 사망할 때까지 환아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주고 통증 완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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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경감을 위해 애썼던 것, 환아가 사망하였을 때 슬퍼하는 부모를 지

지하거나 부모를 위한 추후 간호를 제공하였던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도 한다(Costello &

Trinder-Brook, 2000). Smith (1992)는 이러한 간호사의 경험은 성찰을

통해 인지되고 만족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환아 임종 후 보

호자로부터 환아를 돌본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을 때 고마움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으며(함귀선, 2008) 환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간호에 대한 가치를 재확립하는 기회를 삼기도 하였

다(강현주, 방경숙, 2013). 그러나 일부의 간호사들은 부모에게 환아의 임

종 상황을 알리거나 슬퍼하는 부모들을 지지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돌봄의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겪기

도 하였다(Yam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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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자기성찰

성찰(reflection)은 자기 자신의 상태나 행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개인

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의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장한아, 2011; Stein-Parbury, 2009). Teseschi와 Calhoun (2004)의 외상

후 성장 이론에서는 성찰을 개인이 외상에 대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숙고적 반추(reflective

rumination)로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자기 성찰(Self-reflection)이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들여다보

는 내면을 향한 과정인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이제까지의 관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밖을 향한 과정이다(손은정 등, 2003). 자기 성찰의 과정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개인의 내적 상태와 경험에 대

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은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김귀숙, 2013; 황주연, 정남운, 2010).

이러한 자기 성찰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가 자기와 불일치되는 혼

란스러운 상황을 겪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사건의 변화가 있

을 때 주로 일어나는데(황주연, 정남운, 2010) 간호사가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간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Gustafsson & Fagerberg, 2004). 간호사의 자기 성찰은 어려움을 경험

하는 간호 실무를 개선시키기 위해 기존에 가졌던 관점에 도전하고 행동

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며 이러한 도전과 변화를 통해 간호사들은 개인

적 성장 뿐 아니라 전문직 성장을 이룰 수 있다(Stein-Parbury, 2009).

이는 간호사의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넘어서 환

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적 도구로서 쓰이는 자기 자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성장을 격려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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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진다. Chinn과 Kramer (2011)는 간호의 앎의 네 가지 패턴 중

에서 간호사의 성찰을 통한 개인적 앎이 실무에서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표현이 바로 치료적 도구로서의 자아라고 하였다. 치료적 도구로서의 자

아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

있어 방해되는 태도나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으며 이를 위한

간호사의 자기 성찰은 바로 환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Chinn & Kramer, 2011;

Stein-Parbury, 2009).

자기 성찰의 방법은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나 성찰적 대화, 일지쓰기,

대인과정 회상 기법, 성찰팀 외에도(황주연, 정남운, 2010) 디브리핑이나

자서전적 이야기, 명상 등이 있다(Brackenreg, 2004; Chinn & Kramer,

2011).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자

기 성찰 과정을 적용한 결과 개인 감정에 대한 통찰력과 문제해결력의

증진, 행동 변화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직업적 인식의 변화와 환자 간호

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다(Epp, 2008; Ganzer, & Zauderer,

2013; Mann, Gordon, & MacLeod, 2009; Paget, 2001; Peden-McAlpine,

Tomlinson, Forneris, Genck, & Meiers, 2005). 따라서 간호사는 자기성

찰 과정을 통해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간호 실무의 변화를 이끌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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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 공감만족, 공감피로 및 소진

개인적 성장이란 자아 존중감의 증진, 사회적 자원의 증가, 새로운 대

처 기술과 같은 개인 자원이 향상되는 것과 영성이 깊어지거나 삶의 우

선순위가 재배열되거나 인생을 더 감사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인생 철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특히 외상 후

생존자들을 돌본 전문직 종사자들이 비애와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

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으나 반면에 삶에 대한 통찰과 관용, 민감성이 증

가하였으며 영성과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Arnold, Calhoun,

Tedeschi, & Cann, 2005). 임종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는 스트레스가 높

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삶의 의미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개

인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Taubman–

Ben-Ari & Weintroub, 2008). 또한 환자와의 특별했던 관계가 인정되거

나 사별 의식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문화

에서는 더 성장을 경험하는 반면 박탈당한 비애의 수준이 높은 경우 개

인적 성장의 수준이 낮았다(Anderson & Gaugler, 2007). 이러한 임종 환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과 성장의 경험은 나아가 전문직에

대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Papadatou, Bellai, Papazoglou, &

Petraki, 2002).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은 타인을 돕는 일과 관련되어 느

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남을 돕는 즐거움이며 동료에 대한 호의와 남

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즐거운 감정이

다(Stamm, 2002).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와는 반대로 근무 상황이나 대상

자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감만족이 공감피로와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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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추어 줄 수 있다(Stamm, 2002). Collins와 Long (2003a)의 연구에

서는 대상자가 회복하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근무 환

경에서 강한 동료애를 느낄 때 공감만족을 느꼈다. 이러한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의 방어적 요소이자 외상 경험에 대항하는 완충역할을 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일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향상키기도 하였다.

간호사의 공감만족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

거나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았다(김현주, 2011). 또한 동료

의 지지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았고 공감만족이 높을

수록 공감피로와 소진이 낮게 나타났으나(Alkema et al., 2008;

Slocum-Gori, Hemsworth, Chan, Carson, & Kazanjian, 2013). 공감만족

과 공감피로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김현주,

2011; 염영희, 김현정, 2012).

공감피로란 간호사, 의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소방사, 상담자와 같이

타인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돕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자신에

게 내재화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Stamm, 2010; Todaro- Franceschi,

2013). 공감피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

한 Joinson (1992)의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Joinson (1992)은 간호

사가 환자와 공감적, 연민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환자에게 많은 에너지를

투여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공감피로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Figley

(1995, 2002a, 2002b)는 타인이 겪은 외상성 사건에 대해 알거나 고통 받

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생기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를 공감피로라고 재정의하였고 공감피로를 정서적인 고

통 속에서 타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돌봄의 비용이라고 하였

다. Joinson (1992)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에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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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만일 자신의 일에서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돌보

지 않으면 에너지와 열정이 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Figley

(2002a)도 공감피로를 자기 돌봄의 만성적 결핍이라고 설명하였다.

간호학에서 공감피로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발표되었으나 주로

2006년 이후에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공감피로의 수준이나 이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경우로 아동, 응급실, 종양, 호스피스 간호사 등

다양한 부서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Yang & Kim, 2012). 호

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경우 공감피로의 수준이 높았으며(Adendroth &

Flannery, 2006; Alkema et al., 2008) 아동 간호사에 있어서는 이차 외상

경험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공감피로의 정도가 다양하였다(Berger &

Gelkopf, 2011; Meadors, Lamson, Swanson, White, & Sira, 2009). 공감

피로의 관련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업무관련 요인으로 나눌 수 있

다. 우선 개인적 요인 중 인구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공

감피로의 차이가 없다는 Creamer와 Liddle (2005)의 연구가 있으나 여성

이 남성에 비해 공감피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다(Pearman

& Mac Ian, 1995).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피로를 더 많이 경험하였

다(Ghahramanlou & Brodbeck, 2000; Steed & Bicknell, 2001; Potter et

al., 2010).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공감 피로가

높거나(Townsend & Campbell, 2009)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공감

피로가 높은 경우(Potter et al, 2013)도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기혼인 경우에도 미혼의 경우에 비해서 공감피로가 낮았으나

(Monroe, 2008) 아동 간호사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환아의 죽

음이나 외상을 경험한 경우 공감피로가 더 있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Peebles-Kleiger, 2000). 기타 개인적 요인으로는 근무 경력이 긴 경우

에 공감피로가 낮거나(Roney, 2010) 오히려 높기도 하였다(Lauv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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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ad, & Palmstierna, 2009). 또한 개인적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 공감피로가 높았다(Morne, 2008). 둘째, 업무환경적 특성에서는 근무

시간이 길거나 업무가 과다한 경우, 목표의 혼란, 말기 환자에 대한 부

담, 직업이 불안한 경우에 공감피로 수준이 높았다(Frank & Karioth,

2006; Maytum, Heiman, & Garwick, 2004; Townsend & Campbell,

2009). 반면 공감피로와 환자 돌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감피

로 수준이 낮았다(Burston & Stichler, 2010; Meadorss & Lamson,

2008).

간호사에게 있어서 공감피로는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겪는 죄책감과 스트레스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는데(Yoder, 2010)

특히 중환자실 환경에서 환아의 외상과 죽음을 경험할 경우 공감피로의

증상은 두드러졌다(Collins & Long, 2003a, 2003b). 회복되기 어려운 환

자들에게 있어 지속적인 처치와 치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가적인 고

통이며 이러한 고통은 간호사의 업무 가운데에도 고통스러운 일로서 간

호사들은 공감피로의 위험이 컸다(Todaro-Franceschi, 2013). Meadors와

Lamson(2008) 연구에서도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만성 질환이 있는 아동

의 생명은 연장되었으나 이와 함께 의료진들이 말기 환아나 임종 환아를

돌볼 가능성은 더 커진 가운데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환

아와 관련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신의 아이와

유사한 나이나 성별, 기질이 비슷한 환아를 돌볼 경우 정서적인 동일시

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은 특별히 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이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의료진에게서 더 나타났다

(Meadors & Lamson, 2008).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간호사의 소진(burnout)이다. 소진이란 직업적

으로 타인을 돕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감정적 요구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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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갈이다(Figley, 1995). 급성적으로 발생하는 공

감피로와 달리, 소진은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과도한 업무요구량과 지지

가 없는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Stamm, 2010).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정

서적으로 탈진하여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두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개인적 성취감이 결여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Maslach et al., 2001). 소진은 공감피로의 부정적 결과로서도 설명되는

데 간호사의 소진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이 적

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Alkema et al., 2008; 김현주, 2011), 근

무 경력이 적거나 미혼인 경우에 소진이 높았다(김현주, 2011; 신민정,

2007). 또한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소진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김현주,

201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게 나타났다(Slocum-Gori et

al., 2013; 염영희, 김현정, 2012). 그리고 공감피로가 높고 공감만족이 낮

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Alkema et al., 2008; Slocum-Gori et al.,

2013; 염영희, 김현정, 2012).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24시간 동안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가장 가까이

에서 돌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임상적 판단을 내리며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소진을 경험하였다(Epp,

2012; Lederer, Kinzl, Traweger, Dosch, & Sumann, 2008). 특히, 중환자

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더 원하는 경우와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 연장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더 갈등하였다(Hamric &

Blackhall, 2007; Lederer et al., 2008; McClendon & Buckner, 2007). 또

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업무적으로 첨단 의료 장비를 다루는 기술과 치

료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나 환자의 요구에 부합할 만큼 숙련되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가 위중다고 느낄 때 힘들어하였다(McGrath, 2008). 이러한

업무적 특성으로 겪게 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비인간화, 냉소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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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취감의 저하와 같은 소진의 형태로 나타났다. 비인간화는 정서

적 부담에 대한 자기 보호적인 방법이었고 냉소적 태도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무기력함과 긴장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는

환자 돌봄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인식하였다(Bühler & Land,

2003; Epp, 2012; Gutierrez, 2005). 말기 암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경

우, 환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임종과 죽음에 대처하도록 요구되는데 이

것이 소진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하였다(Escot, Artero,

Gandubert, Boulenger, & Richie, 2001; Isikhan, Comez, & Danis, 2004).

그리고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은 일반 병동의 간호사보다도 더 높

게 나타났다(Garcia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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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를 위한 중재

국외에서 임종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다.

Lenart, Bauer, Brighton, Johnson과 Stringer (1998)는 중환자실 간호

사들을 위한 비애지지 모임(grief support group)을 개발하여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다루고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모임의 구성원은 환자의 사망을 경험한 간호사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죽

음 경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였고 환자의 죽음을 둘

러싼 상황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또한 모임의 구성원들은 간헐적인

점심식사 모임을 통해 동료를 지지하고 환아 죽음에 대한 대처 방법과

사별가족 지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가족 지지를 위한 책

자와 리플렛 제작, 아동의 발달 단계별 대처 전략에 대한 정보, 조문 카

드 등을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환자의 죽음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정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서로 지지하며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고 동료들과 좀 더 가까워졌으며 동

료 및 환아의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만족하였다.

Medland 등(2004)은 암병동 간호사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지지 중

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중재의 주된 내용은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에서 환자 돌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실에 대한 슬픔이 자

연스러운 반응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또한 참여한 간호사들이 환자

죽음에 대한 경험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환자 죽음에 대한 공동의 지

지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안전한 장소에서 감정을 해소하도록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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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병동 밖에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

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대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효

과로서 심리사회적, 영적 환자 만족도, 간호사의 이직률, 간호사의 심리

사회적 건강, 긍정적 대처 전략 사용에 대한 자기 성찰, 건설적 자기 돌

봄 행동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Ewing과 Carter (2004)는 실제 임상에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신생

아중환자실의 의료진들이 스트레스가 높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Grief and Loss in the

Workplace’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운영되었다. 1회기에

서는 의료인들이 주요 스트레스로서 여기는 복합적인 비애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비애 경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2회

기에서는 고통과 상실에 대한 신학적 관점과 개인적인 경험이 주는 의미

에 대해 토론하였다. 3회기에서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실제적 지식과 대

처 전략이 제공되었고 4회기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소통, 환아 돌

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탐색하였으며 마지막 5회

기에서는 환아에 대한 애착과 전문직의 문제, 전문직 개발을 위한 자기

인식 등이 임상 현장에서 통합되는 것에 대해 토론하였다. 프로그램 참

여자들로부터 도움이 되었으며 흥미있고 가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

다.

Keene 등(2010)은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의료진을 위한 Bereavement

Debriefing Session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된 운영 방식은 디브리

핑으로서 참여자는 환자의 죽음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환자의 죽음 후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영적 반응에 대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표현하였다. 또한 환자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돌보았으며

가능한 대처 방법과 자원이 무엇이었는지, 환자와 가족들을 돌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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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가족과 의료진을 위한 가능한 지지의 방법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로부터의

만족도 조사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Meadors와 Lamson (2008)의 연구에서는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

실, 소아병동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

그램의 내용은 만성적으로 아픈 아동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표현되지 않

은 슬픔과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해 알아가기, 공감피로

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의 증상에 대해 이해하기, 스트레스와 슬픔 및

공감피로에 대처하는 방법과 가능한 개인적 자원에 대해 배우기이었다.

중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공감피로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수준이 감

소하였다.

Jenko 등(2011)은 지역 의료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비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워크샵을 연 2회 운영하였다. ‘Broken Hearts-Healing

Hears’라고 명명된 이 비애지지 워크샵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비

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였으며 건강한 비애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워크샵을 3년간 지속 운영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아동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를 위한 중

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한 개인의 감정의

표현과 인식을 강조한다는 점이다(Lenart et al, 1998; Rushton et al.,

2006; Keene et al., 2010). 디브리핑은 일련의 순서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외상 사건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표

현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rendt & Elklit, 2001; Lowerly & Strokes, 2005). 전통적인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의 경우 주로 응급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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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외상 사건에 대해 활용되며 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영향

을 끼치는 외상 사건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사건 발생 수 시간 내에 진

행되나(Mitchell, Sakraida, & Kameg, 2003; Raphael & Wooding, 2004)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의료진들을 위한 디브리핑은 CISD에 토대를 두었

지만 단순히 환자의 죽음 사건보다는 환자의 죽음 상황과 관련된 의료진

의 정서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었으며 의료진이 충분히 안정된 시간을 확

보한 후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Leanrt et al.,

1998; Keene et al., 2010). 또한 Rusht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디브리

핑의 주요 질문에서 환아 죽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측면과 가장 만족

스러운 측면을 다룸으로써 의료진들이 겪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가족 지

지의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임종 환아를 돌보는 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전문직의 만족을 상기하도록 하여 디브리핑을 함으로써 의

료진의 지지가 긍정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수 되도록 하였다.

둘째, 동료 지지(colleagues or peer support)와 동료 간 토론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Davies 등(1995)의 연구에서는

임종 환아를 돌보는 아동 간호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대처 전략이 동료들

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강현주와 방경숙(2013)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임종 환아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간

호사들이 동료부터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환자의 죽

음 후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료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이는

주요 대처 방법으로 이용되지만 이 중 일부는 이러한 지지가 충분치 않

다고 하였으므로(Spencer, 1994) 동료 지지를 중재 전략의 부분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방면의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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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지지 뿐 아니라

의료진 자신을 돌아보고 환자의 죽음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별 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 제공

이 필요하였다(Lee & Dupree, 2008; Macpherson, 2008; Papadatou,

2000). Rushton 등(2006)은 임종 환아를 돌보는 의료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학제적 네트워킹과 교육

에 대한 오픈 포럼, 특정 병동의 사례 기반 월간 토론을 통한 교육, 완화

의료를 제공받는 환아에 대한 의사소통과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 환아

의 죽음 후 의료진들의 감정을 다루는 세션 등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의

료진들이 환자의 죽음 경험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반응들

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하여 비애와 상

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교육하고 다양한 상실에 대한 대처 전략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기 돌봄, 건강한 감정 표현의 방법을 추천하

였고 특별한 환아와 가족을 돌본 경험에 대해 의료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으며 시나 조문 카드 등을 통한 비공식적 사별 의

식을 가졌다. Lenart 등(1998)도 사별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서 조용한 방

을 제공, 희망과 지지에 대한 액자를 병동에 거는 것,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책자와 리플렛, 애도에 대한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내용을 제

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실제적인 활동을 함께 진행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도 간호사들이 환아의 죽음 경

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동료의 지지를 얻으며 자

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환아의 죽음 경험을 개인에게 새로운 의미로

구성하고 나아가 환아의 죽음에 대처하고 사별 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가는 중재 전략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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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Patient’s Death
Personal growth ↑

Compassion satisfaction ↑

Compassion fatigue ↓

Burnout ↓

Self-reflection

program

Ÿ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Ÿ Number of

experience of

patient’s death

Ÿ Personality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Figure 1과 같이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성찰 프로그램은 동료 지지의 증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과 해소의 기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재구성, 자기 돌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기성찰의 과정이 되도록 하

였다.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들에게 적용되

었을 때 간호사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의

경험은 간호사 개인이 치료적 도구로 쓰이는 간호 실무에도 영향을 주

어 공감만족을 증가시키고 공감피로와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문헌고찰을 근거로 간호사의 환아 죽음 경험과 개인적

성장,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환아의 죽음 경험의 빈도, 개인의 성격 특성은 연구 분석 시 통계

적으로 동질하게 통제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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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구성 시 Tedeschi와 Calhoun (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과 Figley (1995)의 공감피로 모델을 참고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통합 과정을 통한 긍정적

자기지각의 변화, 대인 관계, 인생관에 대한 성장을 의미한다. 즉, 자기

성찰을 통한 인지적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Tedeschi와 Calhoun (2004)

은 상실과 같은 외상의 경험은 반드시 부정적인 정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러한 역경 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리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였다. 개인은 외상을 경험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

을 나타낸다. 극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 동시에 기

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기본적 인지 도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

한 침습적 사고는 외상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자동적으로 외상

기억이 침습하게 한다. 다음으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가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하다. 외상 사건과 관련된 증가된 문제 해결적 반추

(rumination)인 인지적 처리는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면서 외상 사건을

포함한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준다. 이러한 인지적 처리는

성찰적 반추, 성장적 반추라고 언급되기도 한다(신선영, 2009; 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적 반추

의 과정은 정서적 고통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과 함께 정서 조

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정서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외상

에 대처하는 자원의 부족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감정을 적절하게 표

현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기 노출은 외상 후

성장에 앞서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

기 노출 정도와 자기 노출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 양상이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노출을 통해 정서적 고통이 조절되고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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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외상 사건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인지 처리로서 의식적 반추가 더 자주

일어난다. 이로서 외상 사건의 성질을 바꾸고 이해와 통찰을 얻는다. 외

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 내적 특성,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하다.

공감피로는 환자와의 공감적, 연민적 관계에 따라 에너지를 환자 간

호에 투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체, 심리, 사회, 정서적 부적응,

탈진, 슬픔, 불안, 우울, 수면장애, 혼돈, 무력감, 고립감 등의 정서를 포

함한다. 대상자의 고통에 돌봄 제공자인 자신을 투입함으로써 대상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두려움, 분

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위한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방법과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즉, 자기

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고통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지 않고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를 위한 돌봄의 노력에 만

족하고 성취감을 가지며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공감피

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노

출이 되거나 대상자의 외상 사건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 공감피로가 이어

진다. 또한 개인의 삶의 예기치 않은 변화들은 공감피로의 가능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와 대치되는 개념인데 공감만족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즐거움으로 공감피로와는 반대로 근

무 상황이나 대상자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

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감만

족이 공감피로와 소진을 낮추어 줄 수도 있다(Stamm, 2002).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경력, 성격유형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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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프로그램의 사전적 의미는 진행 계획이나 순서로(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의미 없는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목표를 위해 체

계적으로 조직된 활동이다(Royse, Thyer, Padett, & Logan, 2001). 그러

므로 프로그램의 개발은 목적이나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인

내용과 활동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는 것

이다(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프로그램의 개발 모

형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절차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개념틀인데(김진화, 정지웅,

2000)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은 김창대(2002)의 4단계 프로그램의 개

발과 평가 모형을 기초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김창대(2002)의 모형은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고려되었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 목표수립 단계,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

계, 3단계 예비연구 단계,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Figure 2와 같다.



- 31 -

Steps of program development Sub-steps of program development

Step 1
Establishment of

objectives

Ÿ Planning

Ÿ Survey of request

Step 2
Composition of the

program

Ÿ Collecting existing programs

Ÿ Composition of actual program

Step 3 Preliminary research

Ÿ Implementation of preliminary

program

Ÿ Revision of the program

Step 4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gram

Ÿ Designating program target and

implementation

Ÿ Evaluation of effectiveness,

satisfaction and operation

Figure 2. Stage of Program Development

1) 목표수립 단계

이 단계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원래 구상하였던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안을 수정하고 재정립하

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동

료 집단 속에서 자신의 정서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전문직 간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루어 공감만족 수준을 높이

고 공감피로와 소진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우선 문

헌 고찰을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정

립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을 경

험한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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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여자가 환아의 죽음에 대해 경험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 측면

을 탐색하고 다루도록 한다. 참여자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돕고 이를 적절히 표출하도록 한다.

셋째, 참여자가 집단 참여를 통해 동료로부터 지지를 얻고 공동의 해

결 방안을 함께 구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집단 활동은 환아 죽음 경험에

대한 서로 간 지지 수준을 증가시키고 환아의 죽음에 대처하기 위한 다

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환아를 간호하면서 겪는 간호사의 경험을 다루

므로 개인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더불어 간호 전문직에

대한 자기성찰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본 단계에서는 환아를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에

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어느 시

기에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도 조사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6

일까지 이루어졌고 대상은 서울시 종합병원 두 곳의 소아중환자실과 신

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3명이었다.

요구도 조사 결과, 대상자의 91.3%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여 프

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8.3%로 나타났으며 프로

그램의 운영 시간은 데이 근무 후, 병원이나 근처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

였으며 운영시간은 60분에서 90분 내, 그룹의 인원은 5～6명이 넘지 않

는 것을 원하였다(Table 1).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가능한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고 적정한 운영 시간과 인원

의 수를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임종 환아 돌봄에 대한 간호사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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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감의 극복과 정서 관리 및 지지 방안,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나를 돌

아보기, 집단 구성원 간의 환아 죽음 경험에 대한 이해, 임종 시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사별 가족 돌봄에 대한 정보로 대화법, 이별 의

식, 부모 경험 이해 등의 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

동의 죽음에 대한 의학적 이해나 종교적 이해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2). 따라서 프로그램에는 환아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나 접근보다는 간호사들의 정서적인 지지와 관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임종 시 환아와 가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과 사별 가족 간호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간호사의 임종 환아 돌봄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들

이 바라는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8명을 대상으

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강현주, 방경숙, 2013). 연구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돌

보던 환아가 죽었을 때 애써 참아내는 슬픔, 밀려오는 양가감정, 무력감,

좌절감과 함께 오는 직업적 회의, 죄책감과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고통

을 다루고 해소할 수 있는 지지를 원하였으며 임종환아 돌봄에 대한 구

체적인 안내를 받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돌봄에 대한

가치를 재확립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

실 간호사들을 위한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다루고 해소하면서 임종 환아 돌봄과 간호사로서의 자기 성찰에

대한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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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lassification n (%)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imilar

program

Yes 4 (17.4)

No 19 (82.6)

Necessity of the

program

Somewhat necessary 2 (8.7)

Necessary 13 (56.5)

Very necessary 8 (34.8)

Preference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Not sure 1 (4.3)

Somewhat prefer 18 (78.3)

Very prefer 4 (17.4)

Program duration 60 minutes 10 (43.5)

90 minutes 9 (39.1)

120 minutes 4 (17.4)

Number of people in the

group

3～4 people 3 (13.0)

5～6 people 17 (74.0)

7～8 people 3 (13.0)

Availability of

attendance

Evening after the day shift 15 (65.2)

Afternoon before the evening

shift

5 (21.7)

Evening before the night shift 3 (13.0)

Session location Inside the hospital 12 (52.2)

Seminar room near the

hospital

2 (8.7)

Irrelevant 8 (34.8)

Others 1 (4.3)

Table 1. Requests on Self-reflection Program Operation (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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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Not

necessary

n(%)

Not so

necessary

n(%)

No

preference

n(%)

Somewhat

necessary

n(%)

Very

necessary

n(%)

Resolution of the nurses’ emotional

isolation about caring for dying pediatric

patients, emotional management and

support measures

0(0.0) 0(0.0) 0(0.0) 9(39.1) 14(60.9)

Self-reflection as pediatric nurses for

intensive care unit
0(0.0) 0(0.0) 0(0.0) 10(43.5) 13(56.5)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among group

members (sharing of personal experience

and emotions)

0(0.0) 0(0.0) 1(4.3) 10(43.5) 12(52.2)

Understanding the colleagues as pediatric

nurses of the intensive care unit
0(0.0)) 0(0.0) 1(4.3) 10(43.5) 12(52.2)

Self-understanding and reflection about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and experience

of personal loss

0(0.0) 0(0.0) 1(4.3) 16(69.6) 6(26.1)

Caring for

near-death pediatric

patients

- Pain management 0(0.0) 0(0.0) 2(8.7) 8(34.8) 13(56.5)

- Psycho-social and

spiritual caring
0(0.0) 0(0.0) 1(4.3) 11(47.8) 11(47.8)

- Symptom

management by

system

0(0.0) 0(0.0) 2(8.7) 13(56.5) 8(34.8)

Caring for the

family at the time

of death

- Psycho-social and

spiritual caring
0(0.0) 0(0.0) 1(4.3) 6(26.1) 16(69.6)

Caring for

bereavement family
- Conversation

method
0(0.0) 0(0.0) 1(4.3) 5(21.7) 17(73.9)

- Parting ceremony 0(0.0) 0(0.0)) 2(8.7) 7(30.4) 14(60.9)

- Understanding of

the parents’

experience

0(0.0) 0(0.0) 1(4.3) 9(39.1) 13(56.5)

Understanding of

the pediatric

patient’s death

- Medical

understanding
0(0.0) 0(0.0) 3(13.0) 11(47.8) 9(39.1)

- Religious

understanding
0(0.0) 0(0.0) 7(30.4) 12(52.2) 4(17.4)

Table 2. Request on Self-reflection Program Contents (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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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단계

이 단계는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프

로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수집, 정리하여 각 활동의 효과, 수용성, 흥미

등의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

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프로그램의 활동 요소를 수집할 때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활동, 국내

외 임상 현장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임상 현장 관리자 1인, 아동간호학과 정신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통

하여 새로운 활동의 내용을 구상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기간의 결정을 위해서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참고하였다. 의료진 대상 예방적

동료지지 중재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연구의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4주 미만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었다(Marine, Ruotsalainen,

Serra, & Verbeek, 2006; van Wyk, Pillay-Van Wyk, & Zwarenstein,

2010). 따라서 본 프로그램도 실제 교대 근무 간호사가 모든 회기에 참

여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고자 매주 1회기씩 6주간 총 6

회기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의 크기는 집단상담의 경우 모

든 참여자들이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적으로 집단 활동에 관여하

여 집단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5～15명으로 추천되

고 한 회기의 시간은 집단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으로 회기

당 90분 정도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김창대 등, 2011) 집단 구성의 최

소 인원인 2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한 회기는 1시간 30

분에서 2시간 사이로 운영되도록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본 구조는 도입, 전개, 정리단계이다. 도입 단

계에서는 주로 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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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고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하였다. 전개 단계에서

는 환아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동료

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현하여 동료와 환아 부모에 대한 이해가 이루

어지도록 하였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와 해결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간호사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

고 직업적인 만족감을 갖도록 하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전문직에 대한

관점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각 회기 또

한 도입, 전개, 정리의 순으로 구성하여 회기의 안내와 회기별 활동, 활

동 후 소감과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집단 역

동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하

였다.

3) 예비연구 단계

이 단계는 일차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소수 대상에게 실시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전략 등을 수정할 때 필요

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2014년 5월 중증 환아를 돌보거나 소아중환자실과 신

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5인을 대상으로 1회기와 2

회기 각각 1회씩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

은 집단 상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에게 재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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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계로 프로그

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이 수정되는 단계이다(김창대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2014년 6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Ⅴ. 프로그램의 평가

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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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Session Theme Objective Contents

Introduction
Session

1

What is my

emotional

expression

pattern?

: Confirmation of

emotional control

method profiles

1. Understand the

objective and steps of

the program.

2. Help the understanding

between the moderator,

participants, and

among participants,

and create intimacy.

3. Understand one’s own

emotional expression

pattern.

1. General overview of

the program, contents

of each session and

participation

2. Introduction of oneself

by nickname

3. Confirm the final

result of emotional

expression pattern

Development
Session

2

The one child

that remains in

my memory

: Sharing

experiences of

caring for dying

pediatric patients

1. Talk about the

experience of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in

a safe and comfortable

environment to achieve

emotional resolution.

1. De-briefing about

one’s experience of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

2. Verbalize one’s

emotion through

de-briefing

3. Sympathize and

support among the

participants

2. 자기성찰 프로그램

1) 자기성찰 프로그램의 구조

이상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

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의 구조는 도입, 전개, 정리 단

계에 따라 총 6회기로 구성되었다(Table 3).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지침

은 부록 5에 수록하였다.

Table 3. Basic structure of eac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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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Into the basket

of loss

: Sharing my

experience of

loss

1. Reflect on personal

loss to look back on

one’s life and

understand oneself.

2. Use the sympathy card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to

sympathize.

1. Verbalize the loss that

holds personal meaning

2. Use the sympathy card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to

sympathize

3. Write a short note of

one’s personal loss

experience and place in

the basket of loss

Session

4

Parting well

: Find one’s

special parting

ceremony

1. Re-structure the

meaning of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 to

cleary understand the

remaining emotions

and hope.

2. Acquire specific

strategies to handle

personal emotions

regarding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through group

activities among

participants.

1. Restructuring the

meaning of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through letter writing

2. Creating one’s own

parting ceremony

through group

discussion

Session

5

Understanding

the parents

: Find a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with the

parents

1. Understand the

bereaved parents and

identify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as a

bereaved nurse.

1. Read books about

bereaved parents and

share emotions

2. Share the experience

of meeting the

bereaved parents

3. Writing a condolence

card to the bereaved

parents

Conclusion
Session

6

I am a pediatric

nurse

: Establishing

self-care strategy

1. Plan and act on

self-caring strategies.

2. Confirm the value of

caring as a pediatric

nurse at the intensive

care unit.

3. Conclude the program.

1. Write a specific mini

holiday plan and share.

2. Reflect on one’s life as

a nurse and create a

new resolution.

3. Provide feedback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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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성찰 프로그램의 회기

프로그램의 회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5 참고)

1회기는 도입 단계로 1회기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진행자와 참여자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며 참여자 자신의 평소

정서표현 패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회기별 진행 방법 및 참여 안내 등의 오리엔테이션, 참

여자들끼리 별칭으로 자기 소개하기, 정서조절방법 사용 패턴 결과지 확

인하기, 다음 회기 진행 안내이다. 1회기의 도입 단계에서는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운영, 진행 방식,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이 때에

프로그램 유의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다.

다음으로 전개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명찰에 생각해 온 별

칭을 적게 한 후, 돌아가면서 자신의 별칭과 별칭을 짓게 된 배경을 소

개하여 자신을 알리도록 한다. 이 때에 진행자도 자기소개를 간략히 하

도록 한다. 그리고 이지영(2012)의 정서조절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

리 조사한 개인의 정서조절방법 사용 패턴 결과지를 나누어주고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후 각자 개인의 결과지를 보고 구

체적으로 근무지에서의 경험이나 개인의 생활에 비추어 자신이 사용하는

정서표현 방법들에 대해 돌아가며 짧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정리 단계에

서는 마무리 하면서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참여자나 진행자에게 하고 싶

은 말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말하게 한다. 또한 서로에게 긍정적인 측

면들을 발견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진행자 또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인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기 진행에 대해 간략

히 소개한다.

2회기는 본격적인 전개 단계로 2회기의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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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환아의 죽음 경험에 대해 언어화하여 표현하여 감정적 해소를 이

루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환아의 죽음에 대한 디브리핑,

디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참여자들 간에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기, 다음 회기 진행 안내이다. 1회기 시간에 미리 임종

환아 돌봄과 환아의 죽음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나눌 것임을 알

려 준비하도록 한다. 2회기의 도입 단계에서는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진행될 회기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짧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

여 임종 환아 돌봄과 환아 죽음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느낌을 돌아가면

서 나누도록 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른 참여자들의 공감과

반응을 표현하도록 한다. 돌아가면서 모든 참여자가 개인의 경험을 이야

기하도록 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서로에게 긍정적

인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한다. 다음 회기 진행해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3회기의 목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개인적 상실의 경험을 알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이해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공감카드를 활

용하여 참여자들이 서로 공감을 표현하는 훈련을 체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상실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공감카드

를 통해 참여자 간에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기, 자신의 상실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짧게 적어 상실 바구니에 넣기, 다음 회기 진행 안내이다.

2회기 시간에 미리 개인의 상실 경험에 대해 생각해 오도록 공지한다. 3

회기 도입 단계에서는 지난 주간 어떻게 지냈으며 지난 회기 이후로 달

라진 점이 있는지 짧게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진행될 회기의 내용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하고 공감카드(캐서린 한, 2013) 사용법을 안내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개인 상실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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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짧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다양한 상실의 경험의 예를 들어 준다.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공감카드를 활용하여 공감과

반응을 표현하도록 한다. 모든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개인 상실의

경험과 기억들을 종이에 적어서 상실 바구니에 담도록 한다. 진행자는

상실 바구니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이해되고 담겼으므로 더 이

상 혼자 힘들어할 필요가 없음을 표현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참여한 소

감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한다. 진행자는 참여자들 간

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한다. 다음 회기 진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4회기의 목표는 환아 죽음에 대한 의미재구성 작업을 통하여 현재 남

아 있는 감정과 바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 간 집단

활동을 통하여 환아의 죽음에 대한 정서를 다루는 구체적인 전략을 습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글쓰기와 편지 쓰기를 통해 환아의 죽음에 대

한 의미를 재구성하기, 그룹 활동을 통해 나만의 사별의식 찾기, 다음 회

기 진행 안내이다. 3회기 시간에 미리 기억나는 환아에게 편지를 써 오

도록 한다. 4회기의 도입 단계에서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 인

사를 나누고 진행될 회기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

서는 미리 써 온 편지의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고 편지를 쓰면서 느낀 소

감을 이야기한다. 혹시 편지를 써 오지 않은 참여자가 있는 경우 약간의

시간을 주어 편지를 짧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환아에게 하고

싶은 말, 환아로부터 듣고 싶은 말, 자기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적을 수 있는 워크시트를 나눠주고 적어보도록 한다. 이 때에 편안하고

솔직하게 적도록 격려한다. 이후 참여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환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직접 읽도록 하고 환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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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듣고 싶은 말과 자신에게 격려하는 말은 다른 참여자가 대신 읽어주

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그룹 토론을 통해 환아에 대한 기억과 환아를 보

낸 날을 특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추모의 방법과 사별의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진행자는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주며 다양한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정리단계에서는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참여자나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한다. 또한 서로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한다. 진행자 또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 한다. 다

음 회기 진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5회기의 목표는 사별 부모를 이해하고 사별 간호로서 효과적인 부모

와의 의사소통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다. 5회기의 주요 내용은 사별 부모

의 경험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

별 부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자녀를 사별한 부모가 쓴

수필집을 선정하고 함께 나누도록 한다. 5회기 시작 2주 전에 소아중환

자실 간호사에게는 머라이어 하우스덴의 <한나의 선물>을, 신생아중환

자실 간호사에게는 에이미 쿠에벨벡의 <가브리엘을 기다리며>을 읽어오

도록 한다. 5회기의 도입 단계에서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기분은

어떠한지, 지난 회기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진

행될 회기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리타 모란의 <옳은

말-아이를 잃은 엄마가 쓴 시>를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고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나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근

무하면서 직접 만났던 환아 부모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때에 환아가 임종했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유사한 경험을 한 참여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미리 나눠준 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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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실제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했

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후반부에서는 사별 부모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거나 사별 부모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한

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별 부모에게 조문 카드를 짧게 써보고 돌아가면

서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참여한 소감

을 나누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며 다음 회기를 안내하고 마

무리한다.

마지막 회기인 6회기는 정리 단계이다. 6회기의 목표는 자기 돌봄 방

법들을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며 아동을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돌봄의 가치를 확인하고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휴가 계획이나 여가 활용

계획을 세워 보기, 간호사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이다. 5회기 시간에 미

리 개인의 취미나 여행 계획을 생각해 오도록 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진행될 회기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체험의 하나로서 미니 휴가를 계획하도록 한다. 언제, 누구와 어디를 가

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미리 준

비하여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나 여가 계획을 나누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간호사로서 나를 돌아보

고 새롭게 나의 가치를 세우는 시간으로서 간호사로서 나를 돌아보고,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환아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

는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에게 있어 동료란 무엇인지에 대

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참여

한 소감을 짧게 나누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 수료증을 나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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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그램의 평가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

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Creswell과 Clark (2011)이 제시

한 동시적 내재전략(concurrent embedded strategy)의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였다. 동시적 내재전략은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지만 주된 연구 방법이 있고 이를 보완하는 보조적

인 방법이 있으며 보조적 방법은 주된 방법 안에 포함된다(성용구, 2013;

Creswell & Clark, 2011).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

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

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한 후 수집한 질적 자료를 내용분

석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완 설명하고자 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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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1: pre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 variables(personal growth,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of control group

Ÿ C2: posttest for outcome variables(personal growth,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of control group

Ÿ E1: pre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 variables(personal growth,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of experimental group

Ÿ E2 Quantitative: posttest for outcome variables(personal growth,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and program satisfaction questionnaire of

experimental group

Ÿ E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Ÿ Intervention: Self-reflection program

Figure 3. Design of this study

C1 C2

E1 E2

qualitative

After 6weeks

QUANTITATIVE

Intervention

QUANTITATIV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Integration of findings from QUANTITATIVE outcome evaluation

with qualitativ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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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4월 7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 서울시 소

재 일개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에서 다음의 선정 기준에 부합한 자이다.

1)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독립적으로 환아를 돌보는 자

2) 담당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연구의 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심리 치료에 대한

효과 크기를 대략 0.8로 하므로(Jordan & Neimeyer, 2003) 본 연구에서

도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effect size)를 0.8으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05, 검정력 0.7에서 one tailed two groups t-test로

power analysis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각각 16명씩 총 32명의 표본 수

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기관에서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잠재

대상자의 수는 소아중환자실 30명, 신생아중환자실 32명으로 총 62명이

었으나 본 연구의 실험군에는 16명, 대조군에는 23명으로 총 39명이 모

집되었다. 실험 처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조군 먼저 자료를 수집하

도록 하였으며 대조군은 중도 탈락 없이 모두 사후 조사까지 완료하였

다. 실험군은 1명이 사전 조사를 마쳤으나 사직을 하게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

된 대상자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23명으로 총 3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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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연령, 결혼 상태, 자녀 여부, 학력, 종교, 현재 함께 생활하고 가족 구

성원 여부, 총 임상 경력, 현 근무지의 근무 기간, 직급, 지금까지 근무지

에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횟수, 지난 일 년 동안 환아의 죽음 경험 횟

수, 가장 기억나는 환아의 죽음 시기, 주변에 임종한 사람 여부, 임종 간

호나 호스피스 관련 교육 이수 여부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격

유형은 10문항이었고 결과 변수에 대한 도구는 개인적 성장 16문항, 공

감만족 10문항, 공감피로 10문항, 소진 10문항으로 총 70문항이었다. 그

리고 사후 조사 시 실시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는 연구자가 직접 개

발한 것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① 개인적 성장

Tedecs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도구를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와 김교현(200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Korean versio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도구로서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 관계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의 4가지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이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0점)’, ‘매우 작은 정도 경험하였다(1점)’, ‘조금 경험하였다(2

점)’, ‘꽤 경험하였다(3점)’, ‘많이 경험하였다(4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

(5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80점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 성장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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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감만족

공감만족은 Figley (1995)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공

감피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 (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의 한국어 버전 중 공감만족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총 10문항으로 해당 문항 번호는 3, 6, 12, 16, 18, 20,

22, 24, 27, 30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7이었다.

③ 공감피로

공감피로는 Figley (1995)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공

감피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 (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의 한국어 버전 중 공감피로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총 10문항으로 해당 문항 번호는 2, 5, 7, 9, 11, 13, 14,

23, 25, 28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72이었다.



- 51 -

④ 소진

소진은 Figley (1995)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공감피

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 (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가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의 한국어 버전 중 소진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이다. 총 10문항으로 해당 문항 번호는 1, 4, 8, 10, 15, 17, 19,

21, 26, 29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65이었다.

⑤ 성격 유형

Girdano, Everly 및 Dusek (1990)의 Hart type A 척도를 장현갑과

강성군(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장현갑과 강성군(1996)은 A

유형은 야심적이고, 경쟁적이며,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성급한 사람이며

B유형은 이와 반대되는 유형으로서 이완되어 있고, 야망이 적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의 범위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

점)’까지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범위를 지닌다. 점수의 범위에

서 10～23점은 A유형의 특성을, 24～40점은 B유형의 특성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오진환(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고

김현주(201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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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자가 김창대 등(2011)이 제시한 만족도 평가도구의 내용을 참

고하여 직접 개발하였고 총 8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별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4)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

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이하 실험군)이

며 대조군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이하 대조군)이다.

가설 1.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개인적 성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감만족 점수가 높

을 것이다.

가설 3.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감피로 점수가 낮

을 것이다.

가설 4.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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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진행 및 자료수집 방법

우선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 간호부와 병동 관리자의 협조를 구

하고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프로그램 모집 공고문을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갱의실 내 부착하였고 4월 23일

부터 4월 30일 사이에는 개인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장을 배부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에는 16명, 대조군에는 23명으로 총 39명이 모집되

었다. 먼저 대조군 대상으로 2014년 5월 첫 주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6주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군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완료한 후 개발된 프로그램 지침서에 따라서 매주 1회기씩 6주간 총 6회

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모든 회기를 마친 후 실험군

대상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시 연구 보조원을 두어 사전, 사후 조사 및 기타 자료를 입

력하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진행과 연구의 결과 분

석에만 관여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 대상자들에게도 알려서 되도록 솔직

하게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체 자료 수집 기간은 프로그램 공고문을 부착한 2014년 4월 7일부

터 사후 조사가 완료된 2014년 8월 13일까지 이었다.

실험군에게 적용된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실험군의 근무 스케줄을 고려하여 회기 당 최소 2인 이상 5인 이내로 집

단을 구성하였고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을 함께 배정

하였다. 각 회기는 퇴근 후나 근무 전 시간임을 감안하여 1시간에서 1시

간 30분 사이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되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

다. 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집단의 역동에 따라서 내용이나 순서가 약간

씩 달라졌으나 대부분 개발된 프로그램 지침서를 따랐다. 프로그램의 운

영 장소는 대학의 실습실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온돌방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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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정도 수용 가능한 넓고 쾌적한 환경이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6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실험군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

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중에서 본 질적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6회기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대상자들에게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

진 후 바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총 2그

룹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룹의 인원은 각각 5명, 7명이었고 면담

시간은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

과 같았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있어 개선될 점은 무엇입니까?’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모두 필사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적 자료들은 SPSS version 21.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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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점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점수의 차이 검정과 실험군과 대조군

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에 대한 차이 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들은 주요 면담 질문을 기본 축으로 하

여 분석하되 연구자는 되도록 어떠한 견해를 가지지 않고 참여자들로부

터 얻은 내용에 기초하여,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 방법

(content analysis)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

여 읽으면서 자료 중에서 핵심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 있는

문장들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별도로 표시한 문장들을 상호 연결하여

보다 추상성이 있는 문장이나 구로 분류하고 추상성이 있는 주제로 범주

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화된 주제들을 다시 분석하고 통합하여 최종

주제로 도출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인 신뢰성,

감사가능성, 적합성, 확인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우선, 면담 시에는 되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참여자들이 경험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였

고, 면담 도중에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의 진술에 대해서는 바로 참여자

에게 질문하여 참여자가 말한 의미를 재확인하고 명료화시켜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고 모든 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며 이후 질적 내용분석의 순서를 그대로 지켜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발언 내용을 평가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 과정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였고 연구 결과를 포커스 그룹 면담의 경험이 있는 교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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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받아서 연구 결과가 자료에 잘 부합되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다.

7)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5년 이상의 신생아중환자실 임상 경험이 있으며 프로그

램 운영을 위하여 ELNEC 소아완화간호(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pediatric palliative care) Train-the-Trainer Program을 이

수하였고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15시간 과정의 정

서조절코칭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18시간 과

정의 공감의 대화법 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

론과 질적자료분석론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8)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계획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서

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of

Board)의 1차 승인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

(2013-104)을 받은 후 연구의 진행과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대상자의 익명성, 자료의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므로 대상자들의 비밀 보장을 엄격히 지키고 연구

의 진행 중 철회의 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존중하도록 하며 근무지

와 관련하여 개인 신변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을 구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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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통해 알렸다. 또한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인 동요가 생길 것을 대

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1부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고 관리하였다.

본 연구의 대조군에게는 사후 조사 실시 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프

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대조군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실시하지는 못하였고 설문 조사 후에 오천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실험군에게도 프로그램 각 회기 참여 시 오천원 상당의 음

료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회기마다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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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프로그램의 효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

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 38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

균 연령은 27.11세였다. 6명(15.8%)이 기혼이었고 2명(5.3%)만 자녀가 있

었다.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2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20명(52.6%)은 종교가 있었다. 23명(60.5%)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성격 유형에서는 A형 성격이 27명(71.1%), B형 성격이 11

명(28.9%)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에서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대상

자는 각각 22명(57.9%)과 16명(42.1%)이었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3.82

년이었고 현 근무지의 근무 경력은 평균 3.18년이었다. 지금까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회수는 평균 11.71회이었으며 지난 일 년 동안 환아의 죽

음을 경험한 회수는 평균 4.69회이었다. 가장 기억나는 환아의 죽음 경험

은 6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1명(55.3%)이었다. 또한 대상자 중

12명(31.6%)은 친구나 친척,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31명(81.6%)는 임종 간호나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두 군간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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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N=38)

Exp.
(n=15)

Cont.
(n=23) χ2 or t p

n (%) or Mean±SD

Age (years) 27.11±2.19 27.87±1.88 26.61±2.27 -1.780 .083

Marital status
Unmarried 32 (84.2) 12 (80.0) 20 (87.0) .330 .663

Married 6 (15.8) 3 (20.0) 3 (13.0)

Children
Yes 2 (5.3) 2 (13.3) 0 (0.0) 3.237 .149

No 36 (94.7) 13 (86.7) 23 (100.0)

Education level

3year
college

7 (18.4) 3 (20.0) 4 (17.4) .106 .948

Bachelor 24 (63.2) 9 (60.0) 15 (62.5)

Master 7 (18.4) 3 (20.0) 4 (17.4)

Religion
Yes 20 (52.6) 9 (60.0) 11 (47.8) .540 .522

No 18 (47.4) 6 (40.0) 12 (52.2)

Coresidence with
family

Yes 23 (60.5) 11 (73.3) 12 (52.2) 1.701 .310

No 15 (39.5) 4 (26.7) 11 (47.8)

Personality
A-type 27 (71.1) 9 (60.0) 18 (78.3) 1.472 .285

B-type 11 (28.9) 6 (40.0) 5 (21.7)

Current working
unit

NICU 22 (57.9) 10 (66.7) 12 (52.2) .782 .506

PICU 16 (42.1) 5 (33.3) 11 (47.8)

Clinical career, Hospital (years) 3.82±2.14 4.33±2.19 3.48±2.09 -1.211 .234

Clinical career, NICU or PICU
(years) 3.18±1.92 3.00±2.07 3.30±1.84 .474 .639

Number of pediatric patient’s
deaths encountered during their
career

11.71±12.66 9.73±11.74 13.00±13.31 .773 .444

Number of pediatric patient’s
deaths encountered during last
year

4.69±3.31 4.07±2.96 5.09±3.52 .928 .359

Most memorable
pediatric patient’s
death

<6 month 21 (55.3) 9 (60.0) 12 (52.2) .225 .744

≥6 month 17 (44.7) 6 (40.0) 11 (47.8)

Death of significant
others

Have 12 (31.6) 5 (33.3) 7 (30.4) .035 1.000

None 26 (68.4) 10 (66.7) 16 (69.6)

Education related
to terminal or
hospice care

Yes 7 (18.4) 2 (13.3) 5 (21.7) .427 .681

No 31 (81.6) 13 (86.7) 18 (78.3)

Table 5.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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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38)

Exp.

(n=15)

Cont.

(n=23)
t p

Mean±SD

(Range)
Mean±SD

Personal growth
40.13±12.21

(15～66)
38.80±11.23 41.00±12.98 .538 .594

Compassion

satisfaction

33.50±4.09

(25～40)
32.80±3.59 33.96±4.41 .848 .402

Compassion fatigue
31.87±4.37

(24～42)
32.73±4.20 31.30±4.48 -.985 .331

Burnout
29.76±3.93

(22～41)
30.87±4.67 29.04±3.27 -1.418 .165

(2) 결과 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프로그램 실시 전 개인적 성장, 공감만족, 공감피

로, 소진의 점수는 Table 6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어(p>.05) 두 군이 유사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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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ime

Exp.

(n=15)

Cont.

(n=23) t p

Mean±SD

Personal growth

Pre 38.80±11.23 41.00±12.98

Post 53.27±10.46 40.48±10.42 -3.692 .001

Post-Pre 14.47±6.87 -0.52±7.30 -6.332 <.001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변수에 대한 사후조사 비교

가설 1.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개인적 성장 점수

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후 개인적 성장 점수는

53.27점(±10.46), 대조군의 점수는 40.48점(±10.42)으로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3.692, p=.001).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점수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의 개인적 성장 점수의 변화는 14.47점(±6.87)

이었고 대조군의 점수의 변화는 –0.52점(±7.3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6.332, p<.001)(Table 7).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Table 7. Comparison of Personal growth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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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ime

Exp.

(n=15)

Cont.

(n=23) t p

Mean±SD

Compassion

satisfaction

Pre 32.80±3.59 33.96±4.41

Post 34.73±3.58 34.52±3.85 -.170 .866

Post-Pre 1.93±4.17 0.57±2.50 -1.268 .213

가설 2.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감만족 점수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후 공감만족 점수는 34.73

점(±3.58), 대조군의 점수는 34.52점(±3.85)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170, p=.866).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점수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의 공감만족 점수의 변화는 1.93점(±4.17)이었

고 대조군의 점수의 변화는 0.57점(±2.50)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268, p=.213)(Table 8).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Table 8. Comparison of Compassion satisfa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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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ime

Exp.

(n=15)

Cont.

(n=23) t p

Mean±SD

Compassion fatigue

Pre 32.73±4.20 31.30±4.48

Post 31.87±5.41 30.17±3.66 -1.153 .257

Post-Pre -0.87±3.27 -1.13±3.97 -.214 .832

가설 3.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공감피로 점수가

낮을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후 공감피로 점수는 31.87

점(±5.41), 대조군의 점수는 30.17점(±3.66)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1.153, p=.257).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점수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의 공감피로 점수의 변화는 –0.87점(±3.27)이

었고 대조군의 점수의 변화는 –1.13점(±3.9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214, p=.832)(Table 9).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Table 9. Comparison of Compassion fatigu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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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ime

Exp.

(n=15)

Cont.

(n=23) t p

Mean±SD

Burnout

Pre 30.87±4.67 29.04±3.27

Post 27.87±3.20 29.09±3.66 1.055 .299

Post-Pre -3.00±3.27 0.04±2.23 3.419 .002

가설 4.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낮을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후 소진 점수는 27.87점

(±3.20), 대조군의 점수는 29.09점(±3.66)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055, p=.299).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의 소진 점수의 변화는 –3.00점(±3.27)이었

고 대조군의 점수의 변화는 0.04점(±2.2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419, p=.002)(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Burnou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ost-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65 -

(4) 질적 자료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중 포커스 그룹 면담에 응한 참여자의 일

반적 특성은 Table 11과 같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성장’, ‘전문가적 성장’의 총 2개의 주제와 ‘내면의 자기 직

면을 통한 자기이해’, ‘자기 노출을 통한 감정 표현과 해소’, ‘동료 지지를

통한 위안과 자신감 회복’, ‘자기 돌봄의 기회’, ‘영적인 관심의 증가’, ‘환

아의 죽음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 증진’, ‘환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증가’, ‘보호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향상’, ‘고유한 간호 역할의 가치 발

견’, ‘간호사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의 10개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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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

Group Participant
Age

(years)
Religion Department

Clinical

career

(years)

1

A 24 Christianity NICU 2

B 29 None PICU 7

C 27 None PICU 3

D 31 Christianity PICU 8

E 26 None NICU 3

2

A 28 Christianity PICU 6

B 29 Catholic NICU 5

C 27 None NICU 4

D 27 None NICU 3

E 30 Buddism NICU 8

F 29 Christianity NICU 5

G 29 Catholic NICU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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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Qualitative Themes and Sub-them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Themes Sub-themes

1. Personal growth (1) Self-understanding through facing one’s

inner self

(2) Emotional expression and resolution through

self-exposure

(3) Consolation by peer support and recovery of

confidence

(4) Opportunity of care for oneself

(5) Increase of spiritual interest

2. Professional growth (1) Enhancement of response ability to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2) Increased awareness of the attitude of

treasuring pediatric patients

(3) Enhancement of empathy for the guardians

(4) Determination of the intrinsic value as a

professional nurse

(5)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upport program

for the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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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개인적 성장

(1) 내면의 자기 직면을 통한 자기이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회기가 진행될수록 감춰졌던 자신의 다양한 감

정을 직면하고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

면서 자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수용하게 되었다. 참여

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

었다면서 만족해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제 스스로랑 직면

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살면서... 제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서도 제 스스로는

감정에 대해서 직면해서 내가 어떠하다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시

간을 가졌던 게... 지금 이제 일을 하면서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감정이 그렇구나 하는 직면하고 받아

들이는 훈련?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그룹2, 참여자E)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슬픔 이런 게 나 딴에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풀고 해

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게 아직까지 마음 속에 남아있고 또 그걸 꺼내니

까 아직도 엄청 슬프다는 걸 느꼈어요.(그룹2, 참여자C)

(2) 자기 노출을 통한 감정 표현과 해소

참여자들은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여 밖으로 표현함으로써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함과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을 경험하였

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이전과 달리 자신이 느끼

는 감정에 더 민감해지고 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계기를 갖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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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프로그램을 듣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애기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막 슬프고 그렇다는 느낌만 있었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곱씹고 말

로 얘기를 해 본 적이 저는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몰랐

었지만 내 마음 속에 있던 뭔가 무거웠던 것들이 말을 뱉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고...(그룹1, 참여자B)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었던...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맘에 담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를 말했다는 그런 말하고 나서

편안해진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그룹1, 참여자C)

원래 정말 큰 일 아니면 뭐 주치의랑 싸우거나 보호자에게 당하거나 이래

도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그게 나한테 크게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나와 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일할 때도 계속 눈

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트인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

가 감정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룹1, 참여자

D)

(3) 동료 지지를 통한 위안과 자신감 회복

참여자들은 매 회기마다 그룹 내 구성원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공감하

면서 동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임종 환아를 돌보며

겪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지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하였

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동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

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들을 개인적인, 지극히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일하면서 사

실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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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그룹2, 참여자B)

나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나만 그런

느낌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 되고... (그룹2, 참여자F)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다른 관점에서 환아를 대하고 있고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은 용기가 되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 되었어요.(그룹1, 참여자E)

(4) 자기 돌봄의 기회

참여자들은 일 밖의 개인의 삶을 돌보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

면서 자신의 개인적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려는 의

지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 스스로 기쁘고 유쾌한 경험으

로 다가왔다.

이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보면 나도 이제 조금

저렇게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좀 도움이 되는 말들도 많았어요.(그룹2, 참여

자D)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그룹

2, 참여자G)

(5) 영적인 관심의 증가

참여자들은 환아의 죽음에 잘 대처하고자 노력하면서 죽음 이후에 대

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영적인 관심의 증가는 참여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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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장과 변화의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확실히 영적 부분에 돌아와서는 종교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

찮겠다는 것도 느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종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나도 이런 걸 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게 느껴

졌어요.(그룹1, 참여자E)

주제 2. 전문가적 성장

(1) 환아의 죽음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의 증진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환아의 죽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향후 자신의 임상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애기한테 편지 쓰고 혼자서 읽어보고 그런 게 이별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

구나. 일을 하는 데는 좀 좋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그룹2, 참여자

C)

잘 보내주기에서 배지 달기, 차 마시면서 정리하는 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나도 그걸 해야겠다는... 언젠가 한 번 실천을 하지 않을까...(그룹2, 참여자A)

(2) 환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증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회기가 지나면서 환아를 돌보는 태도에 대해

서 생각하였으며 환아를 좀 더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고자 노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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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환아를 돌보는 마음을 실제 임상 실무에서 실천하고

자 노력하였다.

이제 환자볼 때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일이니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은데... 애기들이랑 부모님이

랑 이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애기들이 더 귀엽게 느껴지고 더 좀 소중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기들 보는 데 조금 더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그

룹2, 참여자D)

(3) 보호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향상

참여자들은 환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

력하였으며 보호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이

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다.

프로그램 후에 제가 뭔가 조금 변화한 것 같아요. 보호자들을 대하는 게...

한 번 더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이해하

려고 노력했던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변화였어요.(그룹1, 참여자B)

똑같은 나이의 애가 죽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 부모의 심정을 많이 느

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부모님들한테 계속 말은 못하고 눈은 못 마

주치고 아직도 그렇긴 하구요. 그동안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 좀 공감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그룹1, 참여자D)

(4) 고유한 간호 역할의 가치 발견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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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였다. 이는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과

정이었으며 현재 자신의 일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참여자

들은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간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간호사로서 그 전에는 자부심 같은 거 별로 없었는데 아 나는 진짜 의료인

이구나... 의료인으로서 그냥 간호뿐만 아니라 애기들과 부모님 정서 같은 것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는 간호사가 되게 어중간하고 별로 힘도 없고 의사 여기저기 치이

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하다가 그래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고

민되어요. 원래는 빨리 때려 쳐야지 진짜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진

짜 막 그만두고 만다. 아... 이런 자부심이 생기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웃음).(그룹2, 참여자D)

지금 되돌아보면 회기가 지나갈수록 조금 더 긍정적이 되었어요. 중간에 이

별도 하고 상실도 겪고 다 했는데 좀 더 다른 사람의 슬픔이 있으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애기들을 위해서 조금의 다른

변화라도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하게 되고 일에 대한 애착이 좀 더 는 것 같은...

옛날에는 뭐 시간만 때우는 뭐 그런 것 보다 앞으로는 환아의 인생, 미래까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덜 짜증내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감사드려요.(그룹1, 참여자

E)

(5) 간호사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간호사들이 겪는 감정을

깊이 있게 나누고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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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환자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일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힘든 감정이 더 많

을 거예요. 아픈 애를 보는 거니까... 힘들고 지치고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은데

다들 그렇게 많은데 그걸 힐링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아픈

곳을 봐주고 그거를 힐링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

아서 벤틸레이션하는 정도지 아픈 아이를 보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잘 보내주

기 뭐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찾아본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형태라도...

직면하게 해주고 털어내서 애기들을 잘 보고 자기도 잘 돌봐서 일하는 데 만족

을 느끼고. 그러면 근속도 늘어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쏟아내

고 토해내고 울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아

무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몇 번이라도 해 보는 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

환자들에게도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어서 여러 사람이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

겠어요. 알긴 알지만은 일할 때 힘들었던 감정이나 그런 거를 사실 동기들하고

말은 하지만 깊이 있게 나누지 않거든요.(그룹2, 참여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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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전체 회기를 모두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평가지를 배부하여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참여자 15명에게 모두 배부되었으나 이

중 14명 평가에 응하였고 평가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평가자의 85.7%(14명)가 4점 척도의 8개 문항에 모두 3점 이상의 점

수를 주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추천할 것이라고 하였고 필요한 경

우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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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① ② ③ ④

Mean±SD
n (%)

1. What was the

quality of the program

that you participated?

Not good Average Good Very good

3.57±0.51

0 (0.0) 0 (0.0) 6 (42.9) 8 (57.1)

2. Was the program

that you participated

the one you wanted?

Not good Average Good Very good

3.29±0.47

0 (0.0) 0 (0.0) 10 (71.4) 4 (28.6)

3. How satisfying was

the program that you

participated?

Not

satisfying

Somewhat

satisfying

Mostly

satisfying

Very

satisfying
2.86±0.36

0 (0.0) 2 (14.3) 12 (85.7) 0 (0.0)

4.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program

that you participated?

Ver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Mostly

satisfied

Very

satisfied
3.50±0.52

0 (0.0) 0 (0.0) 7 (50.0) 7 (50.0)

5. Would you

recommend this

program to someone in

the similar situation?

Never

recommend

Not

recommend
Recommend

Actively

recommend
3.64±0.50

0 (0.0) 0 (0.0) 5 (35.7) 9 (64.3)

6. Did the program

help you to resolve the

problems you have?

Not at all

help
Not help

Somewhat

help

Very much

help
3.29±4.69

0 (0.0) 0 (0.0) 10 (71.4) 4 (28.6)

7.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overall

program and the

service?

Ver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Mostly

satisfied

Very

satisfied
3.57±0.51

0 (0.0) 0 (0.0) 6 (42.9) 8 (57.1)

8. Would you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gain if you

need to in the future?

Never

participate

Not

participate
Participate

Very much

participate
3.29±0.47

0 (0.0) 0 (0.0) 10 (71.4) 4 (28.6)

Table 13. Result of Program Satisfac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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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확인

하기 위하여 평가지의 마지막 문항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작성하

도록 하였으며 총 15명 중 14명으로부터 회수되었다(부록 8 참조).

참여자들은 교대근무의 특성 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

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료들과 깊이 있는 대

화를 나누고 서로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차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

꼈다고 하였다. 특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경험과 느낌을 밖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았던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소감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개인에게 일어난 변화의 과정은 크게 ‘감정 표현을 통한 해소’,

‘내면을 향한 자기 성찰을 통한 개인적 성장’, ‘간호를 향한 자기 성찰을

통한 전문직 성장’, ‘자기 돌봄의 기회’의 4가지 주제로 정리되었다.

먼저, ‘감정 표현을 통한 해소’에서 참여자들은 이제까지 말해 본 적

없었고 눌러왔던 감정을 표현하면서 시원하고 후련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내면을 향

한 자기 성찰을 통한 개인적 성장’에서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냉정했

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였으며 환아에 죽음을 막연히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

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끼기도 하였다. 셋째로 ‘간호를 향한 자기 성

찰을 통한 전문직 성장’에서 참여자들은 환아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사

랑과 공감의 감정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환아와 이

별할 때 이별의식을 치루거나 환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환아를 보내

는 것이 더 수월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전의 사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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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의 기회’에서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일과 개

인 생활의 일을 분리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여가 생활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대근무 특성 상 시간을 맞추는 것과 자신의 이야

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3) 연구자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진행은 계획된 프로그램의 지침서를 따랐으나 상황에 따

라 융통성있게 시간을 배분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신

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0명,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5명으로 총 15명이었으

며 모두 사후조사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실험군 중 2명이 개인 사정으

로 각 1회기씩 집단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1인은 2회기에 불참하여

6회기 참석률은 80%(12명), 5회기 이상 참석률은 93.3%(14명), 4회기 이

상 참석률은 100%(15명)이었다.

참여자 모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일정 조절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집단의 구성원을 동일하게 하여 6회기까지 진행하

고자 하였으나 스케줄에 따라 참여 가능 일자가 각기 달라서 집단 내 구

성원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회기 당 집단 인원수가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회기 당 최소 3회에서 5회

까지 진행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출석을 관리하기 위해 매주 미리

문자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장소는 학교의 실습실로서 온돌 바닥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더운 날씨를 고려하

여 실내를 쾌적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였으며 방석과 테이블을 준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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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근무 전이나 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 음료를 준비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자 본인이 모두 진행하였는데 참여자들이 눈물을 흘

리거나 감정 표현시 힘들어하는 경우에 적당한 쉬도록 하였고 속도를 조

절하였다. 참여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감정적

동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 의뢰가 바로 이루어져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었다.



- 80 -

Ⅵ. 논의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발 시 기존 프

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 프로그램

의 주 목적은 간호사들이 환아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인식하며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긍정적인 심리 정서적 효과를

얻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

발 모형인 김창대(2002)의 4단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우선,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함께 실제 중환자실에

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요구도 조사의 결과는 제한된 회기와 시간에 우선적으로 프로그

램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환아 돌봄

에 대한 간호사의 정서적 소외감의 극복과 정서 관리’, ‘중환자실 간호사

로서 나를 돌아보기’, ‘동료 간 환아 죽음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가장 필요

로 하였으며 나아가 ‘대화법’, ‘이별 의식’, ‘부모 경험 이해’ 등 사별 가족

돌봄에 대한 이해도 원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환아 죽음에 대한 의학

적인 이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의 정서와 경

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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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의 내용에 부합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사별 가족 돌봄과 같은 간

호 실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용도 필요로 하였으므로 개인적 자기

성찰 과정이 전문직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

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 인원에 대한 요구도 파악하였고

이를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 후 참여자들로부터 장소와

운영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데 요구도 조사 결과를 잘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실제

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들의 요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중환자실 간호사

의 임종 환아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강현주, 방

경숙, 2013).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아의 죽음

경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의 근

간으로 삼기도 하였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위해서는 먼

저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에 대한 특수한 상황적 이해와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운영된 사례를 찾기 힘들었으므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

심과 흥미를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 국외에서 일부 유사한 목적으로 개

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과 방법들을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참

여자들이 환아의 죽음과 관련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루고 자기성

찰을 이루는 데 있었으므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

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포함시켜야 했다.

첫 회기에는 이지영(2013)의 정서 조절 방법 사용 패턴을 활용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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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환아의 죽음 경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디브

리핑에 앞서 참여자들이 체험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먼저 이해하도록 하

여 환아의 죽음 경험에 대한 디브리핑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첫 회기에 참여 후 참여자들은 근무지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들에 대해 스스로 이해되고 정리가 되었으며 처음부터 죽음이라는 무거

운 주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 좋았다고 평가하여 연구자의 의도대로 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회기에는 직접적으로 환아의 죽음 경험에 대

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표현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구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미리 공지하여 회기 전에 자신을 돌

아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도록 하였다. 3회기의 자신의 상실 경험

을 나눌 때에는 참여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유도하고자 캐서린 한(2013)

의 공감카드를 활용하였는데 게임 형식이면서도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

다. 그 밖에 4회기와 5회기에서는 환아에게 편지쓰기나 부모에게 조문카

드를 써보면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정리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와 방법이 프로그램에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들

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였고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매 회기의 활동에 대해 흥

미를 가졌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반응은 다방면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Ewing & Carter, 2004; Lenart et al., 1998; Rushton et al., 2006).

본 프로그램은 5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디브리핑 외에도 집단 토의, 글쓰기, 독서 등 다

양한 활동을 포함하였다. 5회기의 경우, 사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환아를 사별한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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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그러나 환아를 사별한 부모를 직접 만나는 것이 용이하지 않

아 대신 국외에서 신생아와 유아를 사별한 어머니가 직접 쓴 책을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누도록 구성하여 독서를 통한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기

대하였다(김경숙, 2005). 다만, 책의 내용이 국외의 사례들로서 의료 환경

이나 자녀의 죽음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국내와 다른 부분이 있음을 감

안해야 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제로 참여자들이 만날 수 있는 부모

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국내에서 질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

이 쓴 책을 선정하여 회기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회기와 2회기에 한하여 1회씩 고안된 프로그램

을 미리 실행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예비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자연

스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회기에 국한하여 예비

연구를 실행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전 회

기를 예비로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개인적 간호의 경험이 자기성찰을 통해 의미가 깊어지고 확

대되었을 때 자아를 치료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간호 대상자와

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Chinn & Kramer, 2011;

Stein-Parbury, 2009).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자신이 돌보던 환아의 죽음

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간호사 개인의 경험을 다루므로 프로그램 내용의

주된 핵심을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선택하였다. 간호사의 자기성찰 과정

은 자기 인식의 확대 뿐 아니라 대상자와의 치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토대가 되므로 개인과 간호 실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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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의 효과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으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자의 만족도나 피드백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wing & Carter, 2004; Keene et al., 2010; Lenart et al., 1998). 이에

본 연구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양

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시도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 공감만족, 공감

피로,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시행한 후 수집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양적 자료

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효과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하

였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개인적 성장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환자의 죽음에 따

르는 비애의 경험이 개인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으며(Anderson & Gaugler, 2007)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이 진정한

관계 형성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간의 과정임을

(Jenko et al., 2011) 지지하는 결과이다. Anderson과 Gaugler (2007)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인정되고 사회

적인 규준 내에서 비애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며 환자에 대한 사별의식

에 참여되었을 때 더 성장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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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Anderson과 Gaugler (2007)의 연구와 유사하게 참여자들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여 해소함으로써 위안과 편안함을 경험하였고 디브

리핑과 글쓰기를 통해 환자와의 특별한 관계였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일부로서 동료 지지가 개인의 성장을 촉진

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환아 죽음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

는 개인적 사별 의식의 방법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환아의 죽음을 의미

있게 대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됨으로

써 간호사들이 환아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갖

게 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환아와 보호자를 대하

는 태도가 좀 더 수용적으로 변하였으며 영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하

였는데 이는 개인적 성장의 예로서 삶에 대한 통찰과 관용, 민감성, 영성

의 증가를 보고한 Arnold 등(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

조군보다 소진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소진

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높은데(김현숙, 2014; Epp, 2012) 본 연구

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소진 점수의 평균이 29.76점으로 암병동 간호

사의 소진 점수가 23.46점(Potter et al., 2013), 아동병원 간호사가 24.01

점(Meyer, Li, Klaristenfeld, & Gold, 2014), 완화의료 간호사가 22.3점

(Slocum-Gori et al., 2013), 염영희와 김현정(2012)의 연구에서 보고된

27.5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은 임종 환자들을 계

속 대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김현숙, 2014; 장수현, 2013)나 환자의 무

의미한 생면 연장에 대한 윤리적 갈등, 위중한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과 관련이 깊다(Hamric & Blackhall, 2007; McGrath, 2008).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러

한 환자의 임종 상황과 환자의 죽음에 대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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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줌으로써 소진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한 일부 연구에서는 상담과

인지행동 요법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소진이 감소하

였으며(Cohen-Katz, Wiley, Capuano, Baker, & Shapiro, 2004; Gorter,

Eijkman, & Hoogstraten, 2001; Te Brake, Gorter, Hoogstraten, &

Eijkman, 2001), 대처 기술이나 이완 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

진이 감소하기도 하였다(Rowe, 2000). 본 연구에서도 다른 소진 예방 중

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집단

상담 형태를 근간으로 운영하여 실험군의 프로그램 참여 후 소진 점수의

변화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질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감춰졌던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밖으로 표현하며 해소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Jones (2005)는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돌봄 전략이 필

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디브리핑이나 글쓰기를 통한

감정 표현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소진은 대표적으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로 나타난다(Maslach et

al., 2001). 본 연구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소진의 형태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평소에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였던 참여자

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해지고 공감하게 되어 만족스러웠다고

보고한 점과 환자를 돌보는 간호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며 자신감

을 얻었다고 보고한 점이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공감만족과 공감피로 점수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먼저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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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아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므로 본 프로

그램을 통한 공감만족과 공감피로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다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공감만족과

공감피로 수준을 측정하여 변화의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

감만족과 공감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업무적 요소를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질적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들은 환아의 죽음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일과 분

리하여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만족해하였

고 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성찰을 통한 간

호 실무 변화를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환아를 돌보는 마음이 변화하

였고 보호자를 더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전과는 다른 간호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공감피로의 주요 요인이 자

기 돌봄의 결여, 해소되지 않은 이전의 외상 경험,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일에 대한 만족의 결여임을 감안할 때(Figley,

1995),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직업적 측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실현

된다면 공감피로의 감소와 공감만족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adey & Figle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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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만족도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는 프로그램 수혜자로부터 주관적인 평가 정

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이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창대 등, 2011). 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의 85.7%는 프로그

램이 자신의 필요를 대부분 충족시켜주었다고 하였고 64.3%는 아는 사

람이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추천할 것이라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는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가 끝

난 직후 실시되었으므로 응답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투입한 시간

과 노력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만족스럽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보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 조사만 마치고 프로

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1명을 제외하고는 실험군 모두 프로그램을 마치

게 되었으므로 중도 탈락자는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주요한 정보이며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고무적이고 긍정적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만족도 평가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국외 프로그

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Ewing & Carter, 2004;

Keene et al., 2010; Lenart et al, 1998; Medland et al., 2004). 또한 만족

도 평가 시 조사한 주관적 소감문은 ‘감정 표현을 통한 해소’, ‘내면을 향

한 자기 성찰을 통한 개인적 성장’, ‘간호를 향한 자기 성찰을 통한 전문

직 성장’, ‘자기 돌봄의 기회’의 4가지 주제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

의 질적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참여자들도 프로그램

을 통해 본인에게 나타난 주요 효과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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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의 운영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모집 시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프

로그램에 대해 생소해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먼저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간호사 갱의실에 부

착하였는데 부착한 지 2주가 지나도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간호사들도

있어 프로그램 홍보가 잘 안되었다. 다음으로 담당 환아의 죽음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개별로 프로그램 안내문을 따로 배포하였는데 개인별

프로그램 안내문을 나눠준 이후로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이 방법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으로는 개별적인 접근

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

장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모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매주 1회씩 총

6주간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수시로 그룹

구성원이 변동되었으며 그룹 인원수도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까지 다양

하게 운영되었다. 한 그룹의 구성원을 동일하게 진행하여 집단의 역동을

최대로 이끌어 내려고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인원수가 2명으로 적

을 때에는 참여자들 간에 활발한 토의나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어려웠고 진행자도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7

명으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져 회기를 제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회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본 프로그

램에서 집단의 크기는 집단 역동과 참여자에게 할당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3명 내지 4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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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은 대부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소요

되었다. 요구도 조사에서도 2시간이 넘지 않을 것을 추천하였으며 2시간

이상 시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므로 1시간 30

분 정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프로그램은 매 회기의 주제와 운영 방법을 달리 하여 총 6회기로

운영하였다. 참여자들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다음 회기를 기대하며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6회기 종료 후 전체적인 일정과 주제

에 대해 만족해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최소 6회기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나 교대 근무로 인해 규칙적인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6회기의 내용을 1박 2일 워크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진행자는 되도록 참여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석 3일 전에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프로

그램의 참석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탄력적인 회기의 운영으로 인하여 6

회기 참석률은 80%(12명), 5회기 이상 참석률은 93.3%(14명), 4회기 이

상 참석률은 100%(15명)이었다. 그러나 한 회기를 3회에서 5회까지 진행

하여야 하였으므로 진행자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근무하는 근무지의 협조를 얻어 미리 모든 회

기의 일정을 미리 계획한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학교의 실습실에

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대부분 근무 후 참여하였으므로 근무지에서

멀지 않은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

램의 참석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영 장소도

신중히 선택되어야 하겠다. 또한 간단한 간식과 음료, 회기 중간 중간에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틀어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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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였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순조롭게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였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반응 정도를 살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감정을 이끌어낼 것인지 대해 신중히 안내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러

운 분위기에서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들을 고려한 프로그램 진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치료적 도구로 쓰이므로 진행자의 역량과 준

비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진행자의 역량으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과 실무 경험, 참여자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 기준도 적용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태도와 공감 능력, 개인의 다양

한 경험과 상황에 대한 폭넓은 지식 등이다. 이러한 역량이 갖추어진다

면 좀 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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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간호사의 환아 죽음 경험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되

었으나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찾기 힘든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

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연구자에 의해 직접 개발되었으며 실제로 간호

사의 개인적 성장과 소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전문직 성장

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실무 적용의 가능성을 보였음에 의의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환아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간호사나 환아의 죽음 외에 기타 임상에서 유사한 외상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인적 관리 측면에

서 정서적 지지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간호 실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외상 후 성장 이론이 설명이론에 그치지 않고

처방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외상 후 성장 이론

을 토대로 한 간호 중재 이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자기성

찰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간호사가 자기성찰을 통하여 간호 실무에서 겪는 개인의 경험을 새

로운 간호 지식체로 구현하고 간호사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다

양한 현상에 대한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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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서울시 일개 종합병원의 소수의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모집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프로그램 적용 직후에만 확인하였으

므로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셋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 상 한 집단의 구성원을 동일하게 유지

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한 집단의 역동성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통제하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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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자기성찰 프로

그램은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기초하여 요구조사를 통한

목표 수립, 프로그램의 구성, 예비 연구,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의 단계

에 따라 매주 1회씩 6주간 총 6회기의 내용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자

기성찰 프로그램은 동료지지, 자신의 감정 표현과 해소, 죽음에 대한 새

로운 의미의 재구성과 자기성찰, 환아 부모에 대한 대처 기술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성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동시적 내재전략의 혼합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의 소

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편의모집방법

에 의해 선정된 실험군 16명, 대조군 23명이었다. 연구 기간은 2014년 4

월 7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였으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

에 따라서 대조군 먼저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실험군 대상

으로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에

의해 직접 운영되었으며 프로그램의 6회기 참석률은 80%이었고 회기 당

집단 인원수는 2～7명, 한 회기는 3～5회로 운영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

자는 실험군 15명과 대조군 23명이었다. 양적 연구 결과 실험군의 사후

개인적 성장 점수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692, p=.001) 프

로그램 적용 전후 실험군의 소진 점수의 변화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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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t=3.419, p=.002). 프로그램 참여자의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

‘개인적 성장’과 ‘전문가적 성장’의 2개의 주제와 내면의 자기 직면을 통

한 자기이해, 자기 노출을 통한 감정 표현과 해소, 동료 지지를 통한 위

안과 자신감 회복, 자기 돌봄의 기회, 영적인 관심의 증가, 환아의 죽음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 증진, 환아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증가, 보호자

에 대한 공감 능력의 향상, 고유한 간호 역할의 가치 발견, 간호사를 위

한 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의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결과 응답자의 85.7%는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필

요했던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켜 주었다고 하였고 64.3%는 타인에게 프

로그램 참여를 추천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성찰 프로그램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

사들의 개인적 성장과 함께 간호 실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성찰 프로그램은 환아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거나 유사한 외상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

될 수 있으며 간호사 대상 정서적 지지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서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처방

이론으로서의 외상 후 성장 이론 기반으로 한 간호 중재 이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간호사가 간호 실무에

서 겪는 개인의 경험을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간호 지식체로 구

현하고 간호사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다양한 현상을 조망해

보는 시도였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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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장

기 추적 관찰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직후나 환아의 죽음 경험 후 심리 정서

적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달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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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아동 간호사를 정서적 지지 프

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신생아중환

자실과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자는 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의 자료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무기명화하고 숫자로 통계 처리할 것이며 개인

적 정보나 응답 내용은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항 하나 하나가 본 연구에 있

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며 시간을 내어 주신 답례로 소정의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구 목적과 참여 자발성, 비밀 보장 및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 처리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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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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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아동 간호사를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

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있어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이 전문직 삶의 질과 개인적 성장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경우 주 1회 총 6회에 걸쳐 참여하시게 되며 매

회 프로그램의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면 프로그

램 참여 전,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삶의 질, 개인적 성장에 대

한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하실 수 있으며, 참

여를 거부하시거나 도중 탈락하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자는 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의 자료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무기명화하고 숫자로 통계 처리할 것이며 개인적 정보나 응답 내용은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25-30분

이며 시간을 내어 주신 답례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

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구 목적과 참여 자발성, 비밀 보장 및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 처리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여자_성명: (서명) 날짜: 2014년 월 일

동의서를 설명한 자_성명: (서명) 날짜: 2014년 월 일

연구책임자: 강현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연락처 02-740-8467

지도교수: 방경숙(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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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행복하다.

2. 나는 내가 간호하는 한 명 이상의 환아들에게 몰두

한다.

3.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간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낀다.

4. 나는 다른 사람과 내가 인연이 있다고 느낀다. 즉,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깜짝 놀라거나 펄쩍 뛴다.

6. 나는 간호 업무가 끝난 후에 활력을 느낀다.

7. 나는 간호사로서의 삶과 내 개인적인 삶을 분리시

키기 어렵다.

8. 나는 내가 간호한 환아의 죽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일에 있어 생산적이지 못하다.

9. 나는 내가 간호한 환아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을지

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간호사로서 내 직업에 갇혀있음을 느낀다.

11. 나의 간호 업무 때문에 여러 면에서 “초조함”을 느

낀다.

12. 나는 간호사로서 나의 일을 좋아한다

13. 나는 내가 간호한 환아의 죽음 때문에 우울하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느끼고 경험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부록 4. 자료수집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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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내가 간호한 환아의 죽음을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15. 나를 지탱해주는 신념을 갖고 있다.

16. 나는 간호 기술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간호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17. 현재의 나는 내가 늘 원해왔던 사람이다.

18. 내 일은 나에게 만족을 준다.

19. 나는 간호사로서의 일 때문에 피곤하다.

20. 나는 내가 간호한 사람들과 내가 그들을 도왔던

방법에 대한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21. 나는 내가 맡은 업무의 양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

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22. 나는 나의 일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다.

23. 나는 내가 간호했던 사람들에 관한 두려운 경험들

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을 피한다.

24. 나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25. 내가 하고 있는 간호의 결과로, 나는 문득문득 두

려운 생각들을 갖게 된다.

26. 나는 시스템에 의해 “꼼짝할 수 없다”고 느낀다.

27. 나는 간호사로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다.

28. 나는 죽어가는 환아를 돌보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떠올릴 수 없다.

29. 나는 매우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다.

30.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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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성장

문항

경

험

못

했

다

매

우

적

게

경

험

조

금

경

험

보

통

경

험

많

이

경

험

매

우

많

이

경

험

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2.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영적,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4,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5.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6.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7.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

었다.

8.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10. 나는 매일 매일에 더 감사하게 되었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

다.

12.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13.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

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14.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15.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환아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귀하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문

항입니다. 귀하께 해당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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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거나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3. 귀하의 자녀 여부는?

□있음 ( 명) □없음

4. 귀하의 학력은?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 □박사

5. 귀하의 종교는?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 )

6. 귀하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있음(누구: ) □없음

7. 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 )년 ( )개월

8. 귀하의 현 근무지와 근무 기간은?

□NICU ( )년 ( )개월 □PICU ( )년 ( )개월

9. 귀하의 직급은?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기타( )

10. 지금까지 귀하가 근무지에서 환아의 죽음을 경험한 횟수는? ( )회

11. 지난 일 년 동안 환아의 죽음 경험 횟수는? 약 ( )회

12. 가장 기억나는 환아의 죽음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한 달 이내 □6개월 이내 □7개월~12개월 전

□13개월~23개월 전 □2년~3년 전 □3년~10년 전

□기타(언제: )

13. 귀하가 담당한 환아를 제외하고 주변에 임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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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

혀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거나 일이 느리게 진행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2.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3.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4. 나는 일과 오락을 경쟁적으로 하려고 한다.

5.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죄의식을 갖는다.

6.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챈다.

7. 나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 쉽게 흥분하고 화

를 낸다.

8.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강박적으로 일한다.

9.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

는 것을 싫어한다.

10.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에

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있음(귀하와의 관계: □부모 □형제자매 □친한 친구 □기타( )

□없음

14. 임종 간호나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교육 기간: 개월 주 일) □없음

다음은 귀하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신

후 귀하 자신과 비교하여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신 정도에 따라 V표 해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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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프로그램 종료 직후 만족도 평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

랍니다.

1. 귀하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좋지 않았다 ②보통이다 ③좋았다 ④매우 좋았다

2. 귀하는 자신이 원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3.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습니까?

①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②약간 충족되었다

③대부분 충족되었다 ④모두 충족되었다

4. 귀하가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족한다 ②약간 불만족한다

③대체로 만족한다 ④매우 만족한다

5. 만약 귀하가 아는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

록 원하겠습니까?

①전혀 권하지 않겠다 ②권하지 않겠다

③권하겠다 ④적극적으로 권하겠다

6. 귀하가 받은 프로그램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

움이 되었습니까?

①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②도움이 안 되었다

③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7. 귀하는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까?

①매우 불만족한다 ②약간 불만족한다

③대체로 만족한다 ④매우 만족한다

8. 귀하가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경우 다시 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겠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9.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소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0.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귀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은 변화

라도 자세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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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등)

11.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12. 프로그램 회기와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의 견: )

13. 프로그램 진행은 만족스러웠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의 견: )

14. 그 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평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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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프로그램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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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 자료] 함께 약속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되도록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밖에서 화제로 삼지 않습니다.

시작 시간을 꼭 지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기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휴대폰 등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1회기 자료] 나의 정서조절방법 사용 패턴

부록 6. 프로그램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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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공감카드 활동 자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감동받은, 뭉클한, 감격스런,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

고마운, 감사한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흔쾌한,

경이로운, 기쁜, 반가운, 행복한,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하는, 훈훈한, 정겨운, 친근한,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홀가분한,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차분한, 안심이 되는, 가벼운,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

한,

흥미로운, 재미있는, 끌리는,

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 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

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

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들뜬, 희망에 찬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쓰이는, 뒤숭숭한,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 든,

막막한,

불안한,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

는,

조마조마한, 초조한,

불편한, 거북한, 겸연쩍은,

곤혹스러운, 멋쩍은,

쑥스러운,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찜찜한,

슬픈, 그리운, 목이 메는, 먹먹한,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울적한, 참담한,

한스러운, 비참한, 속상한, 안타까운,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낙담한, 섭

섭한,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

탈한,

막막한, 쓸쓸한, 허한,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피곤한, 노곤한, 따분한, 맥 빠진,

귀찮은, 지겨운, 절망스러운, 실망스

러운,

좌절한, 힘든,

무료한, 지친, 심심한,

질린, 지루한, 멍한, 혼란스러운, 놀

란,

민망한, 당혹스런, 부끄러운,

화나는, 약 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억울한, 열 받는, 짜

증나는

느낌 목록 (Feel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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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목록 (Need List)

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

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 표현, 따뜻

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

운동

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

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

전, 자기 보호, 일관성, 안정성

놀이/재미

즐거움, 재미, 유머, 흥

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로함, 발견, 보람, 의미,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하기,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하게 여겨짐, 참여, 회

복, 효능감, 희망, 열정

진실성

정직,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

아름다움/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자기구현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

표현, 자신감, 자기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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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자료] worksheet
4회기. 잘 이별하기-나만의 사별의식 찾기

환아 에게

전하고 싶은 말(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듣고 싶은 말(너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나 에게

나 자신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말이 있어.

[5회기 자료] 옳은 말
아이를 잃은 엄마가 쓴 시

리타 모란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 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 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가 고통 받았다고 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내게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잃은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 144 -

내가 적어도 그와 함께 많은 해들을 보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 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를 잊지 않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세

요.

다만 내게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 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둬 주세요.

[6회기 자료] 나의 미니 휴가 계획서

이름

장소는?

언제?

함께 할 사람은?

어떻게 보낼지?

필요한 것은?

나의 미니 휴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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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프로그램 실시 사진

[프로그램 공고 사진]

[프로그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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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소감

점점 차수가 진행될수록 모임이 기다려졌다. 치유되었다고 생각한 슬픔이 아물지
않았었는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근무
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한 부분, 특히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 느끼
는 감정이나 느낌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얘기해 보는 시간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의 생
각을 듣는 것도 좋은 시간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경험, 느낌을 나누고 공감과 이해를 통해 더 마음의 안
정을 찾고 앞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결책 모색방안, 또는 직면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
노출 시 대응방법, 대처법 등에 대해 알고 연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힘든 감정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내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덕분에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받
았고 공감 받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평상시 잘 돌봐지지 않았던 부분을 매만져 준 느낌이었다.

직업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환자의 죽음을 일로만 치부했던 감정을 밖
으로 꺼내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일 뿐만 아
니라 소중한 부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환자의 죽음을 가볍게
느끼지 않고 보호자를 더 배려해야겠다고 느꼈다.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나 자신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였다.

내 감정을 얘기한다는 것이(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로
그램이 진행되면서 차츰 편안하게 얘기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작
전 기대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잘했
다는 생각을 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일어난 변화

내 감정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풀 수 있어서 좋았고 후련했다.

눌러왔던 슬픈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됨으로 뭔가 시원함이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힘든 감정을 자꾸 끄집어내서 슬퍼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직은 일상생활
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진 않았지만 나도 슬퍼하는 간호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
다.

프로그램 중반부 쯤 감정 기복도 생겨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 넣어놨던 부분
을 다시 꺼내어 생각해 보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니 더 좋았던 것 같다.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해 냉정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
간이 되었다.

내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아졌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부록 8.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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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환아의 죽음을 막연히 슬퍼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끼치는 영향 등
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아기에게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주의해야함을 다시 느끼고 병원에서 사랑, 동정심,
이해, 공감 등의 감정을 실어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호자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면회시간에 나름대로 생각했
던 응대방법을 조금이나마 활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고 보호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해 다시금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생겼다.

감정은 우울과 슬픔이 감사, 동정, 공감 등으로 변한 듯 하고, 보호자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전과 다르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친근한
태도로 바뀐 것 같다.

죽음을 맞는 환아를 잘 보내 주는 것이 수월해졌다.

환아와 이별할 때 나름의 이별의식을 하게 되었다. 아기 정리해주며 작은 소리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준다.

편안하다 보니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일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긴박하고
급박한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덜 힘들었다.

일단 지금까지 생각만 했던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보려고 시도하게 되었고 생각의
폭도 넓어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갇혀있던 생각도 많이 열
린 것 같다. 그 전에는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다면 답답하면 산책이라도 하는
등 행동하려고 한다.

이야기 후 기분이 더 활발해졌다. 병원에서의 일과 내 생활의 일을 더 분리시킬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여가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

교대근무 특성 상 근무 전후 시간 내기가 어려웠다.

데이 마치고 참여한다는 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던 점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기까지가 조금 귀찮은 것도 있고 근무 끝나고
힘든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싫을 때도 있었지만 막상가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사망한 환아에 대해 떠올려야 할 때에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야 해서 그것도 힘들었다.

진행이 너무 느려지는 것 같아서 근무 끝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잊고 지냈던
슬픈 감정들을 다시 꺼내는 것이 힘들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게 힘들었고 내가 이런 감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럿이
할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 지루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속에 담아두었던 평소에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를 들으면
서 슬프고 힘들었던 감정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참기가 매우 힘들었다. 모
르는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근무 전후
에 할 경우에 조금 피곤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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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 of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causes the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o experience complex emotional stir and if

not responded well, it can lead to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along with other negative results.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cause the nurses to have a positive experience in which the issue of

death is integrated naturally into the nurses’ lives while caring for

dying pediatric patient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

self-reflection program, which helps the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o experience internal changes and personal growth while going

through a self-reflective process about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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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reflection program for the intensive care unit nurses, who

experienced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was developed in the

following steps over the course of 6 weeks, once every week with

the total of 6 sessions: establishment of goal through investigation of

request, composition of the program, preliminary research,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gram.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a

combined research method with concurrent embedded strategy was

applied. The research target was recruited from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n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nurses were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as a result, 16 nurses were recruited for experimental group and 23

nurses were recruited for control group. Based o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the preliminary and post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for the control group first, and the

experimental group went through the preliminary and post

investigation in regard to the program application. This program was

operated by the researcher and the attendance rate for 6 sessions

was 80%. The number of people for each session was between 2 and

7, and one session was composed of 3 to 5 times.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targeting 15 nur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3

nurses in the control group. The quantitative research revealed that

the personal growth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than the control group (t=-3.692, p=.001), and the pre-

and post-burnout score of the experimental was reduc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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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than the control group (t=3.419, p=.002). The interview

with the focus group of program participants resulted in two themes

of ‘personal growth’ and ‘professional growth’, and ten sub-themes of

self-understanding through facing one’s inner self, emotional

expression and resolution through self-exposure, consolation by peer

support and recovery of confidence, opportunity of care for oneself,

increase of spiritual interest, enhancement of response ability to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increased awareness of the attitude of

treasuring pediatric patients, enhancement of empathy for the

guardians, determination of the intrinsic value as a professional nurse,

an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upport program for the nurses. The

program satisfaction evaluation result revealed that 85.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ogram sufficed most of their needs,

and 64.3% responded that they will recommend program participation

to others.

Therefore, the self-reflection program developed by this research

is effective in helping the nurses, who experienced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to achieve personal growth through self-reflection,

and bringing positive changes to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clin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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