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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면 사별부모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 

반응인 애도반응을 겪게 되는데, 애도반응은 사별부모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질병, 우울이나 불안,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증상조절 등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사별부모의 인식은 사별부모가 

상실과 애도반응을 적응적으로 경험하고 삶에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별부모를 적절히 지지하기 위해서는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파악하고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사별부모의 적응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 모델을 기반으로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징, 생애말기 돌봄특성, 생애말기 

돌봄인식이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동시적 내재적 혼합형 연구설계로 

사별부모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사망한 자녀의 의무기록 분석의 

양적연구방법이 주요 연구방법이며, 설문조사의 자유응답형 문항에 대한 

응답을 질적연구방법인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분석방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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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완화의료팀의 

사별관리 대상자 목록에서 편의추출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중증질환으로 치료받고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하던 중 만 24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의 부모이며, 사별 후 기간이 6개월에서 5년에 해당하는 

사별부모 6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별부모는 자녀의 사망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고,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이 상당하며,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이 저조하다고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별부모는 강한 정도의 

부정적 애도반응(3.10±0.74)과 약한 정도의 긍정적 애도반응(2.91±0.79)을 

경험하고 있으며,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적 애도반응을 완화시키고(p=.010) 긍정적 애도반응을 강화하는 

(p=.025)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자유응답형 응답을 내용분석으로 

분석한 주제와 토픽모델링으로 도출한 토픽은 유사하였고, 의사소통, 

임종돌봄, 사별지원의 3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에게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수립한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사별부모가 애도반응을 적응적으로 경험하는 데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관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 임종장소 선택이 가능하도록 가정의료를 

제공하며, 생애말기 증상조절을 증진이 가능하도록 소아완화의료의 질적 

기능 강화 및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소아형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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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사별 후 애도반응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소아완화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주요어 : 사별, 부모, 애도, 소아완화의료, 생애말기 돌봄 

학   번 : 2013-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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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증질환을 가진 영아, 아동 또는 청소년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질환의 증상과 치료의 부작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Wolfe et al., 2008; Wolfe et al., 2015). 국제연합의 아동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치료, 재활, 완화의료를 포함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영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위한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2013).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고통을 조기에 

평가하여 관리, 예방하는 총체적 돌봄으로, 질병의 진단 시점부터 

생애말기와 사별 후의 기간 동안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의 

다학제 팀접근으로 제공된다(Behrman & Field, 2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국내에서는 2018년 8월에 자문형 기반의 소아형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Kim, Kim, Shin, & Song, 2019), 2021년 

현재 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소아완화의료팀이 운영되고 있다. 

영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사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비극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부모가 가졌던 삶의 목표나 기대, 

신념체계를 와해시키는 파괴적인 생활사건이다(Morris, Fletc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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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tein, 2019). 자녀와 사별한 부모는 자녀 상실에 대한 정상적 반응인 

애도(grief)를 경험한다. 애도는 상실 자체와 상실에 동반되는 삶의 

변화에 대한 슬픔, 외로움, 분노 등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이자 과정이다(Neimeyer, 2015). 이러한 애도반응은 사별부모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측면을 포함하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애도반응의 양상, 정도, 지속 기간은 개인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Rosenblatt, 2017; Pohlkamp, 2020).  

사별한 개인은 두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 어려움, 불안, 수면장애,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상실 및 고립감 등의 

사회적 어려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Stroebe, Schut, & Stroebe, 2007). 또한 애도반응이 강하게 지속되면, 

일상 생활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오는 복합성 애도(complicated grief)가 

나타날 수도 있다(Prigerson et al., 2009). 자녀와 사별한 부모는 부모나 

배우자와 사별한 개인보다 복합성 애도 및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위험,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rper, O'Connor, & 

O'Carroll, 2011; J Li, Precht, Mortensen, & Olsen, 2003). 따라서 자녀와 사별한 

부모를 대상으로 애도반응을 파악하고(Geest et al., 2014; Hawthorne, 

Youngblut, & Brooten, 2016), 복합성 애도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며(Harper, 

O’Connor, & O’Carroll, 2014; Snaman et al., 2019), 애도 과정을 지원하는 

사별지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Denhup, 2019; Neimeyer, 

2015)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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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반응은 상실 경험, 정신질환 병력,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사별한 개인의 특성, 고인과 관계, 외상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사망과 같은 

죽음의 특성, 대처방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Morris et al., 

2019). 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별인 경우 자녀 사망의 상황적 요인인 

생애말기 돌봄인식이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친다(Snaman et al., 

2019). 중증질환은 종종 예후가 불확실한데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과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이 부족했거나 생애말기에 증상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가 고통스러워했던 경우 사별부모의 건강상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애도반응을 적응적으로 겪어내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Kreicbergs et al., 2005; DeCourcey, Silverman, Oladunjoye, & Wolfe, 

2019; Clark, Fortney, Dunnells, Gerhardt, & Baughcum, 2021).  

그러나 국내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된 연구는 암으로 

치료 중인 환자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하는 질적연구(강경아, 

김신정, 2005)와 호스피스간호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연구(구현영, 최선희, 

박호란, 2009)가 수행되었으며, 사별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어머니의 경험(이원희, 황애란, 2003; 이정섭, 김수지, 1994)과 

사별지원 서비스 요구(김민아, 이재희, 정대희, 김찬권, 2019)를 탐색하는 

질적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마저도 대부분이 암 환자 부모 대상의 

질적연구로 편중되어있어 중증질환 환자 부모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에 소아완화의료가 도입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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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연구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대상자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파악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중증질환으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했던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사별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과 

애도반응을 조사하고,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별부모의 생애말기와 사별 후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근거 기반의 생애말기 간호와 

사별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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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했으며, 치료 과정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했던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조사하고 애도반응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파악한다.  

둘째,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생애말기 돌봄특성, 

생애말기 돌봄인식에 따른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을 조사한다. 

셋째,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사별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한다. 

  



6 

3. 용어 정의 

1) 중증질환 소아청소년(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or 

life-limiting condition) 

영국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협회와 왕립소아과학회(1997; 2009)는 

완치의 가능성이 있지만 집중적 치료 과정 중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life-threatening condition) 또는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완치 방법이 없어서 성인기까지 생존이 어렵다고 

예측되는 생명을 제한하는 질환(life-limiting condition)을 제시하였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제한하는 중증질환의 특성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암, 

복합 선천성 기형, 신경근육질환 등을 포함하여 약 400개에 이른다(Hain 

and Devins, 2014). 

본 연구에서는 Hain과 Devins (2014)가 제시한 생명을 위협하거나 

제한하는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을 의미한다.  

 

2) 소아완화의료(Pediatric palliative care) 

소아완화의료는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다학제 팀 기반의 전인적 돌봄을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2017). 소아완화의료는 환자의 

진단, 예후, 치료 선택에 대해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개별적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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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공감적 태도로 제공하고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돌봄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아동과 가족중심돌봄이다(Ferrell, Paice, Battista, & LaRagione, 

2019).  

본 연구에서 소아완화의료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완화의료팀에 등록되어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생애말기 돌봄인식(Perceptions of end-of-life care) 

생애말기 돌봄은 죽음이 가까워진 삶의 마지막 시기에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을 의미하는데, 질병 치료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증상관리, 의사소통과 사전돌봄계획, 가족 지지 등을 포함한다(Institute of 

Medicine, 2015). 삶의 마지막 시기, 즉 생애말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포함하는지는 수 주 또는 수 일, 수 년까지 연구에 따라 다양하다(Wolfe, 

Hinds, & Sourkes, 2011).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은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후 사별부모가 회상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돌봄 도구 중 하위범주인 생애말기 돌봄인식 

문항으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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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말기 돌봄특성(End-of-life care-related 

characteristics)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에게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진단 초기부터 연속적 

과정으로서의 돌봄특성을 고려해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D'Angelo et al., 

2015). 생애말기 돌봄특성은 진단시점의 질병과 예후에 대한 설명과 

사전돌봄계획, 다학제 팀접근,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와 실제적 

지원뿐 아니라, 생애말기의 추억만들기, 선호하는 임종장소 계획, 

가정의료 제공, 증상관리, 연명의료 결정, 사망 준비 안내 등을 

포함한다(Villanueva, Murphy, Vickers, Harrop, & Dworzynski, 2016).  

본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돌봄 도구 중 하위범주인 생애말기 돌봄특성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와 삶의 마지막 한 달 동안 의료이용을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의미한다.  

 

5) 애도반응(Grief reaction) 

애도는 중요한 대상의 상실이 예견되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슬픔을 말한다(Ferrell et al., 2019). 애도는 상실에 대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정서 반응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인지적, 

영적 측면의 삶과 생활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Stroebe, Hansson, Stroebe, & 

Schut, 2001; Wijngaards et al., 2008).  



9 

본 연구에서 애도반응은 Hogan 등(2001)이 개발한 애도반응 

척도(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를 박지은 등(2019)이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Hogan 애도반응 척도(Korean Version of 

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로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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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중증질환 소아청소년을 위한 완화의료 

현대 의학과 간호학 및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소아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국내 소아청소년 암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의 54.6%에서 2012–2016년의 83.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 명당 2.7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출생아 1,000 명당 5.2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NCC, 2018; World Bank, 2020). 그러나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중증질환이 존재한다. 통계청(2020)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소아청소년 사망원인의 순위는 1세 

미만에서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가 인구 10만 명당 

136.8명으로 1위이며, ‘악성신생물’이 1–9세에서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1위, 10–19세와 20–20세에서 각각 인구 10만 명당 2.2명, 

4.2명으로 2위에 해당하였다.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소아청소년 사망 중 이러한 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30% 이상을 

차지해왔다(Kim, Lim, Kim, Kim, & Lee, 2018).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연구소와 미국 소아과학회는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가족에게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측면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위한 완화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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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Ahluwalia et al., 2018; Behrman & Field, 2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아픈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간호에 있어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호스피스(hospice)는 ‘숙박시설’, ‘환대’를 의미하는 

라틴어 hospitum에서 유래하였으며, 본래 여행자나 임종환자를 돌보는 

시설 또는 활동을 의미했다. 1960년대에 영국의 간호사이자 사회복지사, 

의사인 Cicely Saunders에 의해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돌봄 철학이자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현대적 호스피스의 개념이 확립되었고, 이후 보건의료의 전문분야로 

발전하였다(Wolfe et al., 2011). 완화의료(palliative care)는 ‘고통이나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는 총체적 돌봄’을 의미하는데, 치료의 어느 

시점에서나 질병치료와 병행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중단 후 제공하는 호스피스와 구분된다(Wolfe et al., 

2011).  

소아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는 성인 대상의 호스피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성인 호스피스는 전통적으로 말기 암 환자가 

주요 대상었던 점에 비해 소아청소년을 위한 완화의료는 암뿐만 아니라 

신경근육질환,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Dingfield 

et al., 2015). 게다가 각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애말기로 판단되면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로 전환하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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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호스피스 제공모델에서 환자와 가족이 완화의료 요구를 가진다면 

진단시점부터 어느 시기에도 질병 치료와 함께 완화의료를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제공모델이 권고되었다(Donnelly et al., 2018; Kaye, Friebert, & 

Baker, 2016). 무엇보다도 돌봄의 대상인 소아청소년이 신체적, 

심리사회적, 인지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증상 사정이나 의사소통 

등 돌봄 제공 시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Mellor & 

Hain,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Hain과 Devins (2014)는 영국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 기록과 

완화의료를 이용 소아청소년 환자의 진단명을 분석하였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제한하는 중증질환 진단명 400여개를 포함하는 

진단목록(directory of life-limiting conditions)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 Hain과 

Devins (2014)가 개발한 진단목록의 진단명으로 사망하는 24세이하 

소아청소년은 매년 약 1,300명으로 1세 미만이 349명(26.8%), 1세 이상 

10세 미만이 253명(19.4%),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360명(27.6%)를 

차지하며, 사망 원인 질환군은 암(35.2%), 신경근육계 질환(30.5%), 

신장비뇨기 질환(24.9%) 등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20).  

국내에서는 1965년 갈바리 호스피스에서 임종간호의 형태로 처음 

시작된 이래, 2002년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암 등 4개 

질환의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Ki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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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을 위한 완화의료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소아청소년의 특수한 완화의료요구를 고려하여 대상을 진단명이나 

말기환자로 제한하지 않고 소아완화의료 요구를 사정하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소아형완화의료 제공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2021년에는 총 9개 기관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이 낮으며, 총 이용 대상자는 

2019년 기준 338명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21a). 무엇보다 

소아형완화의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별가족 돌봄은 권장항목으로 

필수제공항목이 아니며, 그마저도 사별가족 돌봄에 대한 명확한 임상 

지침이 부재하여 각 시범사업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보건복지부, 2021b). 다행인 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서 생애말기 돌봄 개선을 추진과제로 

제시하며 대상자 요구에 맞춘 생애말기 돌봄과 사별돌봄 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19). 소아완화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제공 모델을 정교화하는 현 시점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대상자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생애말기 돌봄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생애말기 돌봄은 진단시점부터 

제공되는 소아완화의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14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의 관리, 사전돌봄계획이나 연명의료 등과 관련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지원,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실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Himelstein, Hilden, Boldt, & Weissman, 2004; Ferrell et al., 2019). 

치료과정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임종 장소, 생애말기 자녀의 증상으로 

인한 고통 및 삶의 질 등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된 여러 요인이 

자녀 사망 이후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을 겪어내고 삶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Dussel et al., 2009; Geest et al., 2014).  

성인은 자신의 치료에 관해 직접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은 가족, 주로 부모가 자녀 치료과정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경험이 

자녀 사망 이후 사별부모의 애도반응과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McCarthy et al., 2010; Geest et al., 2014).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사별부모는 사별 후 4~9년까지도 장기적으로 애도반응을 

경험하는데, 자녀의 치료 관련 의사소통의 질이 높았다고 인식하는 

사별부모의 경우 부정적 애도반응이 완화되어 나타났으며 복합성 애도의 

발생률도 낮았다(Kreicbergs, Lannen, Onelov, & Wolfe, 2007; Larcher, Craig, 

Bhogal, Wilkinson, & Brierley, 2015). 생애말기의 질 높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특징은 의료진이 부모에게 자녀 치료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자녀와 부모가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료 및 돌봄 계획에 가족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등을 포함한다(Anderson, Bloch, Armstrong, Stone, & Low, 2019). 의사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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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의 연명의료에 제한하지 않고 일상적 돌봄, 악화되는 시점의 

치료 선택, 임종돌봄과 임종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자녀와 부모가 

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Dussel et al., 2009; Anderson et al., 2019).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과 자녀 죽음에 대한 부모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사별부모의 애도반응과 우울을 예측할 수 있다(McCarthy et al., 2010). 

자녀가 사망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통증,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거나 필요한 처치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임종기의 삶의 질이 낮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olfe et al., 2000; 

Wolfe et al., 2008). 특히 자녀의 수면의 질이 낮았다고 회고한 경우 

4~9년이 지난 후에도 우울, 불안의 위험이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lmsell, Kreicbergs, Onelöv, Steineck, & Henter, 

2010). 

결론적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생애말기 돌봄의 여러 

요인이 사별부모의 애도반응과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애말기 돌봄요인은 교정이 가능하여 생애말기 돌봄과 

소아완화의료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생애말기 중증질환 소아청소년과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사별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애도반응을 적응적으로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생애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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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경험을 증진하고 애도반응을 경험하는 사별부모를 지지하기 위해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애도반응 

상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애도(Grief)’는 

의미 깊은 소중한 대상을 상실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상적 

반응으로, 강렬한 슬픔, 우울, 불안, 상실한 대상에 대한 집착, 과민, 

식습관이나 수면의 변화와 같은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측면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Stroebe et al., 2001; Stroebe et 

al., 2007). 애도반응의 강도와 지속 기간의 양상은 상실한 대상과 관계, 

상실에 대한 대처 방법,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Sanders, Wiley, & Sons, 1999; Wijngaards et al., 2008).  

애도반응이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서 강하게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경우 치료가 요구되는 정신적 질병인 복합성 애도를 진단할 수 

있다(Prigerson et al., 2009). 복합성 애도는 지연된 애도 장애,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 등으로 칭하며 침습적인 그리움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고 부적응적 생각, 감정, 행동으로 인해 정상 애도반응과 

상실 적응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Stroebe et al., 2007; Prigerson et al., 

2009; Shear, 2015). 강렬한 그리움과 슬픔, 고인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 

지속되며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Prigerson et al., 2009). 

또한, 반복적으로 고인을 회상하고, 상실을 상기시키는 상황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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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회피하는 등 위축 증상이 동반된다(Shear, 2015). 복합성 애도의 

위험요인으로는 여성, 배우자 또는 자녀 사별,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고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갑작스럽거나 폭력적 사망, 낮은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 등이 있다(Burke & Neimeyer, 2013). 

애도반응에 대한 연구는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과 

같은 정상적 애도반응의 증상이나 정신과적 질병인 복합성 애도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Prigerson et al., 2009). 

그러나 최근에는 애도반응이 성장의 계기이자 치유의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조명되고 있다(Riley, LaMontagne, Hepworth, & 

Murphy, 2007). 자녀와 사별한 부모는 부정적 애도반응과 더불어 긍정적 

애도반응을 나타내는데(Gerrish, Neimeyer, & Bailey, 2014), 애도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을 깨닫고, 이타적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 존재적 성장을 꾀한다(Waugh, Kiemle, & Slade, 2018).  

국내에서는 ‘grief’를 슬픔(박향숙 등., 2006; 안경승, 2014), 

비애(이동훈, 김시형, 신지영, 2018), 애도(서청희, 김경미, 2017; 박지은 등, 

2019; 전지열, 신지영, 최준섭, 김정한, 이동훈, 2019) 등 여러 용어로 

혼용하고 있어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선행논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애도’를 사용하였다.‘Mourning’은 개인 수준의 

애도반응이 가족 내, 종교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관습이나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Stroebe et al., 2001), ‘bereavement’, 즉 사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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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그 이후 고인이 부재한 세상에 적응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사전적으로는 ‘사랑하는 이와 죽어서 이별함’의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0). 

국내의 중증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애도반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암환자 사별 어머니의 경험을 탐색하는 질적연구가 이루어졌다. 

암으로 자녀를 사별한 후 기간이 2개월에서 4년 1개월인 어머니 17명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의 질적연구에서는 사별 어머니의 애도 과정을 ‘1) 

자녀가 사망한 현실의 수용-거부’, ‘2) 자녀사망의 원인 추적’, ‘3) 

죄책감, 원망, 아쉬움으로 구성된 한탄을 조절’, ‘4)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 및 건강행위간의 조절’, ‘5) 입양, 출산, 일과 자녀사망의 

원인해소 등으로 텅빔을 채워감’이라고 제시하였다(이정섭, 김수지, 

1994). 또한 자녀의 치료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 선제적 안내, 죽음 

준비, 부모 지지 등 질 높은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사별어머니의 애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정섭, 김수지, 1994). 

사별 후 기간이 흐를수록 사별어머니의 공허함이 채워지며 결국 애도가 

해소된다는 결과는 전통적 애도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사별한 개인이 

상실을 삶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고 유대를 지속하며 살아간다고 제시한 

최근의 이론적 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Neimeyer, Baldwin, & Gillies, 2006). 

이원희와 황애란(2003)은 암으로 자녀를 사별한 후 호스피스의 

사별관리를 받는 어머니의 애도 과정을 회피, 직면, 조정의 애도 단계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반응을 제시하였으나 대상자 



19 

수가 5명으로 적어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1) 애도에 관한 전통적 이론 

전통적 이론에서는 애도를 상실에 대한 반응이자 상실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상실 이전의 기능상태로 회복하도록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상태로 보았다(Worden, 2015). 사별한 개인은 일련의 단계(stage) 또는 

국면(phase)에 따라 보편적인 애도를 경험한다고 제시하였다(Granek, 2010). 

프로이트는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상실한 대상의 흔적을 지우거나 

부정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상실을 경험하기 이전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Clewell, 2004). 이 과정에서 사별한 개인은 

고인과 정서적 유대를 끊어내고, 고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에게 자유 에너지를 향하도록 하는 애도 과업(grief work)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사별한 개인이 위안을 얻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고 하였다(Granek, 2010). Kübler-Ross (1969; 2005)는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은 부정(denial), 분노(anger), 타협(bargaining), 우울(depression), 

수용(acceptance)의 선형적 단계를 거친다고 제시하였다. Worden (1982)은 

애도를 사별 이후 상실에 적응하기 위해 수행해야하는 4가지 과업인 

‘상실의 현실 받아들이기(to accept the reality of the loss)’, ‘애도의 

고통을 감내하기(to process the pain of grief)’, ‘고인이 없는 세계에 

적응하기(to adjust to a world without the deceased)’, ‘고인을 향한 정서적 

에너지를 거두어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기(withdrawing emotion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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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deceased and reinvesting it in another relationship)’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 이론에서는 순차적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실을 

수용하고, 고인과의 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정상적 애도반응이라고 

보았다(Rando, 1993). 이러한 전통적 애도 이론의 병리적 모델에 기반하여 

사별 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등 애도반응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의료 현장과 애도 상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Granek, 2010). 그러나 전통적 관점의 애도 이론으로는 사별부모의 

애도를 설명하기 어렵다. 자녀와 사별한 부모는 다른 사별 가족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고,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리적 애도로 

여겨질 수 있다(Rando, 1983). 일례로 사별부모는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다는 현실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애도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자녀를 사별하더라도 부모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Worden (1982)이 제시한 4개의 과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Davies, 2004).  

 

2) 애도에 관한 현대의 이론 

사별한 개인은 하나의 단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동시에 나타내거나, 앞뒤 단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실을 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Wortman & Silver, 

1989; Stroebe, Schut, & Boerner, 2017). 애도반응이 구분이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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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이고 선형적인 단계적 과정을 통한 보편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나타나는 개별적 경험이라는 

관점의 이론이 제시되었다(Maciejewski, Zhang, Block, & Prigerson, 2007).  

Stroebe 등(2017)은 애도를 선형적 단계의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사별한 개인이 상실 이후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상실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Stroebe와 

Schut (1999; 2010)은 이중과정모델(dual process model)을 통해 사별의 

결과보다 사별한 개인이 어떻게 상실에 대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처 양상에 따라 사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중과정모델은 스트레스원과 대처 양상을 상실중심(loss-orientation)과 

회복중심(restoration-orientation)으로 분류하였다(Stroebe et al., 2001). 

상실중심 대처는 상실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대처 방법으로 고인과 

관계에 몰두하고, 고인이나 죽음과 관련된 상황을 회상하며 고인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Stroebe et al., 2001). 회복중심 

대처는 가족 내 고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거나, 고인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조정하는 것, 사별한 개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 등 상실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 상실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한다(Schut, 1999). Stroebe와 Schut (2010)는 전통적 이론에서 애도 

회피를 병리적이며 고정적인 상태로 보았던 것과 달리, 주기적으로 

상실과 회복의 사이를 진동 운동과 같이 반복하는 대처 방법의 하나로 

보고, 대처를 통해 점차 적응하면서 상실의 의미를 찾고, 변화한 삶 



22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Silverman, Klass, and Nickman (1996)도 사별한 개인이 고인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 관계를 지속하며, 고인과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애도에 적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속적 유대(continuing 

bonds)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별한 개인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고인을 회상하고 애착을 유지한다(Klass, 1999). 또한, 

사별한 개인은 고인을 역할모델로 삼거나 자신의 일부로 내재화하여 

심리적 근접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영적 존재를 느낄 때 편안해하였다 

(Field, Gao, & Paderna, 2005). 지속적 유대모델에 따르면, 사별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자녀가 없는 현실에 자녀의 기억을 

통합하는 과정이 부모의 애도 과정과 삶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lass & Walter, 2001).   

Neimeyer와 Anderson (2002)은 선천적 심장기형으로 자녀를 사별한 두 

어머니의 경험을 비교하였는데, 사망한 자녀와 유대감을 지속하는 

경우라도 상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내러티브로 

통합하는지에 따라 사별부모의 애도가 상이하다고 제시하였다. Neimeyer 

(2011)는 애도가 상실로 도전 받은 기존의 의미 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애도를 통해 상실의 의미를 만들고(meaning making), 그 속에서 

유익함을 찾으며(benefit-finding), 자신을 재정의하고(identity change)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정립해나간다고 제시하였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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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는 상실 경험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 설명을 찾고자 하는 

사별부모의 노력으로, 종종 철학적이거나 영적 용어로 표현된다 

(Neimeyer, 2001). 유익함 찾기는 사별부모가 상실이라는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개인적 또는 사회적 측면의 작은 희망(silver-lining)을 찾는 

역설적 능력을 말하며 타인과 공감 증진, 삶의 우선순위 재정의 등이 

해당된다(Neimeyer, 2001). 이 과정을 통해 사별한 개인은 상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이후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Neimeyer et al., 2011).  

Worden (2018)은 이러한 애도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여 

4가지 애도과업 중 마지막 과업을 보완하였다. 본래 마지막 과업은 

프로이드 학파의 영향을 받아 ‘애도 과업을 통해 사별한 개인이 고인에 

대한 희망과 기억을 분리하는 것’이었으나, 사별한 개인은 고인을 향해 

유대감을 유지하며 애도를 평생 겪는다는 관점을 반영하여 ‘남은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고인을 기릴 방법 찾기(to find a way to remember the 

deceased while embarking on the rest of one’s journey through life)’로 

변경하였다(Worden, 2018).  

결론적으로 애도반응은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공존하는 

개별적인 반응으로 심한 경우 병리적 상태인 복합성 애도로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애도반응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 상태가 아니라, 사별한 개인이 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상실에 

대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함으로써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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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따라서 애도반응을 적응적으로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4. 사별부모의 애도반응 영향요인 

사별을 경험한 개인은 슬픔, 고인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 

공허함, 임종상황 반추 등의 애도반응을 수 개월 동안 나타내는데, 

이러한 급성기 애도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며 사별한 

개인은 상실 경험을 삶에 통합하게 된다(Morris & Block, 2012). 자녀를 

사별한 부모는 더욱 강한 수준의 애도반응을 경험하며, 애도반응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Büchi et al., 2007; Morris et al., 2019). 다음에서는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중증질환 치료 및 돌봄 

관련 요인, 보호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별부모와 자녀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사별부모의 애도반응과 적응 및 대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Snaman et al., 

2019). 자녀를 사별한 부모 중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더 강하게 

애도반응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은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며 일에 몰두하여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은 배우자 

이외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지지를 얻기도 하나 남성은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Alam, Barrera, D'Agostino, 

Nicholas, & Schneiderman, 2012; Stroebe, Stroebe, & Schut, 2001). 그밖에도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고용 상태, 교육 상태가 애도반응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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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데, 낮은 소득수준이 사별부모의 상당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Cacciatore, Killian, & Harper, 

2016).  

중증질환 치료 및 돌봄 관련 요인에는 진단명과 치료방법,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증상관리, 임종상황, 임종장소 등이 포함된다(Jaaniste, 

Coombs, Donnelly, Kelk, & Beston, 2017; Snaman et al., 2019). 사별부모는 

신뢰관계를 맺은 의료진에게 자녀의 예후에 관해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원하는 정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경우 

후회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k, Cronin, & Kang, 2016). 또한, 

자녀가 생애말기에 통증이나 호흡곤란, 불안, 분노, 수면 부족 등의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경우 사별부모는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위험이 

높으며, 부적응적으로 애도반응을 경험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lmsell et al., 2010; Geest et al., 2014). 일반적으로 부모는 

병원임종보다 가정임종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Kassam, Skiadaresis, 

Alexander, & Wolfe, 2014). 병원에서 사망한 자녀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사망한 자녀의 아버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oodenough, Drew, Higgins, & Trethewie, 2004). 

Dussel 등(2009)은 실제 임종장소보다 부모가 자녀의 임종장소를 계획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데, 임종장소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실제 가정임종의 비율이 높고, 사별부모가 임종장소를 편안해하며, 

자녀의 사망에 대해 준비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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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는 사회적 지지와 

의미 재구성, 유대감 지속 등이 해당된다(Snaman et al., 2019). 사별부모는 

친척이나 친구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살아갈 

힘의 원천이자 삶의 목표가 되며, 병원의 의료진이나 같은 경험을 한 

사별부모의 지지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Donovan, Wakefield, Russell, 

& Cohn, 2015). 또한, 자녀 사망의 의미를 만들고 유대감을 지속하는 경우 

절망이나 분노 등의 애도반응이 완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Neimeyer et al., 

2006). 이러한 보호요인의 영향이 부재 또는 부족한 경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ussel et al., 2011).  

이상으로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별부모의 자녀 생애말기 돌봄특성과 

생애말기 돌봄인식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을 

예측하고, 취약한 위험군을 판별하며, 나아가 애도와 사별 과정을 

지지하는 중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애도반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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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2010), 지속적 유대 

모델(Silverman et al., 1996)과 의미 재구성 모델(Neimeyer & Anderson, 

2002)을 토대로 도출된 사별부모의 적응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 

모델(Snaman et al., 2019)을 기반으로 중증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생애말기 돌봄특성과 생애말기 돌봄인식, 부정적 애도반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을 확인하고, 부정적 또는 긍정적 애도반응의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Snaman 등(2019)은 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가 

사별초기에 나타내는 애도반응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제시하였다 

(Figure 1). 이 모델에서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진동하는 애도 과정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를 찾는 것’을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삶에 

통합됨’이라고 정의하고, 사별부모는 사별 초기의 적응적 애도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능 회복과 통합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Snaman et 

al., 2019).  

Snaman 등(2019)의 모델은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하였다. 

먼저 Snaman 등(2019)의 모델은 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별부모의 자녀가 사망한 원인질환을 

암뿐만 아니라 비암성 질환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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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치료과정과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암 질환군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Jalmsell et al., 2010; Lannen et al., 2010), 암과 비암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는 예후의 불확실성, 치료 과정에서 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하는 무력감 등 치료 경험이 유사하기도 하다(Steele, 

2000; Price, Jordan, Prior, & Parkes, 2011). 비암성 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도 치료 과정의 의사소통, 자녀의 증상관리, 심리적 지지 등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이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schenbrenner, Winters, & Belknap, 2012).  

본 연구에서는 Snaman 등(2019)의 모델에서 위험 및 보호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적 지지, 긍정적 대처전략,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과 결과 요인으로 제시한 사별부모의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삶에 통합됨은 논외로 하였다.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애도반응의 영향 요인인 동시에 애도반응으로 인한 건강 

결과이다(Jaaniste et al., 2017; Snaman et al., 2019). 애도반응으로 인한 건강 

결과의 정도와 발현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Stroebe et al., 

2001). 본 연구는 사별한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을 

단면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적 개념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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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Early Psychosoci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in Parents of Children Died from Cancer  

(Snama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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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치료 및 돌봄과 관련된 요인 중 암 진단명, 치료 종류 

등의 암 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된 요인인 

생애말기 의사소통과 사전돌봄계획(communication and advance care 

planning), 증상관리(symptoms and suffering), 삶의 질(quality of end-of-life), 

임종장소(place of death)과 같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교정가능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주요한 

요인인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성별과 연령, 사별 후 흐른 기간, 

사망한 자녀 외 다른 형제자매 여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중증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생애말기 돌봄특성과 

생애말기 돌봄인식, 애도반응을 조사하고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의 차이, 그리고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 Concepetual Framework of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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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증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 중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탐색하기 위한 동시적 내재적 혼합연구설계(Concurrent 

embedded mixed method design) 연구이다(Figure 3)(Bishop, 2015). 내재적 

설계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자료 중 한가지 특성의 자료만으로는 연구 

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주요한 연구설계에 보조적 연구설계를 

적용하는 혼합연구설계이다(Doyle, Brady, & Byrne, 2016). 본 연구의 주요 

설계는 양적연구접근법인 서술적 조사연구설계로, 단면적 설문조사와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 

사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을 조사하였다. 보조적으로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설문지의 자유응답형 문항의 응답을 질적연구접근법인 내용분석방법과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한 후 각 결과를 

비교하고 보완하였다. 연구 계획 및 자료수집까지 동일한 단계를 통해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한 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양적연구결과와 질적연구결과를 해석과 논의 단계에서 통합하였다 

(Creswel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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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urrent Embedded Mixed Method Research Design of the 

Present Study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양적연구접근법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는 데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혼합연구설계는 연구문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 의미있는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강점을 갖는다. 

 

2. 연구 대상자 

1)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 

소아청소년의 중증질환은 영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데, 만성 질환의 경우 체계적 

관리와 집중치료를 통해 초기 성인기까지 생존하기도 한다(Kim et al., 

2020). 따라서,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만 24세 

이하의 영아와 아동, 청소년,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사망 당시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소아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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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부모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사별 직후는 신체적, 정신적 

애도반응의 급성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별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부모를 대상으로 정하였다(Butler, Hall, & Copnell, 2018; Hynson, Aroni, Bauld, 

& Sawyer, 2006b).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Hain과 Devins (2014)가 제안한 중증질환 목록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며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후 사망한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주 돌봄자인 부모  

(2)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와 사별 후 경과한 시간이 

6개월에서 5년 이내인 부모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부모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최근 5년 이내 자녀 사별 외 다른 가족의 사별을 경험한 부모 

(2) 중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 

(3)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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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표본 크기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version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효과 크기 .23,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6개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사별부모의 복합성 

장애에 관한 Clark 등(202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산출하였다(강현철, 

연규필, & 한상태, 2015). 표본크기 산출 결과는 65명으로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총 93명을 편의 표출하고자 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서울시 일개 상급종합병원 

소아완화의료팀의 사별가족 목록에서 본 연구의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을 

고려하여 추출한 대상자는 200명이었다. 이 중 대상자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아완화의료팀이 설문 모집에서 제외하기를 

권고하는 대상자 16명과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하면 총 

178명이었다.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아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고싶지 

않다고 거절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83명이었다. 답변이 없는 대상자 

26명과 참여의향을 밝힌 대상자 69명을 포함하여 총 95명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발송하였다. 링크에 접속한 69명 중 

3명이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6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률은 

69.4%였다. 본 연구의 검정력은 .8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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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생애말기 돌봄특성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은 

DeCourcey 등(2018)이 복합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 환자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복합만성질환 소아환자 돌봄 설문(Survey about Caring for Children with 

Complex Chronic Conditions, 5Cs)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반구조적 설문으로 18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녀의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진단 시 예후에 대한 의사소통, 

사전돌봄계획을 위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생애말기와 임종 상황, 사별 

지지, 일반적 정보, 연구 참여에 대한 사별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도구의 문화적 개작은 Gjersing, Caplehorn과 Clausen (2010)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번역, 전문가 검토, 역번역, 예비조사 및 인지적 면담, 

최종본 완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먼저 5Cs의 문항 중 국내의 

보건의료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과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수집이 

가능한 자료에 대한 문항을 삭제하여 총 30문항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고, 

연구자가 예비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후 이중언어자인 간호학 

교수 1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소아완화의료의 실무 전문가인 

소아완화의료팀 간호사 1인과 소아완화의료팀 사회복지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개념과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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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합의를 도출하여 한글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한글 번역본은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간호학 전공자 2인이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 도구와 비교 및 확인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에게 내용타당도를 자문받아 보완한 후, 

사별부모 2인의 안면 타당도, 문항의 표현, 설문 시 응답 부담에 관한 

자문을 반영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최종 도구는 생애말기 

돌봄특성 13문항, 생애말기 돌봄인식 9문항, 일반적 정보 8문항의 총 

30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또는 선택형, 자유응답형으로 

구성되었다.  

생애말기 돌봄특성 하위범주의 문항은 진단시점 의사소통과 

사전돌봄계획, 생애말기 돌봄 평가, 증상 빈도와 고통 또는 조절의 정도 

등을 포함하며, 5점 likert 척도,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관해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단시점 의사소통(2번 문항)의 하위 5개 항목, 사전돌봄계획(4번 

문항)의 하위 6개 항목, 생애말기 돌봄평가(11번)의 하위 12개 항목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각 문항의 점수로 제시하였다. 각 범주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는 진단시점 의사소통 .90, 사전돌봄계획 .96, 

생애말기 돌봄평가 .96 이었다. 생애말기 돌봄인식 하위범주의 문항은 

임종장소의 편안함, 사망에 대한 준비, 임종상황의 평화로움,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의 5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인식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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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  

 

2) 애도반응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은 Hogan 등(2001)가 개발한 Hogan 애도반응 

척도(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를 박지은 등(2019)이 번안한 한국판 

Hogan 애도반응 척도(Korean Version of the Hogan Grief Reaction Checklist, K-

HGRC)를 원저자와 국문도구 저자에게 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Hogan이 개발한 원 도구는 총 61개 문항의 6개 범주로 

구성되었는데 ‘절망’, ‘공황 행동’, ‘개인적 성장’, ‘비난 및 

분노’, ‘분리’, 그리고 ‘비체계화’이다. 박지은 등(2019)이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구는 ‘공황 행동’과 ‘비난 및 

분노’의 항목이 삭제되거나 다른 범주로 분산되고 ‘개인적 성장’의 

희망을 나타내는 문항이 두드러져 2개 범주로 분석되어 최종 ‘절망’ 

7문항, ‘분리 및 비체계화’ 16문항, ‘개인적 성장’ 4문항, ‘낙관적 

전망’ 3문항의 총 4범주의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각 범주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2주 동안 해당 

범주의 애도반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범주, 

부정적 애도반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의 평균과 범주별 평균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평점(범위 1~5점)을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애도반응을 

각 하위범주별 점수의 평균(Donovan et al., 2019) 또는 부정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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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반응 별 점수의 평균(Riley et al., 2007)으로 분석하였다. 원 도구의 

‘개인적 성장’의 점수를 긍정적 애도반응, 나머지 5개 범주의 합을 

부정적 애도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긍정적 애도반응은 부정적 

애도반응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긍정적 애도반응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는 .88, 부정적 애도반응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A. 

Gamino, 2000; Riley et al., 2007).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절망 .89, 공황 행동 .90, 개인적 성장 .82, 비난 및 분노 .79, 분리 .87, 

그리고 비체계화 .84이었다. 박지은 등(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절망 88, 분리 및 비체계화 .94, 개인적 성장 .78, 낙관적 전망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범주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는 부정적 

애도반응 .95, 긍정적 애도반응 .81이었으며, 각 하위범주별로는 절망 .79, 

분리 및 비체계화 .76, 개인적 성장 .79, 낙관적 전망 .84이었다. 

 

3) 자녀의 사망 관련 정보 

사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수집하였다. 추출한 자료는 사망한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사망 당시 연령, 성별, 임상적 특성인 주진단명, 

진단 일자, 사망 일자, 사망 장소, 연명의료 관련 서식 작성 여부와 

작성일자, 사망 전 1개월 동안 집중치료(산소, 인공호흡기, 기관절개관, 

중심정맥관, 총비경구영양, 혈액투석, 체외막산소요법, 심폐소생술) 이용 

여부, 입원 횟수, 재원일수, 소아완화의료 등록일자 등이다. 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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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확인한 생애말기 돌봄특성은 진단 후 소아완화의료 

의뢰까지 기간(월), 소아완화의료 의뢰 후 사망까지 기간(월), 사망 한 달 

전 입원 횟수와 재원기간, 집중치료 이용, 연명의료 결정 등을 포함한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소득활동 여부, 종교, 다른 자녀 여부를 조사하였다. 

 

5)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자유응답형 문항  

생애말기 돌봄 설문지는 사별부모가 경험한 생애말기 돌봄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자유응답형 

3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응답형 문항은 “자녀의 생애 말을 

되돌아보았을 때,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점이 

바뀌기를 바라시나요?”, “자녀의 생애 말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녀의 

삶을 더욱 의미 깊게 하는 인상깊은 경험이 있었습니까(여행, 중요한 

사람의 방문, 생일, 정원 산책, 병동에서 지냄 등)?”, “설문에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이나 병원의 의료진이나 다른 

사별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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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2021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수행하였다. 해당 기관은 350여병상을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으로 국내 중증질환의 소아청소년을 치료하고 있으며 다학제 

소아완화의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아완화의료팀의 사별대상자 목록 중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를 먼저 추출하고, 이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문자로 간략한 연구 소개와 추가 설명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할 

것이라는 점, 만약 유선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문자로 회신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발송하였다. 사별부모의 연구 참여 경험을 탐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한 연락을 할 때 사별부모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갑작스럽게 상기시키는 유선 연락방법 보다 우편이나 

메일로 사전에 고지하는 방법이 덜 침습적이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우편이나 메일의 사전 고지 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Ashleigh E. Butler et al., 2018; Dyregrov, 2004). 본 연구에서는 

우편이나 메일과 같이 비침습적이며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점에서 

사전 고지를 위해 문자 연락 방법을 선택하였다. 문자 발송 하루가 지난 

후 추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의향을 밝힌 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다. 연구자가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효과와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한 후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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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참여에 구두 동의하는 경우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설문 

링크를 전자 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 링크를 전달하고 작성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가 연구 참여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없었는지 

확인하기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 응답 일주일 이내에 후속 

연락을 하였다. 대상자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사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완화의료팀에게 알리고 집중 상담이 필요할 

지 상의하였으며, 총 6명이 추가로 소아완화의료팀의 상담을 받았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미국 간호대학 협의회와 City of Hope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한 교육과정인 ELNEC (End-of-

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의 소아청소년 모듈을 이수하였으며, 

중환자 모듈의 교육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지원으로 개발된 EPEC Pediatrics (Education in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Pediatrics)의 교육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었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개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을 이수하고 표준교육의 소아완화의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개론’과 ‘질적자료분석론’에서 질적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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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방법을 훈련하였으며, ‘인간의 상실과 애도 연구’를 수강하여 

상실과 애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탐구하였다. 현재 

대한질적연구학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회원으로 다양한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중환자실과 소아완화의료팀에서 7년 동안 임상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경험을 쌓고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가족을 대면하며 중증질환 소아청소년과 부모의 경험과 

요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키웠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2020년 윤리연구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H-2012-130-1183)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대상자의 권리, 연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과 

발생가능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의 과정 중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식별정보인 사망한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수집하였는데, 이 정보를 이용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자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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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에 접근하였으며, 의무기록을 추출한 후 설문조사 자료와 

의무기록 자료를 연결하는 코드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와 

의무기록 자료를 연결한 후에는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한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코드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한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7.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혼합적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었다. 정량적 

자료는 양적연구방법으로, 정성적 자료는 질적연구방법과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양적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단면적 설문조사와 의무기록 추출을 통해 수집된 정량적 

자료는 R software (version 4.0.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치료관련 특성은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비정규 분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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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과 사분위수로 분석하였다.  

(2) 각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생애말기 돌봄과 애도반응의 차이는 변수가 정규성을 따르는 

경우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one-way 

ANOVA 분석 후 Bonferroni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변수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Wilcoxon rank-sum test 또는 Kruskal -

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속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사별부모의 부정적, 긍정적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Simple linear regression과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Multiple linear regression의 설명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결과 변수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p<.2인 변수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 분석을 

수행하였다(Heinze & Dunkler, 2017). 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전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정규분포, 선형성, 등분산, 

다중 공선성, 오차의 독립성 등의 가정이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변수 중 명목변수는 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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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자료 분석과 토픽모델링 

설문지의 자유응답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정성적 자료는 

내용분석방법과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고 

보완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문서의 주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분석과 함께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내용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위한 효과적인 보조적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Bakharia, Bruza, Watters, Narayan, & Sitbon, 2016).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모델링(Topic modelling)의 결과와 

내용분석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LDA 

토픽모델링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진다. LDA 토픽모델링은 하나의 

진술문이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를 내포할 때 이러한 다면적 주제를 

식별하고, 간과될 수 있는 잠재적 주제를 추출하고,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원자료를 반영한다(Hagen,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1) 내용분석 

내용분석방법은 자료의 주요한 상징이나 주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질적방법이다(Krippendorff, 2018). 연구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역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일대 일 

심층면담이나 초점그룹 면담에서부터 설문지의 개방형 질문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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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정성적 자료의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Bengtsson, 2016).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Elo & Kyngäs, 2008). 

연구자는 참여자가 직접 입력한 자유형 응답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경험, 

애도경험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구를 확인하여 표시하고, 내재된 의미와 

맥락이 표현되도록 명명하여 코드화하였다. 추출된 코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범주화하고, 추상화를 통해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출된 결과와 함께 참여자가 입력한 응답을 인용구로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인하였다. 먼저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충분히 읽고 

의미를 파악하기위해 노력하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적합성은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데 연구참여자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맥락의 이해를 돕고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 분석, 

보고의 전 과정에서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인용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도출 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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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충족되어 확인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자연어 처리 방법의 하나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자료를 

구조화하고 통찰력을 제공하여 자료를 이해하도록 돕는 분석방법이다 

(Maier et al., 2018). 빅데이터 분석방법의 하나인 LDA 토픽모델링은 문서 

내에 특정 개수의 토픽, 즉 주제가 존재하며 각 주제는 단어의 분포로 

구성된다고 전제하고, 문서의 단어 구조를 이용해 역으로 잠재적 주제를 

추론하는 확률적 알고리즘이다(Vayansky & Kumar, 2020). 비구조적인 문자, 

문서 등 자연어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의 

단계로 수행된다(Vayansky & Kumar, 202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온라인 설문의 자유응답형 문항에 직접 응답을 입력하면 연구자가 

설문조사 앱을 이용하여 별도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단계를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NetMiner (version 4.4.3 Cyram Inc., Seoul, South 

Kore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다르게 표현된 단어를 

확인하고 이를 대표하는 유의어 사전을 구성하였다. ‘소아완화의료’와 

‘소아 완화의료’와 같이 띄어쓰기가 다양한 용어, ‘선생님’과 ‘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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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축약어, ‘심폐소생술’과 ‘CPR’과 같이 여러 언어가 사용된 

표현을 대표하는 단어로 변환하였다. 또한 ‘소원’과 ‘바람’ 등의 

유사어를 대표어로 통일하고 ‘형’과 ‘누나’와 같이 사전적 의미가 

다소 다르더라도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단어도 대표어로 처리하였다. 그 밖에 대부분의 응답에서 나타나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아이’, 지명이나 기관명 등을 포함한 

불용어(stopword)와 문장기호를 제거하였다. 한 단위로 추출이 필요한 

복합명사의 경우 연구자가 별도의 지정어 사전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전처리한 자료에서 명사를 추출한 후 연구자가 명사 목록을 확인한 

후 빈도수가 2회이며 단어의 길이가 2자 이상인 단어로 정제하였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고 

시각화하였다. LDA 분석 시 문서 내 주제의 개수 k와 주제의 확률분포를 

의미하는 α, 주제별 단어의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β를 설정해야 한다. 

주제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은 혼잡도, 일관도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수를 3개부터 15개까지 반복하여 모델을 확인한 후 

주제가 해석 가능하고 분석이 용이하며 자료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최적의 수를 결정하였다(DiMaggio, Nag, & Blei, 2013). α와 β, 

반복수행 횟수(iteration)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1’과 ‘.01’, ‘1000’으로 지정하였다(Griffiths, Steyvers, & Firl, 2007).  

도출된 주제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를 확인한 후 상위 핵심단어 5개와 

할당확률을 확인하였다.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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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확률이 높은 상위 2개의 키워드를 확인한 후 주제의 내용이 

반영하는 표현으로 명명하였다(Maier et al., 2018). 직관적으로 상위 5개 

핵심어와 주제의 전체적인 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핵심어-주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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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생애말기 

돌봄특성 

 

1)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사별부모 66명과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사별부모의 성별은 여자가 83.3%(55명)로 참여자의 

대부분이 어머니였고, 연령은 중앙값 41.5세(Interquartile Range [IQR], 37.2-

45.4)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54.5%(36명)이었으며 월 평균 

가계 소득은 400~600만원이 37.9%(25명), 600만원 이상이 

27.3%(18명)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84.8%(51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72.7%(48명)로 나타났다. 자녀를 사별한 

후 경과한 기간은 중앙값 2.5년(IQR 1.1-3.7)이었으며, 참여자의 

74.2%(49명)는 다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망한 자녀는 63.6%(42명)가 남자였으며, 사망 시 연령은 중앙값 

5.0세(IQR 1.8-9.5)로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이 43.9%(29명)로 가장 많았다. 

진단군은 암 질환이 40.9%(27명)이며 비암성 질환은 59.1%(39명)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은 중앙값 1.4년(IQR 0.7-4.0)이었으며, 사망 장소는 

병동(43.9%, 29명), 중환자실(28.8%, 19명), 집 또는 호스피스 기관(27.2%, 

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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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ereaved Parent and Deceased Child 

 (N=66) 

Variables Categories n (%) Median (IQR), [range] 

Parent     

Gender 
Male 11 (16.7)  

Female 55 (83.3)  

Age (years) 

<40 28 (42.4) 41.5 (37.2 - 45.4), 

40-50 32 (48.5) [25.0-62.0] 

≥ 50 6 (9.1)  

Marital status 
Married 63 (95.5)  

Divorced 3 (4.5)  

Employment 
Employed 36 (54.5)  

Unemployed 30 (45.5)  

Monthly income  

(KRW 1,000) 

< 2,000 7 (10.6)  

2,000-4,000 16 (24.2)  

4,000-6,000 25 (37.9)  

≥ 6,000 18 (27.3)  

Level of education 

≤ High school  10 (15.2)  

University 51 (84.8)  

≥ Graduate School 5 (7.6)  

Religion 
Yes  48 (72.7)  

No 18 (27.3)  

Year(s) since the 

death of child 

< 1 14 (21.2) 2.5 (1.1-3.7), 

1-3 26 (39.4) [0.5-4.9] 

≥ 3 26 (39.4)  

Another healthy 

child(ren) 

Yes 49 (74.2)  

No 17 (25.8)  

Deceased child     

Gender 
Male 42 (63.6)  

Female 24 (36.4)  

Age at death  

(years) 

<1 12 (18.2) 5.0 (1.8-9.5), 

1-6 29 (43.9) [0.1-22.6] 

6-12 13 (19.7)  

12-19 7 (10.6)  

≥19 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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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edian (IQR), [range] 

Diagnostic group Malignancy 27 (40.9)  

 Non-malignancy* 39 (59.1)  

Duration of illness 

(years) 

< 1 25 (37.9) 1.4 (0.7-4.0), 

1-3 23 (34.8) [0.1-21.6] 

≥3 18 (27.3)  

Place of death 

Hospital (general ward) 29 (43.9)  

Hospital (ICU) 19 (28.8)  

Home or Hospice 18 (27.2)  

Note. IQR=interquartile range, KRW=Korean won, ICU=intensive care unit;  

* Non-malignant diagnostic groups include neurologic/neuromuscular, cardiovascular, 

premature & neonatal, and hematologic/immunologi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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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 

사별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생애말기에 경험한 증상은 Table 2와 같다. 

사별부모의 89.4%(59명)가 자녀가 생애말기에 1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했으며, 중앙값 5.5개(IQR 2.0-8.0)의 증상을 보였다고 답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증상은 통증(74.2%, 49명), 호흡곤란(71.2%, 47명), 설사 

또는 변비(69.7%, 46명)였다. 증상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호흡곤란이 

평균 3.89±1.40, 통증이 평균 3.65±1.55, 불안이 평균 3.53±1.44로 가장 

높았다. 증상의 조절 정도가 높은 증상은 호흡곤란, 수면장애, 

통증이었으나 각각 3.08±1.35, 3.06±1.44, 2.96±1.49에 불과했다. 조절의 

정도가 낮다고 답한 증상은 불안(2.72±1.35), 설사 또는 변비(2.76±1.36), 

우울(2.83±1.12)이었다.  

 

Table 2. Parental Reports on Child’s Symptom at the End-of-life     (N=66) 

Symptoms 
Prevalence Level of suffering Level of control 

n (%) Mean±SD Mean±SD 

Pain 49 (74.2) 3.65 ±1.55 2.96 ±1.49 

Dyspnea 47 (71.2) 3.89 ±1.40 3.08 ±1.35 

Diarrhea or constipation 46 (69.7) 3.13 ±1.51 2.76 ±1.36 

Fatigue 39 (59.1) 3.41 ±1.37 2.85 ±1.28 

Sleep disturbance 34 (51.5) 3.24 ±1.56 3.06 ±1.44 

Anxiety 34 (51.5) 3.53 ±1.44 2.72 ±1.35 

Nausea or vomiting 32 (48.5) 3.12 ±1.48 2.94 ±1.41 

Depression 31 (47.0) 3.48 ±1.34 2.83 ±1.12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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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 중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생애말기 의료이용은 Table 3과 같다. 진단시점 의사소통은 평균 

3.55±0.90점이었다.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한 대상자는 87.9%(58명)였으며 

사전돌봄계획은 평균 3.07±1.45점으로 나타났다. 생애말기 돌봄계획을 

논의한 시점은 63.6%(42명)가 적절했다고 답하였으며, 생애말기 

돌봄평가는 평균 3.30±0.92점이었다. 연명의료계획을 문서화한 경우는 

69.7%(46명)로, 서식 작성에서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9.0일(IQR 7.0-

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장소를 논의한 경우는 65.2%(43명), 계획한 

장소에서 임종한 경우는 27.3%(18명)였다.  

사망한 자녀의 마지막 한 달 동안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진단 이후 소아완화의료팀에 의뢰되기까지 기간은 중앙값 7.5개월(IQR 

1.0-20.8), 소아완화의료팀 의뢰 후 사망까지 기간은 5.0개월(IQR 2.0-

10.8)이었다. 한 번 이상 입원을 한 경우는 78.8%(52명)이며 재원일수는 

중앙값 30.0일(IQR 15.0-30.0)이었다. 사망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받은 

집중치료는 중심정맥관 65.2%(43%), 산소요법 60.6%(40명), 총정맥영양 

37.9%(25명)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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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munication and Healthcare Use at the End-of-life        (N=66)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or 

Median (IQR)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Appraisal on communication at diagnosis   3.55±0.90 

Discussed ACP 58 (87.9)  

Appraisal on discussing ACP   3.07±1.45 

Planning for EOL care 

was, 

Too early 5 (7.6)  

Appropriate 42  (63.6)  

Too late 19  (28.8)  

Understood EOL care plan clearly 32 (48.5)  

Goals of EOL care were accomplished 25 (37.9)  

Appraisal on provision of EOL care   3.30±0.92 

Documentation on LST 46 (69.7)  

Days from LST documentation to death   9.0 (7.0-52.8) 

Discussed POD 43  (65.2)  

Planned POD was achieved 18  (27.3)  

Healthcare use during the last month of life    

Months from diagnosis to PPC consultation   7.5 (1.0-20.8) 

Months from PPC consultation to death   5.0 (2.0-10.8) 

Number of 

admission(s) 

0 14 (21.2)  

1 45 (68.2)  

≥2 7 (10.6)  

Inpatient day (n=52)  30.0 (15.0-30.0) 

Intensive treatment 

Oxygen therapy 40 (60.6)  

Intubation & MV 22 (33.3)  

Tracheostomy 15 (22.7)  

Central venous catheter 43 (65.2)  

Total parenteral nutrition 25 (37.9)  

Hemodialysis 5 (7.6)  

ECMO 4 (6.1)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6 (24.2)  

Note. SD=standard deviation, IQR=interquartile range, ACP=advance care plan, 

EOL=end-of-life, LST=life-sustaining treatment, POD=place of death, PPC=pediatric 

palliative care, MV=mechanical ventilation,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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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 

 

사별부모가 생애말기 돌봄인식의 5점 Likert 척도로 답한 점수와 

‘많이/매우 많이’라고 답한 대상자의 비율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좋음/우수함/매우 우수함’이라고 답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임종장소의 편안함은 평균 2.59±1.35점, 사망 대한 

준비는 2.38±1.12점이었다. 임종상황의 평화로움은 평균 

2.52±1.24점이었으며,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은 3.70±1.26점,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1.85±1.04점에 불과했다. 

 

Table 4. Parental Perceptions on Child’s End-of-life Care            (N=66) 

Variables Mean±SD N (%) 

Place of death was comfortable. 2.59±1.35 15 (22.7) 

At the time of death, I felt prepared. 2.38±1.12 11 (16.7) 

At the time of death, it was peaceful. 2.52±1.24 14 (21.2) 

Level of child’s suffering 3.70±1.26 39 (59.1) 

Quality of child’s end-of-life 1.85±1.04 18 (27.3)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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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애도반응은 

평균 67.0±18.26점이며 문항수로 나눈 점수는 평균평점은 

3.10±0.74점이었다. 긍정적 애도반응은 평균 21.68±5.17점이며 문항수로 

나눈 평균평점은 2.91±0.79점이었다.  

 

Table 5. Parental Grief Reactions                                 (N=66) 

Variables 
No. of 

items 
Mean±SD Item mean±SD 

Negative grief reaction 23 67.0±18.26 3.10±0.74 

Despair 7 22.82±6.73 3.26±0.96 

Detachment and Disorganization 16 44.18±13.42 2.76±0.84 

Positive grief reactions 7 21.68±5.17 2.91±0.79 

Personal growth 4 12.73±3.16 3.18±0.79 

Optimistic prospect 3 9.00±2.84 2.99±0.96 

Note.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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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생애말기 

돌봄인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기 돌봄인식  

본 연구에서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애말기 

돌봄인식의 차이는 Table 6와 같다. 사별부모의 성별에 따라 사망에 대한 

준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 준비가 

준비가 더 잘 되었다고 답하였다(W=447.5, p=.010).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장소의 편안함, 사망에 대한 준비, 임종 상황의 평화로움,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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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rental Perceptions on Child’s End-of-life car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6) 

Variables n 
Comfortable POD Death preparedness Dying in peace Suffering during EOL Quality of EOL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Parent’s gender Male 11 2.9 ±1.7 341.5 3.3 ±1.3  447.5 2.5  ±1.4 295.5 3.9 ±1.4 343.0 2.1 ±1.1 352.0 

 Female 55 2.5 ±1.3 (.493) 2.2 ±1.0  (.010) 2.5  ±1.2 (.908) 3.7 ±1.3 (.474) 1.8 ±1.0 (.359) 

Parent’s age (years)  -.216 (.081) -.024 (.847) -.030 (.813) -.058 (.643) -.059 (.638) 

Marital status Married 63 2.6  ±1.3 71.0 2.3  ±1.1 95.0 2.6  ±1.2 56.5 3.7  ±1.2 103.5 1.9  ±1.0 46.5 

 Divorced 3 3.3  ±1.5 (.464) 3.3  ±0.6 (.999) 1.7  ±1.2 (.231) 3.7  ±1.3 (.785) 1.0  ±1.0 (.112) 

Employment Employed 36 2.8 ±1.6 471.5 2.4  ±1.3 535.0 2.6  ±1.4 500.0 3.6 ±1.3 603.0 2.1  ±1.1 418.5 

 Unemployed 30 2.4 ±1.0 (.365) 2.3  ±1.0 (.952) 2.4  ±1.0 (.598) 3.8 ±1.3 (.402) 1.6  ±0.9 (.090) 

Monthly income < 2,000 7 2.3 ±1.0 5.277 2.4 ±0.8 .290 2.1  ±1.1 .676 4.0 ±1.5 3.952 1.1 ±0.4 4.785 

(KRW 1,000) 2,000-4,000 16 2.8 ±1.4 (.153) 2.4 ±1.0 (.962) 2.6  ±1.5 (.879) 4.1 ±1.2 (.267) 1.8 ±1.2 (.188) 

 4,000-6,000 25 2.9 ±1.2  2.4 ±1.1  2.6  ±1.0  3.6 ±1.2  2.0 ±1.1  

 ≥ 6,000 18 2.1 ±1.5  2.3 ±1.4  2.6  ±1.4  3.3 ±1.2  2.0 ±1.0  

Level of education                 

≤ High school 10 2.7 ±1.3 1.008 2.4 ±1.2 .007 2.0  ±1.3 2.450 4.3 ±1.3 5.355 1.5 ±0.8 1.811 

University  51 2.6 ±1.4 (.604) 2.4 ±1.1 (.976) 2.6  ±1.2 (.294) 3.5 ±1.3 (.069) 1.9 ±1.1 (.404) 

≥ Graduate School 5 2.0 ±1.0  2.4 ±1.1  2.2  ±0.8  4.4 ±0.5  1.6 ±0.9  

Religion Yes 48 2.5  ±1.3 504.0 2.4  ±1.1 429.5 2.5  ±1.2 413.0 3.7  ±1.3 436.5 1.9  ±1.1 425.5 

 No 18 2.9  ±1.5 (.287) 2.4  ±1.2 (.976) 2.4  ±1.3 (.782) 3.7  ±1.2 (.952) 1.8  ±1.0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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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Comfortable POD Death preparedness Dying in peace Suffering during EOL Quality of EOL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Years since loss  -.171 (.170) .009 (.941) -.119 (.342) .108 (.389) -.163 (.190) 

Another healthy 

child(ren) 

Yes 49 2.6 ±1.4 .414 2.4 ±1.1 377.5 2.6  ±1.2 327.5 3.6 ±1.3 521.5 1.9 ±1.1 390.5 

No 17 2.7 ±1.3 (.681) 2.2 ±1.1 (.559) 2.2  ±1.3 (.178) 4.1 ±1.2 (.111) 1.7 ±0.9 (.684) 

Child’s gender Male 42 2.5 ±1.4 -.356 2.3 ±1.1 473.0 2.3  ±1.3 389.0 3.9 ±1.2 641.5 1.8 ±1.1 430.5 

 Female 24 2.7 ±1.2 (.723) 2.5 ±1.1 (.674) 2.8  ±1.2 (.113) 3.3 ±1.3 (.057) 2.0 ±0.9 (.290) 

Child’s age at death (years) .061 (.626) -.051 (.686) .179 (.151) -.163 (.191) .181 (.146) 

Diagnostic group                 

Malignancy 27 2.9 ±1.4 418.0 2.5  ±1.1 462.5 2.6  ±1.1 505.5 3.6  ±1.3 582.0 2.0  ±1.2 459.5 

Non-malignancy 39 2.4 ±1.3 (.145) 2.3  ±1.1 (.391) 2.5  ±1.3 (.781) 3.8  ±1.3 (.455) 1.7  ±0.9 (.346) 

Duration of illness (years) -.038 (.761) -.090 (.473) .052 (.679) .029 (.818) -.002 (.990) 

Place of death                 

General ward 29 2.8 ±1.4 4.233 2.3 ±1.2 1.001 2.7  ±1.3 2.364 3.4 ±1.2 3.774 2.0 ±1.1 1.945 

ICU 19 2.1 ±1.1 (.237) 2.3 ±0.9 (.801) 2.4  ±1.1 (.500) 4.2 ±1.0 (.287) 1.6 ±0.8 (.582) 

Home or Hospice 18 2.9 ±1.4  3.0 ±1.2  2.3 ±1.3  3.7 ±1.5  1.8 ±1.0  

Note. POD=place of death, EOL=end-of-life, SD=standard deviation, KRW=Korean won, ICU=intensive care uni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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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생애말기 돌봄인식  

사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임종장소의 편안함은 진단시점 

의사소통(r=.467, p<.000), 사전돌봄계획(r=.481,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애말기 돌봄계획의 시점에 따라 임종장소에 대한 편안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12.297, p=.002),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논의 

시점이 적절했던 경우보다 너무 늦었던 경우 임종장소에 대한 편안함이 

유의하게 낮았다(p=.010). 또한, 생애말기 돌봄계획을 이해했고(W=371.5, 

p=.022), 생애말기 돌봄평가가 높으며(r=.571, p<.000), 생애말기에 받은 

집중치료의 개수가 적을수록(r=-.419, p<.000) 임종장소에 대한 편안함이 

높았다. 

사망에 대한 준비는 진단시점 의사소통(r=.440, p<.000), 

사전돌봄계획(r=.568,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애말기 

돌봄계획을 논의한 시점에 따라 사망에 대한 준비가 차이를 

보였는데(F=11.5, p=.003),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논의 시점이 너무 

빨랐던 경우보다 적절했던 경우 자녀 사망에 대한 준비가 유의하게 

높았다(p=.050). 생애말기 돌봄계획을 이해했고(W=183.0, p<.000),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이 제공된 경우(W=364.0, p=.043), 

생애말기 돌봄평가가 높을수록(r=.486, p<.000) 사망에 대한 준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임종상황의 평화로움은 사전돌봄계획 의사소통(r=.428, p<.000)과 



62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애말기 돌봄계획의 논의 시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7.551, p=.023), Bonferroni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논의 시점이 너무 빨랐던 경우에 비해 적절했던 경우 

임종상황의 평화로움이 높았다(p=.013).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이 제공된 경우(W=359.5, p=.036), 생애말기 돌봄평가가 

높을수록(r=.413, p=.001) 임종상황의 평화로움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은 생애말기에 경험한 증상의 개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265, p=.032), 그 외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진단시점 의사소통(r=.340, p=.005), 

사전돌봄계획(r=.272, p=.027)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이 제공된 경우(W=367.5, p=.038), 생애말기 

돌봄평가(r=.372, p=.002)가 높을수록, 임종장소를 계획한 경우(W=330.0, 

p=.016) 생애말기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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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rental Perceptions on Child’s End-of-life Care by End-of-life Care-related Characteristics                        (N=66) 

Variables n 
Comfortable POD Death preparedness Dying in peace Suffering during EOL Quality of EOL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Appraisal on communication at diagnosis .467 (.000) .440 (.000) .231 (.062) -.190 (.127) .340 (.005) 

Appraisal on discussing ACP .481 (.000) .568 (.000)  .428 (.000) -.149 (.233) .272 (.027) 

Planning for EOL care 

was, 

Too early 5 1.6  ±0.9 12.297 1.2  ±0.4 11.5 1.4  ±0.5 7.551 3.8  ±1.3 .146 1.2  ±0.4 2.694 

Appropriate 42 3.0  ±1.2 (.002) 2.7  ±1.0 (.003) 2.8  ±1.2 (.023) 3.7  ±1.2 (.930) 2.0  ±1.1 (.260) 

Too late 19 1.9  ±1.4  2.1  ±1.3  2.2  ±1.2  3.6  ±1.4  1.7  ±0.8  

Understood EOL care plan clearly 
Yes 32 3.0  ±1.3 371.5 3.0  ±0.9 183.0 2.8  ±1.2 420.0 3.8  ±1.2 504.0 2.0  ±1.1 495.5 

No 34 2.2  ±1.3 (.022) 1.8  ±1.0 (.000) 2.3  ±1.2 (.100) 3.6  ±1.3 (.598) 1.7  ±0.9 (.503) 

Goals of EOL care were 

accomplished 

Yes 25 3.0  ±1.5 383.0 2.7  ±1.0 364.0 3.0  ±1.3 359.5 3.5  ±1.3 584.0 2.2  ±1.2 367.5 

No 41 2.3  ±1.2 (.078) 2.2  ±1.2 (.043) 2.2  ±1.1 (.036) 3.8  ±1.3 (.328) 1.6  ±0.8 (.038) 

Appraisal on provision of EOL care .571 (.000) .468 (.000) .413 (.001) -.166 (.183) .372 (.002) 

Documentation on LST  
Yes 46 2.6  ±1.4 458.5 2.5  ±1.1 359.0 2.7  ±1.3 325.0 3.7  ±1.2 465.5 2.0  ±1.1 367.5 

No 20 2.5  ±1.3 (.989) 2.1  ±1.2 (.147) 2.0  ±1.1 (.051) 3.7  ±1.4 (.942) 1.6  ±0.8 (.163) 

Days from LST documentation to death .192 (.122) -.007 (.955) .128 (.306) -.137 (.272) .053 (.674) 

Discussed POD 
Yes 43 2.5  ±1.3 306.0 2.4  ±1.1 494.5 2.5  ±1.2 419.5 3.7  ±1.3 653.0 1.9  ±1.1 330.0 

No 23 2.9  ±1.5 (.009) 2.4  ±1.2 (.999) 2.4  ±1.3 (.298) 3.7  ±1.2 (.055) 1.8  ±1.0 (.016) 

Planned POD was achieved 
Yes 18 2.8  ±1.3 365.0 2.3  ±1.2 471.5 2.4  ±1.3 451.0 3.5  ±1.3 484.5 2.1  ±1.0 329.0 

No 48 2.5 ±1.4 (.032) 2.4 ±1.1 (.561) 2.5 ±1.2 (.782) 3.8 ±1.2 (.436) 1.8 ±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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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Comfortable POD Death preparedness Dying in peace Suffering during EOL Quality of EOL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SD t, F, r (p) 

Months from diagnosis to PPC consultation -.083 (.507) -.037 (.770) . 270 (.829) .058 (.645) .019 (.879) 

Months from PPC consultation to death .030 (.808) -.124 (.320) -.084 (.505) -.061 (.628) -.078 (.534) 

Inpatient day  -.151 (.226) .068 (.587)  -.088 (.481) .018 (.887) -.054 (.665) 

No. of intensive treatments during EOL -.419 (.000) -.142 (.254) -.215 (.084) .145 (.246) -.198 (.112) 

No. of symptoms experienced during EOL .239 (.053) .191 (.125) .006 (.963) .265 (.032) .056 (.657) 

Note. POD=place of death, EOL=end-of-life, SD=standard deviation, No.=number, ACP=advance care plan, LST=life-sustaining treatments, PPC=pediatric 

palliative car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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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애도반응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도반응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도반응은 Table 8과 

같다. 부정적 애도반응은 사별부모의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250 p=.042).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정적 애도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는

데(F=5.720, p=.020),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월소득 2백만원 미만인 경

우보다 월소득이 4백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적 애도반응이 유의하게 높

았다(p=.008).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도반응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긍정적 애도반응은 기혼인 경우보다 이혼 상태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

다(W=167.0, p=.027).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애도반응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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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arental Grief Reaction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6) 

Variables Categories n 
Negative grief reaction Positive grief reaction 

M ±SD F, x2, r (p) M ±SD F, x2, r (p) 

Parent 

Gender 
Male 11 2.9 ±0.9 -.762 3.1 ±1.0 .550 

Female 55 3.1 ±0.7 (.460) 2.9 ±0.8 (.592) 

Age (years)   -.250 (.042) .038 (.759) 

Marital status 
Married 63 3.1 ±0.7 61.0 2.9 ±0.8 167.0 

Divorced 3 2.6 ±1.0 (.308) 3.8 ±0.1 (.027) 

Employment 
Employed 36 3.2 ±0.7 6.963 2.9 ±0.7 .380 

Unemployed 30 3.0 ±0.8 -(.073) 3.0 ±0.9 (.705) 

Monthly income 

(1,000 KRW) 

< 2,000 7 2.3 ±0.9 5.720 3.0 ±1.0 .496 

2,000-4,000 16 3.0 ±0.5 (.020) 3.1 ±0.8 (.686) 

4,000-6,000 25 3.3 ±0.8  2.9 ±0.8  

≥ 6,000 18 3.2 ±0.7  2.7 ±0.7  

Level of 

education 

≤ High school degree 10 3.1 ±0.9 .007 2.8 ±0.5 1.845 

Bachelor’s degree  51 3.1 ±0.7 (.993) 3.0 ±0.8 (.397) 

≥ Graduate School 5 3.1 ±0.9  2.6 ±0.6  

Religion 
Yes 48 3.1 ±0.7 .798 2.9 ±0.8 -.204 

No 18 3.2 ±0.7 (.431) 2.9 ±0.7 (.840) 

Years since loss   .128 (.306) .010 (.936) 

Another healthy 

child(ren) 

Yes 49 3.2 ±0.7 -1.201 2.9 ±0.8 -.140 

No 17 2.9 ±0.8 (.241) 2.9 ±0.9 (.890) 

Deceased child 

Gender 
Male 42 3.2 ±0.8 605.0 2.8 ±0.8 1.012 

Female 24 2.9 ±0.6 (.180) 3.0 ±0.8 (.316) 

Age at death (years)  -.113 (.365) .042 (.736) 

Diagnostic group 
Malignancy 27 3.1 ±0.8 -.075 2.9 ±0.8 .094 

Non-malignancy 37 3.1 ±0.7 (.941) 2.9 ±0.8 (.926) 

Duration of illness (years)  -.093 (.459) .055 (.658) 

Place of death 

Hospital (general ward) 29 3.0 ±0.7 .835 3.0 ±0.7 .628 

Hospital (ICU) 19 3.3 ±0.7 (.439) 3.0 ±0.7 (.537) 

Home or Hospice 18 3.1 ±0.8  2.7 ±0.9  

Note. SD=standard deviation, KRW=Korean won, ICU=intensive care uni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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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말기 돌봄특성에 따른 애도반응 

부정적 애도반응은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이 제공된 경우

(W=741.5, p=.002) 유의하게 낮았으며, 그 외 특성에 따른 부정적 애도반

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9).  

Table 9. Parental Grief Reactions by Child’s End-of-life Care-related 

Characteristics                                                  (N=66) 

Variables n 
Negative grief reaction Positive grief reaction 

M ±SD F, x2, r (p) M ±SD F, x2, r (p) 

Appraisal on communication at diagnosis -.057 (.651) -.133 (.286) 

Appraisal on discussing ACP  -.207 (.095) .000 (.996) 

Planning for EOL care 

was, 

Too early 5 3.3 ±1.2 1.076 2.9 ±0.5 .004 

Appropriate 42 3.0 ±0.7 (.347) 2.9 ±0.8 (.996) 

Too late 19 3.3 ±0.8  2.9 ±0.9  

Days from LST documentation to death  -.163 (.192) -.138 (.268) 

Discussed POD 
Yes 43 3.2 ±0.8 -1.703 2.9 ±0.8 1.393 

No 23 2.9 ±0.6 (.094) 2.9 ±0.7 (.170) 

Planned POD was 

achieved 

Yes 18 3.3 ±0.8 -1.362 2.8 ±0.5 .743 

No 48 3.0 ±0.7 (.184) 2.9 ±0.9 (.461) 

Documentation on LST 
Yes 46 3.1 ±0.6 .591 3.0 ±0.7 -1.608 

No 20 3.2 ±0.9 (.560) 2.7 ±0.9 (.118) 

Appraisals on provision of EOL care  -.131 (.294) -.083 (.508) 

Understood EOL care 

plan clearly 

Yes 32 3.0 ±0.8 1.370 3.0 ±0.9 -1.325 

No 34 3.2 ±0.7 (.176) 2.8 ±0.7 (.190) 

Goals of EOL care were 

accomplished 

Yes 25 2.8 ±0.6 741.5 3.1 ±0.7 -1.363 

No 41 3.3 ±0.7 (.002) 2.8 ±0.8 (.179) 

Months from diagnosis to PPC consultation -.050 (.688) .052 (.677) 

Months from PPC consultation to death -.052 (.679) .003 (.981) 

Inpatient days .075 (.552) .090 (.470) 

No. of intensive cares during EOL .150 (.229) .001 (.992) 

No. of symptoms experienced during EOL .019 (.878) -.116 (.352) 

Note. SD=standard deviation, ACP=advance care plan, EOL=end-of-life, LST=life-

sustaining treatments, POD=place of death, PPC=pediatric palliative car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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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 애도반응간의 상관

관계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0과 

같다. 임종장소의 편안함은 사망에 대한 준비(r=.525, p<.000), 임종상황의 

평화로움(r=.518, p<.000),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r=.430,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망에 대한 준비는 임종상황의 

평화로움(r=.368, p=.002)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종상황의 

평화로움은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0, 

p=.004),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87, 

p<.000)를 보였다.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과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53, p<.000)를 나타냈다.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2, p=.00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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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Perceptions on Child’s End-of-life Care and Grief Reactions                        (N=66) 

Variables 

Parental perception on EOL care  Grief reaction 

Comfortable POD 
Death 

preparedness 
Dying in peace 

Suffering during 

EOL 
Quality of EOL  

Negative grief 

reaction 

Positive grief 

reaction 

 r(p) 

Comfortable POD        

Death preparedness .525 (.000)       

Dying in peace .518 (.000) .368 (.002)      

Suffering during EOL -.096 (.445) .027 (.828) -.350 (.004)     

Quality of EOL .430 (.000) .222 (.073) .587 (.000) -.453 (.000)    

Negative grief reaction .033 (.791) -.218 (.078) -.102 (.414) -.047 (.705) .014 (.908)   

Positive grief reaction -.159 (.203) .183 (.141) .047 (.709) .171 (.169) -.079 (.527) -.402 (.001)  

Note. POD=place of death, EOL=end-of-lif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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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애도반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을 결과변수로 하는 두 개의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에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서 제시한 변수를 추가하여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회귀모델별 잔차와 

변수의 개수로 정확한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인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의 최소값을 참고하였다(Derryberry, Aho, Edwards, & Peterson, 

2018).  

부정적 애도반응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사별부모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월소득, 다른 자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특성인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른 돌봄 제공이 부정적 애도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BIC의 최소값은 6이었으며 생애말기 증상인 통증, 

호흡곤란을 추가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애도반응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사별부모의 일반적 특성인 결혼 상태만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최소 BIC 값이 3인 점을 고려하여 

사별부모의 연령,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른 돌봄 제공, 진단시점 

의사소통,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을 추가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인 선형성,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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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Q-Q plot과 Shapiro-wilk 검정 결과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름을 확인하였다(부정적 애도반응 예측모델 p=.679, 긍정적 

애도반응 예측모델 p=.918). Durbin-Watson test의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부정적 애도반응 예측모델이 1.764, 긍정적 애도반응 

예측모델이 1.876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잔차와 예측값의 산점도가 특정한 선형성을 띄지 않아 등분산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통계량인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이하인 1.034~1.924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사별부모의 연령과 가계의 소득수준, 다른 자녀 여부, 

생애말기 호흡곤란의 정도를 보정하였을 때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른 

돌봄 제공(β= -.443, p=.010), 생애말기 통증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β= -.109, 

p=.035)가 부정적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26.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907, p<.000). 

사별부모의 긍정적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사별부모의 연령과 진단초기 의사소통을 보정하였을 때 

사별부모의 결혼 상태(β= -1.032, p=.025),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른 돌봄 

제공(β= .480, p=.025),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β=.154, p=.048)이 긍정적 

애도반응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11.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333, p=.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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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affecting Parental Negative Grief Reaction          (N=66) 

Variables 
Univariable Multivariable 

β 95% CI p β 95% CI p 

(constant)     4.182 3.101 5.263 .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ent’s gender (female) .211 -.278 .699 .392     

Parent’s age -.033 -.059 -.006 .017 -.025 -.051 .002 .067 

Child’s age at death -.023 -.053 .006 .115     

Marital status (married) .552 -.315 1.420 .208     

Income level (<2 million KRW) -.841 -1.397 -.285 .004 -.537 -1.097 .022 .059 

Time since death of child .005 -.006 .016 .364     

Another healthy child(ren) .266 -.147 .679 .230 .279 -.091 .650 .136 

Place of death (ICU) .254 -.145 .653 .209     

EOL care-related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at diagnosis -.026 -.232 .179 .798     

EOL care plan (achieved) -.553 -.904 -.202 .002 -.443 -.776 -.110 .010 

Pain -.047 -.135 .040 .285 -.109 -.210 -.008 .035 

Dyspnea .017 -.069 .104 .692 .091 -.011 .194 .079 

Parental perception on child’s EOL care 

Overall suffering at EOL -.017 -.162 .129 .820         

Adjusted R²=.265, F=4.907, p<.000 

Note. CI=Confidence interval, KRW=Korean won, EOL=end-of-lif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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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ctors affecting Parental Positive Grief Reaction          (N=66) 

Variables 
Univariable Multivariable 

β 95% CI p β 95% CI p 

(constant)     4.434 2.605 6.263 .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ent’s gender (female)  -.175 -.702 .351 .508     

Parent’s age -.009 -.039 .020 .530 -.013 -.042 .016 .362 

Child’s age at death .008 -.024 .040 .611     

Marital status (married) -.898 -1.816 .020 .055 -1.032 -1.930 -.135 .025 

Income level (<2 million KRW) .112 -.527 .750 .728     

Time since death of child .001 -.010 .013 .824     

Another(other) healthy child(ren) .035 -.415 .485 .877     

Place of death (ICU) .135 -.299 .568 .537     

EOL care-related characteristics          

EOL care plan (achieved) .268 -.133 .668 .187 .480 .062 .898 .025 

Communication at diagnosis -.090 -.310 .130 .416 -.168 -.393 .057 .140 

Pain .012 -.083 .107 .795     

Dyspnea -.003 -.096 .090 .947     

Parental perception on child’s EOL care 

Overall suffering at EOL .129 -.024 .283 .098 -.154 -.002 -.307 .048 

Adjusted R²=.117, F=2.433, p=.036 

Note. CI=Confidence interval, KRW=Korean won, EOL=end-of-lif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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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유응답형 문항의 분석 결과  

 

1) 내용분석 결과  

자유응답형 3개 문항에 대해 수집된 응답은 총 163개였으며, 이 중 

유의미한 진술코드 292개를 추출하였다.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임종돌봄, 사별지원의 3개 영역에 대한 10개 주제와 10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3).  

 

Table 13. Categories, Themes, and Subthemes Emerged from Content Analysis 

Category Theme Subtheme 

의사소통 정보전달범위 솔직하고 자세한 설명 

  나쁜 예후 설명 부족 

 의료진의 태도 의료진의 존중하는 태도 

  의료진의 무관심한 태도 

 의사결정 책임  

임종 돌봄 임종 준비 지원 갑작스러운 임종 

  임종 준비 사전에 안내 

 가족의 시간 허용 면회 제한, 다인실 임종 

  독립적 공간에서 가족의 시간 

 가정 임종돌봄 가정의료 미비로 퇴원 불가 

  집에서 가족의 시간 

사별 지원 심리적 어려움  

 형제자매 지지 필요  

 나만의 애도 방식  

 사별부모 연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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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DA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며 명확하게 구분되는 8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각 주제별 다빈도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를 

확인하고(Figure 4), 할당확률이 높은 상위 5개 키워드를 Table 14에 

제시하였다. 각 주제와 상위 10개 키워드 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별 주제 및 키워드의 관계를 파악하였다(Figure 5).  

 
Figure 4. Words Clouds by Topic Generated from LDA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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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op 5 Keywords by Topic Generated from LDA Topic Modeling  

Rank 

Keyword Prob Keyword Prob Keyword Prob Keyword Prob 

체계적 돌봄 
병원에서의  

임종 돌봄 

집에서 보낸 

추억 

사별 후  

일상 회복의 

노력 

1 의사 .158 순간 .223 가정 .123 마음 .108 

2 마지막 .094 병원 .084 마지막 .071 사별 .062 

3 지원 .070 치료 .041 여행 .052 노력 .055 

4 상담 .057 사전 .039 친척 .049 사람 .053 

5 시설 .038 감사 .031 방문 .040 의사 .035 

Rank 

Keyword Prob Keyword Prob Keyword Prob Keyword Prob 

가족이 임종을 

지킴 

사전에 임종 

안내 

애도에 힘이 

되는 기억 

면담 및 사망 

준비 

1 부모 .177 시기 .108 가족 .088 설명 .067 

2 항상 .085 상태 .031 간호사 .084 준비 .055 

3 시간 .069 순간 .029 
소아완화

의료 
.079 마음 .045 

4 설명 .053 사전 .026 기억 .060 마지막 .036 

5 이별 .038 간호사 .026 형제자매 .041 통증 .033 

Note. Prob=probability 

 

Figure 5. Topic and Keyword Network from LDA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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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결과 비교 

연구자가 코딩하여 내용분석으로 도출한 10개의 주제와 LDA 

토픽모델링으로 도출된 8개 주제를 비교하였다(Table 15). 토픽모델링 

분석은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립적인 주제가 도출된 

반면, 내용분석의 결과는 대상자의 실제 경험이 드러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주제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15. Categories, Themes and Topics from Content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Category 
Content Analysis Topic modeling 

Theme Topic 

의사소통 정보전달범위 

면담 및 사망 준비  의료진의 태도 

 의사결정 책임감 

임종 돌봄 임종 준비 지원 사전에 임종 안내 

 가족의 시간 허용 병원에서의 임종 돌봄 

 가정 임종 돌봄 집에서 보낸 추억 

  가족이 임종을 지킴 

사별 지원 심리적 어려움 
체계적 지원 

 형제자매 지지 필요 

 나만의 애도방식 애도에 힘이 되는 기억 

 사별부모 연대 기대  

  사별 후 일상 회복의 노력 

 

영역 1. 의사소통  

내용분석 결과 의사소통 영역의 주제는 ‘정보전달범위’, ‘의료진의 

태도’, ‘의사결정 책임감’이었으며 LDA 토픽모델링 결과 ‘면담 및 

사망준비’가 의사소통 영역에 부합하는 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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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전달범위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인 소아청소년 환자의 부모는 의료진이 명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주기를 원했다. 무엇보다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기를 바랬다. 참여자 중 일부는 

치료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고마웠고 

현재 생활에 위안이 된다고 답한 반면, 일부 참여자는 의료진이 

마지막까지 나쁜 예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서 자녀의 사망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답했다.  

“보호자는 기적을 믿고 바라는 상상을 매일매일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니까 아이와 하루라도 더 의미있게 살 수 있도록 뼈 

아픈 말이라도 솔직하게 해주세요”(참여자 14)  

“매 면회 시 검사결과를 설명해주시고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그대로 행하였고 이해하기 쉬웠고 감사했어요.”(참여자 52) 

 

2) 의료진의 태도 

사별부모는 치료 과정에서 만났던 의료진이 가족을 존중해줬던 

경험에 위로를 받기도 했고, 반면에 무관심한 태도의 의료진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자녀의 예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시 의료진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에 

위안을 받았으며, 사별 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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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중에 

누구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과 눈빛이 

많은 것에 안정을 줬어요. 어떤 날은 그 한마디에 힘을 낸 적도 진짜 

있거든요. 수많은 환자들을 쉼없이 돌봐야는 분들께 아직도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53) 

“불치병 진단 이후 의료진의 냉정한 판단은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음.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여자 22) 

 

3) 의사결정 책임감과 면담 및 사망준비 

사별부모는 의료진이 지지적인 태도로 자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결국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도록 돕고 자녀가 

생애말기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자녀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자녀의 치료를 결정해야하는 

점이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졌으며, 스스로 결정했다는 부담에 

아직까지도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나의 마음의 준비와 아이의 고통의 비중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면, 

내 욕심대로 아이를 붙잡지 않을 것 같고, 좀더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음. 지금도 아이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한 게 참 마음 아픔.” 

(참여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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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 임종 돌봄  

내용분석으로 도출된 임종 돌봄 영역의 주제는 ‘임종 준비 지원’, 

‘가족의 시간 허용’, ‘가정 임종 돌봄’이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LDA 

토픽모델링 결과는 ‘사전에 임종 안내’, ‘병원에서의 임종 돌봄’, ‘집에서 

보낸 추억’이었다. 내용분석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술문으로 

코드화되었지만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가족이 임종을 

지킴’이 LDA 토픽모델링 결과 주제로 도출되었다.  

 

1) 임종 준비 지원  

사별부모는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여러 차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죽음이 

다가옴을 인지하도록 도와서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저는 의료진의 고비라는 말을 들어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자 27) 

 

2) 가족의 시간 허용  

또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임종이 가까워지는 경우 1인실 등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면회 제한 없이 가족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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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얼굴을 보던 아이가 중환자실이 없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같은 병실에서 마직막 임종을 하는 모습을 어린 환자들이 다 보면서 

느꼈을 공포감. 그리고 복도에 울려 퍼지는 가족들의 오열이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참여자 20) 

“중환자실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생애 말이라는 

것이 예측된다면 의료진의 번거로움과 다양한 의료적 제약을 감수하고서 

라도 면회시간을 배려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족과 이별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의 자녀와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여자 11) 

 

3) 가정 임종 돌봄 

임종장소에 대한 선택권 없이 장기간 입원해야 했던 사별부모는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거나 가정에 방문해서 임종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원한다면 가정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종기를 가정에서 돌본 

경우 가족이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추억이 사별 후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답했다.  

“저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방 대학 병원과 의료 연계가 조금 

더 체계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 36) 

“집에 있으면서 상주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집에 있었을 걸,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이라도 집에 데려갔다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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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애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집에. 바뀌면 집에서 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가정에서 임종하는 경우 가족이 임종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사전에 연락을 

줌으로써 가족들이 꼭 임종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경기로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지만, 마지막 호흡기를 뗄 

때 지방에 사는 가족들이 올라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수 있었던 

일” (참여자 26) 

“저는 마지막을 함께 못해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참여자 40) 

 

영역 3. 사별 지원 

내용분석 결과 사별 지원 영역의 ‘심리적 어려움’, ‘형제자매 지지 

필요’ 주제에 대응하는 LDA 토픽모델링 결과는 ‘체계적 지원’이었다. 

내용분석 결과인 ‘나만의 애도방식’에 부합하는 LDA 토픽모델링 결과는 

‘애도에 힘이 되는 기억’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별 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다른 사별부모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 

기회가 된다면 사별부모와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등의 응답은 

내용분석 결과 ‘사별부모 연대 기대’, LDA 토픽모델링 결과 ‘사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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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의 노력’의 주제로 드러났다.   

  

1) 심리적 어려움 

사별부모는 사별 후 불안, 우울, 수면장애, 트라우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망한 아이는 잊으라는 등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에, 사별 및 애도반응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심리적 지원까지 체계적인 사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과 사랑은 가슴속에 쌓여 한 번씩 큰 비가 되어 

눈물이 되어 흐르곤 합니다.” (참여자 66) 

“아이를 보내는 과정도, 보내고 나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둠이 끝나지 않을거같았습니다. 지나가다 OO이 같은 아이가 보이면 

우리애가 살아있다면 저 나이겠다 그립고 아려오는 마음을 주변에서는 

잊으라고 엄마니까 강해야지라는 말만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낸 

엄마는 가슴을 수없이 쥐어뜯고 자책하며 보냅니다.” (참여자 12) 

“중증 희귀질환에 대한 사별가족 심리치료 지원이 과정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우연히 의료진의 도움으로 3개월정도 지원을 

받았지만 더 필요하여 문의하니 더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당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참여자 3) 

 

2) 형제자매 지지 필요 

사별부모는 형제자매의 사망을 경험한 남겨진 자녀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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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고 지지해야할지 걱정이며, 자녀가 형제자매의 사망에 적응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누나의 존재를 모르는 둘째아이에게 한 번씩 저희의 슬픔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참여자 27) 

“사별 후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싶어 편하게 이야기하며 

지내왔는데 그것이 남아있는 형에게 계속 상처로 남아있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참여자 29) 

 

3) 나만의 애도방식 

사별부모는 사망한 자녀와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고 답하였다. 떠나보낸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애도를 겪어낼 것이라는 부모의 다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듣지 말고 엄마가 하고싶은 대로 슬퍼하고 

울고 기억하다 보면 스스로 정리하는 날이 오는 거 같아요...” (참여자 11) 

 

4) 사별부모 연대 기대와 사별 후 일상 회복의 노력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른 사별부모들도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응원하였다. 가능하다면 사별부모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두들 아픔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웃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참여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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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참여자 40) 

“사별부모들과의 소통의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나같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 놀랐다. 하지만, 막상 대면하기는 주저되기는 

한다. 직접은 아니더라도...간접적으로 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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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중증질환으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사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애도반응의 영향요인을 조사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 부모의 생애말기와 애도과정의 요구를 

확인함으로써,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애말기 돌봄의 질을 높이고 

사별부모의 애도를 지지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 

본 연구에서 사별부모가 사망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16.7%, 생애말기 자녀의 삶의 질이 높았다고 답한 비율은 

27.3%에 불과하며, 생애말기 자녀의 고통이 높았다고 답한 비율은 

59.1%으로 높았다. DeCourcey 등(2019)의 연구에서 사별부모의 65%가 

자녀의 사망에 대해 많이 준비되었으며, 53%가 생애말기 삶의 질이 

우수했고, 33%가 생애말기에 상당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자녀의 사망에 대한 부모의 준비가 부족하고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낮으며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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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사망에 대한 준비 

사별부모는 자녀 사망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여기는 동시에, 임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증상이나 

가족의 감정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듣고 사망에 

준비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Bogetz, Revette, Rosenberg, & DeCourcey, 2020). 

본 연구에서 사별부모의 사전돌봄계획 의사소통에 관한 평가가 높을수록 

자녀 사망에 대한 준비가 높았는데, 이는 DeCourcey 등(20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 중 사전돌봄계획을 논의한 

비율은 87.9%으로 높았던 반면 사전돌봄계획 논의 시 의료진이 가족의 

요구와 강점, 가치, 희망, 우려, 목표를 고려했는지에 대한 사전돌봄계획 

점수는 평균 3.07±1.45이며 각 하위항목을 ‘많이/아주 많이’ 고려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0% 미만에 불과했다. 사별부모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사전돌봄계획 논의 시 의료진이 가족의 강점과 희망을 고려했다고 답한 

비율 60% 이상이며, 가족의 우려와 치료 목표를 고려했다고 답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결과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DeCourcey et al., 2019). 또한, 본 연구의 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도 자녀의 의학적 상태와 치료 선택, 임종돌봄, 특히 나쁜 

예후에 관한 부모와 의료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준비하고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하지 않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아완화의료 비이용군에 비해 소아완화의료 이용군에서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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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는(Kassam, Skiadaresis, Alexander, & Wolfe, 2015), 중증질환의 

소아청소년과 가족에게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죽음과 임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부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소아청소년의 인지적 발달단계, 질병특성과 질병경과, 

소아청소년과 부모의 이해정도, 의사소통 후 심리정서적 부담 등 

소아청소년 환자와 부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이 

제언되었다(Kassam et al., 2015; Noyes et al., 2013). 따라서 생애말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되,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생애말기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사별부모는 진단시점과 사전돌봄계획의 의사소통,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경우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였다. 흥미롭게도 사별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은 사별부모가 사전에 의료진과 사망장소를 논의하였는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결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임종을 

맞이하였는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아청소년 암환자의 생애말기 삶의 질과 소아완화의료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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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로서 실제 사망장소보다 사망장소 논의여부가 더욱 적절한 

지표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Dussel et al., 2009; DeCourcey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치료관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며(Vos et al., 2015), 

생애말기 돌봄에 자녀와 가족의 가치 및 신념을 반영함으로써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바람(Baughcum et al., 2017)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경우 중증질환 

소아청소년의 생애말기 삶의 질이 높고 가정임종의 확률도 높았다 

(Friedrichsdorf et al., 2015). 특히 가정의료 이용이 사망장소 논의를 

촉진하며, 사망장소를 논의한 경우 생애말기 입원 횟수가 적고 

가정임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Dussel et al., 2009).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 및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장소와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가족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임종돌봄 장소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별부모는 강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사망장소나 

생애말기 입원 횟수에 따른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내에서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가정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Håkanson 등(2017)은 한국, 미국,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의 사망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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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는데, 한국의 병원사망은 91.9%로 연구에 참여한 11개국 중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가정의료서비스 중 소아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서비스에는 

가정간호와 가정형 호스피스가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간호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재원기간 단축을 목표로 간호처치 및 투약, 검사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가정형 호스피스는 

치료를 중단한 말기 암환자가 이용이 가능하므로(Moon et al., 2019),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다측면적인 완화의료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용이 저조하다. 가정간호와 가정형 호스피스 

종사자는 중증질환 소아청소년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소아청소년 돌봄의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Moon et al., 2019). 이러한 가정임종 요구와 소아청소년 

가정의료에 관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게 양질의 

가정임종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종사자를 위한 소아청소년 돌봄에 관한 교육과정이나 중증질환의 

소아청소년환자를 돌보는 어린이병원의 종사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교육과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말기가 

아닌 암환자나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기준을 확대하거나, 소아형완화의료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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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제공모델을 확대하여 가정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로써 중증질환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생애말기 돌봄의 장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 

본 연구의 결과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은 생애말기에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보고에 

따르면 사망한 자녀의 89.4%가 한 가지 이상의 증상으로 생애말기에 

고통스러워했으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증상은 통증, 호흡곤란, 설사 

또는 변비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호주, 일본에서 암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이 생애말기에 나타낸다고 보고한 유병증상의 종류와 

유사하다 (Hongo et al., 2003; Heath et al., 2010; Wolfe et al., 2015).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를 이용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우수하게 조절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호흡곤란 45.5%, 통증 39.4%로, 

소아완화의료가 도입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증상관리를 받지 못했던 

소아청소년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Heath 등(2010)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암뿐만 아니라 증상관리가 어려운 비암성 질환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포함하여 증상조절의 정도가 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Greenfield 등(2020)은 암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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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증상에 대한 부모와 의료진의 인식이 상이하여 의료진이 

증상을 조절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부모는 

의료진이 변비와 같은 특정 증상은 조절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자녀의 증상에 대한 부모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료진 

태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부족을 생애말기 증상조절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Wolfe et al., 2000; Malcolm, Forbat, Anderson, Gibson, 

& Hain, 2011), 의료진은 소아청소년 증상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의 

부족, 소아완화의료팀 등의 전문가 자문체계의 부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제시하였다(Houlahan, Branowicki, Mack, Dinning, & McCabe, 

2006; McCabe, Hunt, & Serwint, 2008; Bergstraesser et al., 2013). 그러므로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애말기 증상을 조절하고 고통을 

완화하는데 있어 장애 또는 촉진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진과 가족을 대상으로 증상 조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 사별부모의 애도반응 

1) 사별부모의 애도반응과 사별 지원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은 평균평점 

3.10±0.74점, 긍정적 애도반응은 평균평점 2.91±0.79점이었다. 국문 

도구로 타당화하는 과정에 문항수와 하위범주의 수가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Riley 등(2007)의 연구에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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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돌연사 증후군 등으로 자녀와 사별한 어머니의 부정적 

애도반응은 평균 126.50±37.9점(문항수로 나눈 평균평점 2.58±0.77점), 

긍정적 애도반응은 평균 38.93±10.02점(문항수로 나눈 평균평점 

3.24±0.84점)이었고, Youngblut, Brooten, Glaze, Promise와 Yoo (2017)의 

연구에서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환자 

어머니의 부정적 애도반응은 평균 89.8점(문항수로 나눈 평균평점 

1.83점), 긍정적 애도반응은 평균 40.8점(문항수로 나눈 평균평점 

3.40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와 사별한 후 강한 

정도의 절망과 비체계화, 분리를 경험하며 약한 정도의 개인적 성장과 

낙관적 전망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Riley 

등(2007)의 연구에서는 사별부모 자조그룹이나 사별지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여 연구참여자가 사별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체계적인 사별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는 주로 서양권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동양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T Li, Wang, Zhou, Ren, & Gao, 2018). 애도반응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반응으로 사별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하거나 허용하는 애도반응의 범위에 따라 애도반응을 

다르게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다. 국내의 배우자를 사별한 성인의 

복합성 애도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도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와 가족중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애도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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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Kim & Kown, 2018).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애도반응이 질병수준으로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복합성 

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서양권에서 수행되어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향후 사별부모의 정상적 

애도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국내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횡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및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사별부모는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주변인의 자녀사별과 애도반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남겨진 자녀도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혀 부정적 애도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애도반응은 본 연구에 참여한 사별부모가 다른 사별부모를 응원하며 

자신의 경험 공유를 통해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가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별부모는 사별 후 남겨진 가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지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미국 소아과학회(Section on 

Hospice Palliative Medicine Committee on Hospital Care, 2013), 미국 

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Nation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ganization, 2018) 

등 소아완화의료 관련 주요 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별 지원이 소아완화의료의 필수적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별 

지원은 체계적 지침에 따라 위험 요인 사정과 위험군 선별, 정기적 연락 

및 상담, 사별 후 애도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외에도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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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반영한 개별적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Wiener, Rosenberg, Lichtenthal, Tager, & Weaver, 2018; Kochen et al.,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아완화의료의 사별 지원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개별 기관의 

역량과 재량에 의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별부모의 

구체적인 사별 지원 요구를 확인하여 사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제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별부모는 사망한 자녀를 기억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애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별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유대감을 유지하며 이러한 지속적 유대감이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Scholtes & Browne, 2015). Scholtes와 Browne 

(2015)는 지속적 유대감이 표현되는 방식을 내재화(사망한 자녀의 기억, 

꿈, 유품을 통해 위안을 느끼고 사망한 자녀의 존재를 느낌 등), 

외현화(추모하는 장소에 방문, 사망한 자녀의 유품을 간직하되 사망 

전과 같이 관리함 등), 전이(사망한 자녀의 바람을 대신 이루고자 하거나 

습관, 가치를 대신 이어감 등)로 구분하고 내재화된 표현과 긍정적 

애도반응, 외현화된 표현과 부정적 애도반응의 유의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만난 의료진으로부터 관계적 지지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별부모는 자녀 상실 외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의료진과의 관계 상실로 인해 상실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Lichtenthal et al., 2015), 기존에 신뢰 관계를 형성했고 사별부모와 



96 

사망한 자녀를 잘 알고 기억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지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별부모의 

애도반응 및 지속적 유대감의 표현방법에 관한 사정 및 지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치료를 받았던 어린이병원 중심의 사별지원 프로그램의 

제공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사별부모의 애도반응 영향요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이 제공하는 것이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을 완화하고 긍정적 애도반응을 촉진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성인 환자와 달리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치료 관련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부모가 하게된다.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부모는 더욱 무거운 결정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며 자녀의 사망 후 사별부모의 약 15%는 상당한 수준의 후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Mack et al., 2016),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이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은 자녀의 치료 과정에서 부모와 신뢰 관계를 맺은 

의료진이 진실되고 온전한 정보를 부모가 바라는 속도와 범위에 맞게 

제공하며,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Caeymaex et al., 2013; Brooks, Manias, & Nicholson, 2017). 부모가 

가족의 가치를 반영하여 의료진과 함께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계획을 

세우고,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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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에 부모가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엄마’ 또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Malcolm & Knighting, 2021),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애도반응과 

긍정적 애도반응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관한 변인 중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른 돌봄제공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단시점 의사소통이나 사전돌봄계획이 애도반응의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Snaman et al., 2019)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주요한 

주제로 도출되었으나, 진단시점이나 치료과정보다는 생애말기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차이는 사별부모가 자녀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었는지에 인식하는 데 생애말기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Marsac, 

Kindler, Weiss, & Ragsdale, 2018; Sedig et al., 2020).  

본 연구 결과, 사별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생애말기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적을수록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말기 자녀가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강할수록 부정적 애도반응을 

강하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Geest et al., 2014; Snaman et al., 2019)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사별부모와 사망한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도반응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녀의 나이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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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애도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Rosenberg, Baker, Syrjala, & Wolfe, 2012; Cacciatore et al., 2016). 

이와 같이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사별부모는 부정적 

애도반응이 전반적으로 높고 긍정적 애도반응은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별부모에게 체계적인 사별지원을 

제공하며, 사별부모의 애도반응 정도와 애도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 간의 

관련성을 자세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별부모가 기혼인 경우 긍정적 애도반응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사별을 함께 경험한 

부부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며 상호적인 성장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Canevello, Michels, & Hilaire, 2016)의 결과와 상반된다. 

본 연구참여자 중 이혼 상태인 사별부모는 0.5%로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상태가 애도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애도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3. 사별부모의 미충족 요구 

본 연구의 참여자는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애말기 의사소통, 임종 돌봄, 사별 지지 등 다양한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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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나타냈다.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사별부모가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 가정의료 서비스의 확대, 지속적 사별지원 등 다양한 미충족 

요구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Inglin, Hornung, & 

Bergstraesser, 2011). 따라서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는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대상에게도 다양한 

측면의 미충족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충족 요구를 주의 

깊게 사정해야 한다. 나아가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미충족 요구를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Collins, Burchell, Remedios와 Thomas (2020)는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치료 중인 중증질환 소아청소년환자의 부모 중 47%가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 증상과 높은 돌봄 부담, 

낮은 삶의 질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지원과 가족 휴식 

지원(respite care)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소아완화의료의 주요 

서비스인 가족 휴식 지원은 복합적인 건강문제, 특히 의료기기에 

의존하며 가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거나 단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함으로써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Smith, Graham, & Herbert, 2017).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치료 중인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의 부모가 아닌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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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아완화의료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소아형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도입된 이후,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했던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조사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측정하고, 

애도반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가족중심의 소아완화의료 및 생애말기간호, 

사별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단일 기관에서 편의 추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모든 

사별부모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기관은 중증질환 소아청소년을 위한 고도의 치료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이며 소아형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했던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의 사별부모의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의추출로 인한 선택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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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접근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응답률은 69.5%이며 연구 참여를 거절한 대상자에게 

거절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어떤 특성이 연구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지 응답 편중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일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거절의 이유를 밝혔는데, 사별한 자녀의 치료 

과정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거나 분노, 스트레스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일부는 사별부모에게 사별 경험을 묻는 연구 

질문이 지나치게 침습적이기 때문에 연구의 주제로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별부모는 설문에 응답하기 위해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과 사망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를 통해 

떠나보낸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기회로 인식하기도 한다(Hynson, Aroni, Bauld, & Sawyer, 2006; 

Weaver et al., 2019). 또한 사별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유사한 경험을 하는 다른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의 부모나 사별부모를 지지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삶과 죽음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가 

유익하다고 보고했다(Butler, Hall, & Copnell, 2018).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일부도 자녀의 생애말기를 떠올리는 것은 힘들었지만 향후 

생애말기 돌봄의 질 증진과 사별 지원 제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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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별부모의 자녀 사별 후 기간은 6개월에서 

5년으로 생애말기 돌봄 당시를 떠올려 설문에 응답한다는 점에서 회상 

편중의 가능성이 있다. 회상 편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시 회귀모델을 사별 후 기간으로 보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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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질환으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후 사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부모가 인식한 생애말기 돌봄을 서술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별부모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증상조절, 

임종돌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가족중심 

생애말기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별부모의 애도반응을 타당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부정적 애도반응, 낮은 긍정적 

애도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중증질환으로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별간호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체계화된 사별간호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동시적 내재적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와 의무기록 

분석의 양적연구접근만으로는 탐색하기 어려운 대상자 중심의 실제적인 

생애말기 돌봄 및 사별지원에 대한 주제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용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어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 방법을 함께 수행한 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별부모의 인식과 경험을 보다 깊이있게 

탐색하고 풍성하게 설명하는 혼합연구의 장점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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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질병 치료 경험과 

임종 이후 애도 경험에 대한 지식체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간호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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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증질환으로 소아완화의료를 이용한 후 사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사별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과 애도반응을 파악하고 애도반응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동시적 내재적 혼합연구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완화의료팀의 사별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방법을 통해 총 66명이 모집되어 설문조사와 의무기록 분석을 

수행하였고, 설문지의 자유응답형 문항의 응답을 내용분석 방법과 LDA 

토픽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사별부모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별부모의 자녀 사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이 낮으며,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이 높다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 

사망에 대한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애말기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개선이 필요하며, 자녀의 생애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임종이 가능하도록 가정의료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생애말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말기 증상조절을 강조했다. 

사별부모는 강한 수준의 부정적 애도반응과 약한 수준의 긍정적 

애도반응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생애말기 돌봄이 

생애말기 돌봄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사별부모의 부정적 애도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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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긍정적 애도반응을 강화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별부모가 인식하는 생애말기 

돌봄과 애도반응을 조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중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을 위한 소아완화의료, 

생애말기간호와 사별부모를 위한 사별간호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소아완화의료와 

생애말기돌봄, 사별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별부모가 적응적으로 

애도반응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기관과 지역의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사별부모를 대상으로 생애말기 돌봄인식과 

애도반응을 비교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사별부모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애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게 질 높은 소아완화의료와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생애말기 의사소통 지원, 증상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생애말기 간호중재와 사별부모와 가족의 애도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별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게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임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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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도록 주 치료를 담당하는 어린이병원과 지역의 의료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자문형 서비스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아형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가정형 서비스로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소아완화의료의 기능 강화와 접근성 증대를 위해서는 소아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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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애말기 돌봄특성과 돌봄인식 설문지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부록 2. 한국판 Hogan 애도반응 척도 설문지 

다음은 귀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생각

과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지난 2주 동안 귀

하의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를 골라 동그라미 하십시오. 

모든 문항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진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

다. 
1 2 3 4 5 

2 나는 내 슬픔을 거의 통제할 수 없다.  1 2 3 4 5 

3 나는 자주 마음이 쓰라림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충격 상태에 있는 것 같다. 1 2 3 4 5 

5 
때때로 내 심장은 아무 이유 없이 

평상시보다 빨리 뛴다. 
1 2 3 4 5 

6 나는 원통하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었어야 했다

고 믿는다. 
1 2 3 4 5 

8 
나는 삶에 대해 이전보다 더 나은 전망

을 갖는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10 나는 자신감을 잃었다. 1 2 3 4 5 

11 나는 과거 일들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나는 잘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이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을 이전보다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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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나는 다정함을 피하게 된다. 1 2 3 4 5 

1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이전보다 더 참을

성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참을성이 있

다. 
1 2 3 4 5 

19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느

낀다. 
1 2 3 4 5 

20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 1 2 3 4 5 

22 나는 희망이 없는 느낌이다. 1 2 3 4 5 

23 
나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

다. 
1 2 3 4 5 

24 나는 내가 정신을 놓을까 봐 두렵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사람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1 2 3 4 5 

26 나는 쉽게 놀란다. 1 2 3 4 5 

27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할 수 없는 것처

럼 느껴진다. 
1 2 3 4 5 

28 나는 외로움에 사무친다. 1 2 3 4 5 

29 
나에게는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

다. 
1 2 3 4 5 

3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이 마음 쓴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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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End-of-life Care 

and Grief Reaction 

among Bereaved Parents who 

Received Pediatric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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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e, Sun-Mi, Ph.D., R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ereaved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s end-of-life care and grief reaction who 

received pediatric palliative care. The Early Psychosoci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in Parents of Children Died from Cancer 

derived from the Dual Process Model, the Continuing Bonds Model, 

and the Meaning Making Model was adopted as a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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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urrent, embedded mixed-method design was employed with 

cross-sectional survey and retrospective analysis of electronic 

health records as a predominant research approa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complementary research approach. 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was also applied to compare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d to ensure reliability. 

Bereaved parents were recruited through the bereavement data 

which includes patients cared for and received specialized pediatric 

palliative care at a large teaching hospital and died elsewhere and 

asked to complete the online questionnaire. Questionnaire consists of 

demographic information, perception of child’s end-of-life care, 

grief reaction, and open-ended questions which asked parents about 

end-of-life care; What aspects of care need to be improved; Any 

meaningful or empowering events; Any advi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other bereaved parents. A total of 66 bereaved 

parents who lost their child from life-limiting or -threatening 

condition at least 6 months before enrolm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bereaved parents perceived 

a lack of preparedness to child’s death and dying, poor quality of 

end-of-life, and an enormous amount of suffering. Moreover, 

bereaved parents reported strong negative grief reactions (3.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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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ak grief reactions (2.91±0.79). Provision of end-of-life care 

according to end-of-life care plan reflecting family’s value was a 

significant factor to alleviate negative grief reaction(p=.010) and to 

facilitate positive grief reaction(p=.025). The themes derived from 

content analysis were aligned well with topics generated from topic 

modeling.  

This study suggests that end-of-life care planning is a key 

component in adaptive grief for bereaved parents. There is abundant 

room for improvement in end-of-life care such as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symptom management, and caring at home 

which is crucial to warrant the quality of life of children and families 

before and even after the child’s death.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xplore bereaved parents’ experience, to investigate bereaved 

parents’ grief and identif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to develo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pediatric palliative care. 

 

Keywords : Bereavement, Parent, Grief, Pediatric palliative care,  

End-of-life care 

Student Number : 2013-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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