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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향후 신생아 완화간호 교육프로그램과 신생아 

완화의료를 위한 간호 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신생아 완화의료 및 임종을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의 7 개 종합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112 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자료수집은 2021 년 7 월 9 일 부터 2021 년 

7 월 20 일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은 Ross 등(1996)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을 Kim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는 Kain 등(2009)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Neonatal Palliative Care Attitude 

Scale (NiPCAS)”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장수현(2013)이 개발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분석한 결과 20 점을 기준으로 

평균 8.82±2.83 이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임상 경력

(F=5.99, p=.003)과 총 임상 경력(F=4.15, p=.018)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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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는 총점 60 점을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은 40.00±6.27 점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은 총점 5점 중 3.87±0.96점, 

자원에 대한 태도 요인은 3.06±1.16 점, 의료인에 대한 요인은 

2.90±0.78 점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에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t=-3.13, 

p=.002), 완화간호 교육 유무(t=-2.63, p=.010),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t=-3.59,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하위항목으로 살펴보면, 하위 

영역 중 ‘조직’ 과 관련된 태도에서 자녀의 유무(t=2.10, 

p=.038), 완화 기관 해당 유무(t=-2.14, p=.036), 그리고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t=-2.65, 

p=.009)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중 ‘자원’ 과 관련된 태도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경력(F=4.48, p=.013),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t=-3.22, 

p=.002), 완화간호 교육 유무(t=-3.57, p=<.001),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t=-4.20,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총점 평균은 145 점 중 

110.83±15.935 점이었으며, 5 점 만점을 기준으로 

3.82±0.55 이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그리고 

임종간호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프로그램에 완화간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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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통해 지식 함양 및 긍정적 태도를 

형성해야 하며, 아직까지 국내의 상황에서 미비한 신생아 완화간호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적, 물리적, 환경적 기조와 더불어 

신생아 완화의료 및 임종을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신생아완화간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완화간호 지식, 

완화간호 태도, 임종간호스트레스 

 

학   번 : 2020-2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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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37 주 미만의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미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9). 한편, 우리나라 1 세 미만 영아 사망은 

2019 년 822 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56%가 생후 28 일 이내의 

신생아기에 사망하였다(통계청, 2019). 특히 이들 중 46.7%가 

임신주수 28 주 미만 이었으며, 47.5%가 1kg 미만 초저출생 체중아 

였다(통계청, 2019).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신생아 중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요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함을 

의미한다. 

신생아 완화간호란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인 질환이 있는 환아가 

사망과 사별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를 의미한다(Mancini, Kelly, 

& Bluebond-Langner, 2013).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1980 년대에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2000 년대에 들어서는 신생아에게도 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호스피스 교육인 

ELNEC-PPC(End of 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pediatric 

palliative care) 과정을 개설 하였으며(Kang & Hwang, 2012), 유럽의 

경우 EFCNI(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Care of Newborn 

Infants)에서 완화의료를 포함한 신생아진료를 뒷받침하는 표준을 

개발했다(Mancini, Price, & Kerr-Elliott, 2020).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 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8 년에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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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김초희, 김민선, 신희영, 송인규, 

문이지, 2019).  

기존의 완화간호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이나 소아환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의 전인적 간호와 

의료 시스템의 중재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융합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신생아 완화간호는 스스로 죽음에 대한 결정을 

선택할 수 없는 환아를 중심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이라는 

환경안에서의 환아, 부모, 간호사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주로 

완화간호가 이루어진다(Fortney & Steward, 2014). 따라서 신생아 

완화간호는 제공해야하는 돌봄의 내용과 실무의 중점이 성인이나 소아 

완화의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진행하는 임상 과정이나 교육 

또한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완화의료와는 다른 분야로 

생각해야 하며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완화간호라는 개념은 아직 개념조차 

생소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신생아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아를 둔 

부모들은 완화간호가 생명 유지를 포기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통증 및 증상 관리와 환아와 부모간 

유대관계를 맺거나 추억을 남기는 등의 완화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ang & Kim, 2003). 더불어 환아의 부모는 죽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과 

선택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을 경험하며 그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 평생 

상실과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하고(Dyer, 2005)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의료진, 특히 환아의 임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경험하는 간호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Fortney 

& Steward, 2014; Wocial, 2000).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의료진 중에서도 환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상태를 지켜보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환아의 가족들과도 긴밀한 라포를 형성하여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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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으로 완화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환아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능숙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간호대학 및 

고위험신생아를 간호하는 임장현장에서도 신생아의 완화의료를 

교육하는 교육과정은 없는 상황이며 국내의 상황을 다룬 신생아 

완화의료 및 완화간호와 관련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완화의료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이나 

소아를 중심으로 하는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있었다(김민정, 용진선, 2019: 

김세라 등, 2018; 박은영, 방경숙, 2019; 장지영, 2016). 하지만 

조직이나 자원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간호사들이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Kain, 2006; 

Maffoni, Argentero, Giorgi, Hynes, & Giardini, 2019; Wright, Prasun, 

& Hilgenberg, 2011) 이제까지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에서는 

완화간호에 대한 환자나 가족에 대한 간호사의 주관적 태도, 감정, 

역할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해서만 논의되어 왔다(설은미, 2015; 위다희, 

강숙정, 2016). 

더불어 신생아의 경우 완화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수의 증가나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어 신생아 완화간호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병원 자체의 간호프로토콜은 없는 실정이며 국내에서 

시행된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연구로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애도 경험 및 임종 간호 태도에 관한 연구(이영희, 양희모, 2015)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환아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강현주, 방경숙, 2013) 등 대부분 애도경험, 임종간호 태도, 

임종환아 돌봄 경험 등의 주제와 관련된 질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정서적 갈등 및 소진을 다루고 있었다.  

비교적 신생아 완화간호의 개념이 일찍 도입 된 국가들에서는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와 같은 

기초연구(Ahern, 2013; Branchett & Stretton, 2012; Cerratti et al., 

2020; Chen et al., 2013; Kain, 2006; Kenner, 2016; Pe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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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와 더불어 신생아 완화간호를 위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나(Catlin & Carter, 2002; Haug et al., 2018; 

Quinn & Gephart, 2016) 우리나라의 병원실정이나 환경과는 달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신생아 완화의료 및 임종을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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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2.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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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신생아 완화간호 

1) 이론적 정의: 더 이상 치료적 효과가 없을 환아가 사망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Catlin & Carter, 2002; Mancini et al., 201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신생아 완화간호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더 이상 호전적인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의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아와 가족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완화간호는 ‘임종간호’, ‘말기환자간호’, 

‘호스피스·완화간호’, ‘사별간호’등의 단어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임종순간이나 사망 후의 

환아나 가족들을 위한 간호가 아니라 환아에게 진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임종 이후까지 제공하는 간호의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완화간호’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7 

2.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1) 이론적 정의 : 환아의 상태를 고려한 통증 및 증상 관리 

방법,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등 환아와 가족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지식들을 포함하며(Mancini et al., 2020), 

환아가 사망과 사별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Mancini et al., 2013) 필요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이란 Ross 등(1996)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을 Kim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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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인 질환이 있는 

환아가 사망과 사별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Mancini et al., 2013)를 제공하는 완화간호에 대해 

취하는 입장(국립국어원, 2021a)을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란 Kain 

등(2009)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Neonatal Palliative Care Attitude Scale 

(NiPCAS)”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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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종간호 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 임종을 앞둔 환아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업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이원호, 1995) 

심리적신체적 긴장상태를 말한다(국립국어원, 2021b).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신생아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장수현(2013)이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 도구를 통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임종간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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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1. 신생아 완화간호 

우리나라 1 세 미만 영아 사망자 수는 822 명으로 전년에 비해 11.7% 

감소한 수치로 꾸준히 영아 사망률은 줄어드는 추세이다(통계청, 

2019b). 반면, 생후 28 일 이내의 신생아기, 제태 주수 28 주 미만이나 

1kg 미만의 영아가 사망하는 구성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아사망률이 감소했음에도 심각한 

선천적 기형, 미숙아 및 저체중 출생 등 이른바 고위험 신생아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Cerratti et al., 2020; Quinn & Gephart, 

2016),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통계청, 2019b). 

신생아 완화간호란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인 질환이 있는 환아가 

사망과 사별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를 의미한다(Mancini et al., 

2013). 신생아 완화간호의 과정은 부모와 함께 완화 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것, 사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증 

및 증상 관리, 가족의 후속 조치 및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하며(Ahern, 

2013), 환아의 고통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Bloomer, 

Hutchinson, & Botti, 2019).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완화간호라는 개념은 아직 개념조차 

생소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신생아 완화 의료가 필요한 환아를 둔 

부모들은 완화간호가 생명 유지를 포기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통증 및 증상 관리와 환아와 부모간 

유대관계를 맺거나 추억을 남기는 등의 완화간호 및 임종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ang & Kim, 200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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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의 환아를 

가진 가족들은 환아의 발병 과정 및 예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불확실함과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 인지적 문제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Ahern, 2013).  

신생아 완화간호는 아직까지 치료 중심의 의료가 행해지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인식이 높지 않지만 점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생아 의료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Quinn & 

Gephart, 2016). 하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조차도 완화간호에 대한 개인적 가치나 믿음, 과도한 업무량과 

지속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 요구 등의 스트레스 상황, 병동 

내의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의 부재, 교육 부족 등의 태도적, 교육적, 

정책적 환경적 방해 요인으로 인해 완화간호를 시행함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완화간호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Chen et al., 2013; Kain, Gardner, & 

Yates, 2009).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의 경우 환자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간호를 하며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근거중심 간호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은 환아의 상태를 고려한 통증 및 증상

관리 방법,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 등 환아와 가족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지식들을 포함한다(Mancini et al., 2020). 신생아 완화 의료는 발달적 

단계에 따라 완화간호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공해야하는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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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실무의 중점이 성인의 완화의료와는 다르고 진행하는 임상 과

정과 교육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성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와는 다른 분야

로 생각해야 하며 다루어 져야 한다(Yu & Bang, 2015; 위다희, 강숙정, 

2016). 따라서 높은 수준의 신생아 완화간호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 

함양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이다

(Mancini et al., 2013; Mancini et al., 2020).  

본 연구 도구와 동일한 도구인 Ross 외(1996)가 개발한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지식 

결과를 살펴보면, 총점 20 점 기준으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8.92 점(위다희, 강숙정, 2016), 내과 계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 

8.83 점(Yu and Bang, 2015), 아동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 

9.83 점(박은영, 방경숙, 2019)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문항들이 50% 미만의 정답률을 보여주어, 이는 아동 및 

신생아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완화간호 관련 지식이 낮으며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한편, Peng et al. (2013)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115 명을 

대상으로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 여부 및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들 중 88.7%인 102 명이 완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대다수가 신생아가 아닌 성인 완화간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약물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통증완화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사(Hammond, 

Wool, & Parravicini, 2020) 및 간호대학생(Price, Mendizabal-

Espinosa, Podsiadly, Marshall-Lucette, & Marshall, 2019)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 참여 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했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위한 완화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 

Ferrell, Thaxton, and Murphy (2020)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경우 환아와 가족들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간호사는 증상의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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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능숙하고 전문적인 간호 및 완화간호를 위한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연구는 

2편이 유일하며 Yu and Bang (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 병동 및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여 연구해 실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연구는 

위다희, 강숙정 (2016)가 유일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에게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은 완화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실질적으로 소아 및 

신생아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은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아직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간호사들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교육 요구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3.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란 삶을 영위하는데 위협적인 질환이 있는 

환아가 사망과 사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Mancini et al., 2013)를 

제공하는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말한다(Fishbein & Ajzen, 1977).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란, 

환아와 가족들에게 완화간호에 대해 전문적이고 편안하게 완화간호에 

대해 대화하고 지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 대해 인식하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19). 반면, 완화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란 간호사가 완화간호를 수행할 때 불편함, 

무기력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등을 받으며(Cerratti et al., 2020; Chen 

et al., 2013)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지가 없어 완화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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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때 의사소통이나 개인적 의견, 가치, 신념 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Chen et al., 2013).  

Chen et al. (2013)과 Kim 등(2019)은 완화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수행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이는 간호사가 환아와 

가족들에게 완화간호를 제공하면서 완화간호에 대한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은 인지하나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정보제공이나 설명에 대한 

대화 기술의 부족으로 등으로 부담감, 공포,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또한 Wright et al. (2011)는 완화간호에 

대한 부모의 참여 및 의료진들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같은 

조직적 요인이나 적정 인력의 확보, 완화간호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유무, 완화간호에 대한 상담 가능 여부 등 자원적 요인에 

따라 의료진이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형성된 완화간호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환아와 가족들을 대한다면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K.-A. Kang et al., 2014; 이영희, 양희모, 2015), 신생아 

간호에 대한 임상 경력이 길수록(Chen et al., 2013; 위다희, 강숙정, 

2016), 총 임상 경력이 길수록(Chen et al., 2013; 위다희, 강숙정, 

2016; 이영희, 양희모, 2015)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내의 완화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 경험,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의 유무,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 Kang 

et al., 2014; 김세라 등, 2018; 위다희, 강숙정, 2016).  

완화간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의 관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 보여지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지침까지 포함해야 한다(Mancini et al., 2013)는 연구결과에 따라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 Twamley et al. (2013) 과 위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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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정 (2016) 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지식이 높을수록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교육을 통해 지식과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했다 (Twamley et al., 

2013). 따라서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완화간호 

지식을 함양하고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완화간호 교육 경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임종 경험, 

임종간호스트레스를 비롯한 개인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물리적, 자원적, 정책적 요소들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는 요인을 함께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스트레스란 간호사가 임종을 앞둔 환아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총체적,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업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이원호, 1995). 

우리나라 1세 미만 영아 사망의 56%가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기에 

발생한 것으로(통계청, 2019b), 대부분의 신생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이에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빈번하게 환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환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의 처음 단계인 출생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생의 모든 

단계를 걸쳐 간호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고통, 임종상황에서 환아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강현주, 방경숙, 2013; 장수현, 

2013).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성인과 다르게 대부분이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되며(김유미, 윤효영, 최용준, 신동수, 

2019) 신생아의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환아 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한 다양한 요구에 따른 간호를 필요로 한다(장수현, 2013). 

또한 신생아의 성장 및 발달 단계와 질병 과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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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간호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Yu & Bang, 2015). 하지만 

완화간호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완화간호의 개념을 

포함한 간호가 신생아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회피하거나 사후 처치와 행정 업무 해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강현주, 방경숙, 2013).  

국내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사망 대상자가 

성인(김미향, 이은숙, 2015; 김민정, 용진선, 2019; 김세라 등, 2018; 

장지영, 2016) 혹은 아동(박은영, 방경숙, 2019)에 관련된 연구였으며, 

신생아의 경우 장수현 (2013)과 권은희 등 (2018)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강현주, 방경숙, 2013; 

박은영, 방경숙, 2019; 유미, 2011). 본 연구와 동일 도구로 측정한 

장수현 (2013)의 연구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3.90 점 으로 권은희 등(2018)의 

연구의 3.53 점보다 높았으며, 두 연구 모두 임종간호 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업무 과중,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지식부족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이 있었다. 김유미 등(2019)과 

강현주, 방경숙 (2013)의 연구에서는 고위험신생아의 사망은 환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간호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죄책감, 무력감, 허망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소진과 이탈의 가능성을 

야기한다고 했다. 따라서 환아의 임종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완화간호와 관련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간호 대상자들에게 고품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 교육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의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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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신생아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의 7 개 종합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 및 층화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속한 기관들은 전국 9 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중 

서울지역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5 곳과 서울, 경기 지역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속해있는 2 곳의 종합병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전체 영아 사망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신생아 완화간호 및 임종 간호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의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외의 지역보다 

대상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경우, 주산기 기간 동안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 기관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 7 개 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임상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층화 기준으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 

3 년 미만, 3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동일비율로 

선정하였다 (권은희 등, 2018; 위다희, 강숙정,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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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였으나 경력 단절이 1 년 이상인 자의 

경우, 현재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생아 완화의료에 대한 간호 제공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수간호사는 직접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현재 간호사로 근무중인 자 

2.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1 년 이내에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3.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완화간호를 1 회 이상 수행한 자 

 

본 연구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경력 단절이 1 년 이상인 자 

2. 직접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위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 수는 위다희, 강숙정(2016)과 

김은희(2020)의 선행 논문의 유의성을 참고하였다. G power 3.1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5, 효과크기 0.3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검정력과 효과크기는 최소로 필요한 표본 수는 93 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12 명에게 온라인 설문지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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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이며,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구들은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항목으로는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들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나이, 교육 정도, 종교, 결혼 유무, 자녀 유무 등), 

임상경험(총 경력, 신생아집중치료실 경력, 임종간호 수행 빈도 

및 횟수 등), 완화간호 정보(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해당 

여부, 완화간호 교육 이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2)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Ross 등(1996)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을 Kim 등(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도구로(Kim 

et al., 2011), 총 20 문항으로 ‘철학과 원칙’ 관련 4 문항, 

‘통증과 증상 관리’ 관련 13 문항, ‘돌봄의 정신· 

사회적인 측면’ 관련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로 

‘맞다’, ‘틀리다’, 그리고 ‘모르겠다’ 로 나뉘어 있으며, 

정답의 경우 1 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 점으로 처리하여 최저 

0 점에서 최고 20 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완화간호 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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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8 이었으며, 위다희, 강숙정(2016)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Kuder-Richardson Formula 20(KR-

20)은 .71 이였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KR-

20= .60 이었다. 

 

3)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는 Kain 

등(2009)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Neonatal Palliative Care Attitude Scale (NiPCAS)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가 보고형 

26 문항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 점)’ 부터 ‘매우 

동의한다(5 점)’의 5 점 Likert 점수로 구성되어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 수록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원저자인 Kain et al. (2009)은 전체 26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는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5 개 문항), 자원에 

대한 태도(5 개 문항), 의료인에 대한 태도(2 개문항)등의 

3 가지 하부 요인 총 12 개 문항과 완화간호에 대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개인적 경험과 신념과 관련된 

문항 14개로 구성된다. Kain et al. (2009)은 조직에 대한 태도, 

자원에 대한 태도, 의료인에 대한 태도의 3 가지 하부 요인 

만을 이용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Cerratti et al. (2020)과 Cerratti et 

al. (2020); Chen et al. (2013)는 본 도구에 포함된 3 개 하부 

요인 이외에 14 개 문항을 이용하여 완화간호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신념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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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n et al. (2009) 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인 26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0.9였으며, 원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각 

하위 영역 별로 신생아 완화간호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73, 신생아 완화간호 자원에 대한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65, 신생아 완화간호 의료인에 

대한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63 였다. Chen(2013)의 

연구에서 내용타당도는 0.9 였으며 신뢰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Cerratti et al. (202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71 이었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의 범위는 

0.43-0.79 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원저자가 

구분한 3 가지 하부 요인인 조직, 자원, 의료인 요인의 

12 문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문항인 

12 문항의 Cronbach’s α=.73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 별 

신뢰도는 신생아 완화간호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69, 신생아 완화간호 자원에 대한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71 이었으며, 의료인에 대한 요인 

태도 요인은 Cronbach’s α= .38 이었다. 

 

4)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장수현(2013)이 개발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네 가지 하위 영역의 전체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생아 임종간호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6 문항, 지식 부족 요인 5 문항, 물리적 

환경 및 체계 부족 요인 10 문항, 심리적 어려움 요인 

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는 5 점 Likert 척도로 

‘매우 아니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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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는 장수현(2013)의 

연구에서 .87 이었으며, 본 연구의 29 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1 이었다. 

 

4. 연구 진행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도구인 Kain 등(2009)는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 번안 과정을 수행하였다. 원 도구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의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번안 과정 에서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Beaton, Bombardier, Guillemin, & Ferraz, 2000; WHO, 2009) 

이를 번안 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번안 과정은 

순 번역, 역 번역, 전문가 위원 검토 (내용타당도 확인), 예비조사의 

4 단계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1)도구 사용을 위한 저자 승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는 Kain 등(2009)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The Neonatal Palliative Care Attitude Scale 

(NiPCAS)” 도구를 사용하였고, 개발자인 Victoria Kain 으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 2021 년 3 월 30 일 도구 사용을 승인 

받았다.  

 

(2) 순 번역(forward translation)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자 두 명을 통해 원도구의 원문 영어 

설문지를 한국어로 순번역(Forward translation)하였다. 이 중, 

한명은 간호대학 대학원생이자 신생아집중치료실 6 년차 

간호사로 전문 용어 및 도구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잘 알고 



 

 23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국제학을 전공한 통번역에 능통한 자로서, 

도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후 두명의 

전문가(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한 명, 신생아집중치료실 

교육 간호사 한 명)로부터 도구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해 

외관타당도 검토를 받아 두개의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번역본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순 번역은 개별 단어와 각각의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므로(WHO, 2009) 

번역된 도구라는 느낌이 없으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의료기관에 실정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개의 통합된 

한국어 번역본인 K-NiPCAS-pre 가 만들어졌다. 

 

(3)역 번역  

작성된 한국어 번역본인 K-NiPCAS-pre 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2 인에 의해 영어로 재번역(backward translation)되었다. 

역 번역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숙하며,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현재 미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1 인과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미국계 병원 간호사 1 인으로 사전 

정보없이 번역할 때 편견 없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Beaton, 2000) 원 도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없이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K-English-NiPCAS(K-

E-NiPCAS)가 완성되었다.이후 K-English-NiPCAS(K-E-

NiPCAS)의 동등성(equivalence)의 비교를 위해 3 점 

Likert척도(3= 매우 비슷함, 2=두개의 버전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두개의 버전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이용하여 NiPCAS 와 K-E-NiPCAS 의 기술성과 의미성 각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순 번역에 참여했던 간호사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임상 경력 5 년이상의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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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역번역된 영문판 설문지와 원도구를 비교하여 의미의 

변화 없이 번역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여 

확인하였으며, 1 점인 항목들은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본 도구 

저자인 Kain 에게 원도구의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최종 

한국어판 K-NiPCAS 를 확정하였다.  

 

(4) 전문가 위원 검토 (내용 타당도)  

번역된 평가 문항이 신생아집중치료실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로 조직에 대한 태도, 자원에 대한 태도, 의료인에 

대한 태도의 세가지 요인의 측정에 활용이 가능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문항의 표현이 적절한지 

등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내용타당도는 소아 의학을 전공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 인, 소아완화의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1 인, 신생아집중치료실 교육 간호사 1 인, 신생아집중치료실 평 

간호사 4 인 총 10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1 년 5 월 31 일부터 

6 월 5 일까지 1 회 조사하였다.  

번역된 도구인 K-NiPCAS 에 대한 내용 타당도 확인은 Lynn 

(1986)이 제시간 내용 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1 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점은 ‘타당하지 않다’, 3 점은 ‘타당하다’, 4 점은 ‘매우 

타당하다’의 4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1 점과 

2 점으로 타당하지 않은 문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0.8 이상의 내용 타당도 지수를 

보이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K-NiPCAS 는 총 26 문항으로 26 문항 모두 I-CVI 가 

0.8 이상이었고 S-CVI/Ave 는 0.94 로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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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비조사 

번안된 K-NiPCAS 는 서울, 경기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본 도구의 층화 기준에 따른 3 년차 미만 2 명, 3-5 년차 

2 명, 5 년차 이상 2 명의 간호사 6 인을 대상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예비조사를 통해 번역된 문항 및 단어의 명확성, 

전달의 명료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한국어판 도구를 완성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S 대학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1 년 7 월 9 일 부터 2021 년 7 월 20 일 까지었다. 

자료 수집 장소인 서울 및 경기도 소재 7 개 병원 간호 본부에 공문을 

제출하여 배포 협조 요청을 하였다. 더불어 간호사 대상 온라인 

사이트인 널스케입(https://www.nurscape.net/)에 게시함으로써 본 

연구대상자에 속하는 병원에 근무중이거나 1 년이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스스로 제공된 QR 코드나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참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과 추후에도 연구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https://www.nursca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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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2013 년 개정된 헬싱키 선언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소재 S 대학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of Board)의 심의(IRB 

No. B-2107/696-302)를 받은 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동의의 문서화 면제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이 완료된 후 

설문에 참여한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들은 번호화 하여 무기명 

처리하였으며 암호화 하여 연구자만 접근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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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로 

분석하였다. 

 

2)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스트레스는 t-test,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 로 사후 검정하였다.  

 

4)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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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31±4.14 세 였다. 대상자를 연령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25-29 세 사이가 51.4%(57 명)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이 

98.2%(109 명)였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해당 기관인 병원은 전체 

응답자 중 51.4%(57 명)였으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미 해당 병원은 

48.6%(54 명)으로 완화의료 기관의 해당 유무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간호사의 임상 경력은 평균 5 년 3 개월로, 최소 6 개월에서 

최대 223 개월이었고 5 년이상이 46.8%(52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 경력은 평균 4 년 5 개월로, 만 3 년 미만이 

35.1%( 39 명), 만 3 년이상 5 년미만이 30.6%(34 명), 만 5 년이상이 

34.2%(38 명)였다. 응답자가 속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완화간호 

프로토콜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4.2%(38 명)였으며, 없는 경우는 

65.8%(73 명)으로 응답자가 속한 대부분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완화간호 프로토콜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병원 입사 이후 

완화간호를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28.8%(32 명)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71.2%(79 명)로 

대부분의 간호사가 완화간호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환아를 간호하는 빈도는 6 개월에 1 회 31.5%(35 명), 1 년에 

1 회가 25.2%(28 명), 1 년에 1 회 미만인 경우가 21.6%(24 명), 

3 개월에 1 회 18%(20 명), 1 개월에 1 회 4 명(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종환아를 간호했던 총 경험의 수는 5 회 미만 

58.6%(65 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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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 M±SD Min Max 

Gender 
Female 109 98.2    

Male 2 1.8    

Age 

Range: 23-45 30.31±4.14 23 45 

20-24 2 1.8    

25-29 57 51.4    

30-34 37 33.3    

35 15 13.5    

Education 

Associate 6 5.4    

Bachelor 99 89.2    

Master 6 5.4    

Marital status 

Unmarried 79 71.2    

Married 31 27.9    

Divorce 1 0.9    

Having child 
Yes 19 17.1    

No 92 82.9    

Religion 

Christianity 34 30.6    

Catholic 9 8.1    

Buddhism 4 3.6    

None 64 57.7    

Bereavement 

experience in the 

past 1 year 

Yes 15 13.5    

No 96 86.5    

Pediatric and 

adolescent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Yes 57 51.4    

No 54 48.6    

Experience of 

palliative care 

education a 

Yes 32 28.8    

No 79 71.2    

Total education time 

of palliative 

care(hour)a 

 32 28.8 3.5±3.37   

Palliative education 

satisfactiona 

Somewhat 

satisfied 
14 43.8    

Neutral 15 46.9    

Somewhat 

dissatisfied 
2 6.3    

Strongly 

dissatisfied 
1 3.1    

Palliative care 

protocol in NICU 

Yes 38 34.2    

No 73 65.8    

Total clinical 

career(months) 

Range: 6-223 64±37.79 6 223 

<36 22 19.8    

36-59 37 33.3    

≥60 5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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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 clinical 

career(months) 

Range: 3-200 54±36.74 3 200 

<36 39 35.1    

36-59 34 30.6    

≥60 38 34.2    

Total number of 

experience neonatal 

death (times) 

<5 65 58.6    

5-9 28 25.2    

10-14 5 4.5    

≥15 13 11.7    

Frequency of caring 

dying babies(times) 

<1/year 24 21.6    

1/year 28 25.2    

1/6 months 35 31.5    

1/3 months 20 18.0    

1/month 4 3.6    
a Having experience of palliative care education(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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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각 항목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분석한 결과 20 점을 

기준으로 평균 8.82±2.83 이었고 최소 0 점에서 최대 15 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결과로는 60 점을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평균은 82.05±8.68 이었으며 최소 26 점에서 최대 

50 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의 경우 19.34±3.11, 자원에 대한 태도 요인은 

15.31±3.90, 의료인에 대한 태도 요인은 5.80±1.81 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145 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58 점에서 최대 

143 점이었으며, 총점 평균은 110.83±15.93 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NICU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palliative care and the stress of EOL care 

 

Variables Total M±SD(min-max) 

Possible 

Score 

range 

M±SD 

Palliative Knowledge 8.82±2.83(0-15) 0-20  

Attitude 40.00±6.27(26-50) 12-60 3.37±0.52 

Organization Subscale 19.34±3.11 5-25 3.87±0.62 

Resources Subscale 15.31±3.90 5-25 3.06±0.90 

Clinician Subscale 5.80±1.81 5-10 2.90±0.78 

Stress 110.83±15.93(58-143) 29-145 3.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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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전체 응답 문항 중 절반(50%)이상의 정답률을 가진 문항은 20 문항 

중 7 문항이었으며, 가장 정답율이 높은 문항은 4 번 ‘통증조절에서 

보조적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항과 5 번 ‘임종 시 

환자가족이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항으로 전체 

대상자 중 94.6%(105 명)이 정답이었다.  

반면, 가장 오답율이 높은 문항으로는 17 번 ‘상실의 누적은 

완화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소진하게 한다’는 

문항이 5.4%(6 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13 번 ‘위약(placebo)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통증의 치료에는 적절하다’, 6 번 ‘죽음에 

이르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기면 

증상(drowsiness)이 있으므로 환자를 진정시킬 필요가 적어진다’ 

순으로 3 문항 모두 전체 응답자 중 15%미만의 정답률을 보였다.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40.00±6.27 점 

이었으며, 영역의 태도에 대한 항목은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과 자원 및 의료진과 관련된 상황 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총점으로 인한 비교보다 완화간호 수행에 있어 간호사가 가지는 상황 

별 태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별 평균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하위 영역으로 살펴보자면, 조직에 대한 태도는 완화간호를 

제공하는데 조직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으로 5 문항의 총점 

평균은 19.34±3.11 점, 5 점 만점 기준 평균 3.87±0.96 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우리 부서에서 임종을 앞둔 환아의 부모들은 환아의 임종과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문항으로 평균 

4.17 점이었으며, ‘우리 부서의 의료진은 임종상황에 있는 환아에게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가 평균 4.07점, ‘우리 부서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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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은 완화간호가 필요한 환아에게 완화간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한다’가 평균 3.97 점 순이었다. 

한편, 자원에 대한 태도는 완화간호를 제공하는데 포함되는 다양한 

자원적 문제들을 포함하며, 5 문항의 총점 평균은 15.31±3.90 점, 5 점 

만점 기준 평균 3.06±1.16 점으로, 비교적 대상자들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나는 환아의 임종을 경험한 후 내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가 평균 2.84 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우리 

부서에는 완화간호 제공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있다’가 

평균 2.91 점,‘우리 부서는 임종을 앞둔 환아에게 완화간호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가 평균 2.91 점 이었다.  

의료인에 대한 태도는 완화간호를 제공하는데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총 2 문항으로 총점 평균 

5.80±1.81점, 5점 만점 기준 평균 2.90±0.78으로 대상자들이 비교적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우리 부서는 

필요이상으로 연명의료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가 평균 3.23 점,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이상으로 연명의료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가 2.57 점이었다.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5 점 만점을 기준으로 

3.82±0.55 이었으며, 총점 평균은 110.83±15.93 이었다.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관련된 4 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항목은 임종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세부 상황 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태도와 동일하게 총점으로 인한 비교보다 상황 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별 평균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응답 결과 심리적 어려움 요인 중 하나인 ‘오랫동안 간호했던 

신생아가 임종했을 때’가 4.38 점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문항이었으며, 임종간호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항목 중 하나인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 해야할 때(4.35점)’, 물리적 환경 

및 체계 부족 요인 중 하나인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은 예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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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해야할 때(4.26 점)’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문항은 물리적 환경 및 체계 부족 요인의 ‘임종 선언 후 

보호자가 신생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3.61 점)’와 ‘신생아의 

상태가 희망이 없음에도 보호자가 계속적인 생명연장치료를 원할 

때(3.71 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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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equencies of answers on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PCQ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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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임상경력(F=5.99, p=.003)과 총 임상 경력(F=4.15, p=.018)에 

차이를 보였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경력이 만 3 년미만인 

경우와 만 5 년이상인 경우 만 3 년이상 5 년미만의 간호사들보다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에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t=-3.13, p=.002), 완화간호 교육 유무(t=-2.63, 

p=.010),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t=-3.59,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태도 

하위 영역 중 ‘조직’과 관련된 태도에서 유의한 변수는 자녀의 

유무(t=2.10, p=.038),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t=-2.14, p=.034),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t=-2.65, p=.009)였다. 

또한 ‘자원’과 관련된 태도에서 유의한 변수로는 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경력(F=4.48, p=.013)이었으며, 3 년 미만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5 년이상의 간호사들 보다 완화간호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요소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t=-3.22, p=.002), 완화간호 교육 유무(t=-3.57, p=<.001),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t=-4.20, p=<.001)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에 대한 태도 

요인과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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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NICU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palliative care and the stress of EOL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Stress 

 M±SD 
t or F 

(p) 

Total 
Organization 

subscale 

Resources 

subscale 

Clinician 

subscal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Religion 
Yes 47 8.53±2.97 .917 

(.361) 

40.13±6.17 .463 

(.644) 

19.09±3.13 .746 

(.457) 

14.96±3.91 .806 

(.422) 

6.09±1.77 -1.42 

(.158) 

109.64±17.32 .673 

(.502) No 64 9.03±2.77 40.69±6.37 19.53±3.10 15.56±3.91 5.59±1.82 111.70±14.90 

Education 

Associate 6 9.33±2.07 

.404 

(.668) 

39.33±3.67 

.679 

(.509) 

19.50±1.87 

.747 

(.476) 

14.50±3.94 

.513 

(.600) 

5.33±1.21 

.238 

(.789) 

114.50±15.98 

.623 

(.538) 
Bachelor 99 8.74±2.92 40.68±6.50 19.42±3.20 15.43±3.99 5.82±1.87 110.25±15.93 

Master 6 9.67±1.97 37.83±3.37 17.83±2.32 14.00±2.28 6.00±1.27 116.67±16.92 

Marital status 
Single 79 8.63±2.80 -1.09 

(.28) 

40.65±6.11 .514 

(.608) 

19.51±2.91 .941 

(.349) 

15.24±3.85 -.278 

(.782) 

5.89±1.78 .770 

(.443) 

110.33±16.30 -.518 

(.606) Married 32 9.28±2.91 39.97±6.71 18.91±3.55 15.47±4.08 5.59±1.90 112.06±15.14 

Having child 
Yes 92 9.74±2.68 -1.56 

(.122) 

40.91±6.02 1.73 

(.087) 

18.00±3.68 2.10 

(.038) 

14.79±4.55 .632 

(.529) 

5.88±1.80 1.01 

(.316) 

106.68±15.04 1.25 

(.214) No 19 8.63±2.84 38.21±7.09 19.62±2.92 15.41±3.77 5.42±1.84 111.68±16.05 

Experience with 

death family 

during previous 1 

year 

Yes 15 10.13±2.36 
-1.96 

(.053) 

39.60±7.31 
.563 

(.574) 

19.07±3.62 
.368 

(.713) 

14.40±4.76 
.967 

(.336) 

6.13±1.96 
-.762 

(.448) 

114.67±13.35 
-1.00 

(.318) No 96 8.61±2.86 40.58±6.12 19.39±3.04 15.45±3.76 5.75±1.79 110.23±16.27 

Having experience 

of receiving 

palliative care 

Yes 10 10.1±1.91 -1.51 

(.135) 

41.20±7.29 -3.95 

(.694) 

19.30±2.95 .045 

(.964) 

16.40±4.67 -.928 

(.355) 

5.40±1.65 .552 

(.582) 

110.30±11.85 .110 

(.913) No 101 8.69±2.88 40.38±6.19 19.35±3.14 15.20±3.83 5.83±1.83 110.88±16.32 

NICU experience 

(month) 

1-36a 39 9.10±2.57 
5.99 

(.003) 

(a,c>b) 

42.03±6.33 

2.16 

(.121) 

19.49±3.07 

.203 

(.817) 

16.72±3.70 
4.48 

(.013) 

(a>b) 

5.82±1.65 

.040 

(.961) 

110.46±13.16 

2.09 

(.129) 
27-59b 34 7.53±3.17 39.09±6.35 19.06±3.28 14.18±3.69 5.85±1.91 107.03±17.14 

≥60c 38 9.68±2.38 40.06±5.94 19.45±3.05 14.87±3.95 5.74±1.93 114.61±16.92 

Clinical 

experience 

(month) 

1-36a 22 9.27±2.51 

4.15 

(.018) 

42.36±6.48 

1.59 

(.215) 

19.64±3.33 

.158 

(.854) 

16.50±3.56 

.195 

(.147) 

6.23±1.82 

.831 

(.439) 

111.91±12.05 

.268 

(.766) 
27-59b 37 7.76±3.32 39.41±6.69 19.16±3.33 14.46±4.20 5.78±1.89 109.27±17.70 

≥60c 52 9.38±2.39 40.38±5.78 19.35±2.89 15.40±3.75 5.63±1.75 111.4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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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iative care 

institution 

Yes 57 9.09±2.48 -1.02 

(.308) 

42.19±5.52 -3.13 

(.002) 

19.95±2.55 -2.14 

(.036) 

16.42±3.72 -3.22 

(.002) 

5.82±1.86 -.136 

(.892) 

112.46±17.42 -1.11 

(.271) 
No 54 8..54±3.16 38.61±6.52 18.70±3.52 14.13±3.78 5.78±1.77 109.11±14.15 

Received 

education in 

palliative care 

Yes 32 9.31±2.39 -1.17 

(.245) 

42.84±6.00 -2.63 

(.010) 

20.13±2.96 -1.70 

(.091) 

17.28±3.65 -3.57 

(<.001) 

5.44±1.83 1.36 

(.179) 

112.28±16.51 -.610 

(.543) No 79 8.62±2.98 39.48±6.15 19.03±3.13 14.51±3.73 5.95±1.79 110.24±15.76 

Protocol in NICU 
Yes 38 9.47±2.19 -1.77 

(.079) 

43.26±6.47 -3.59 

(<.001) 

20.39±2.81 -2.65 

(.009) 

17.32±3.98 -4.20 

(<.001) 

5.55±1.91 1.05 

(.297) 

114.58±15.75 -1.81 

(.073) No 73 8.48±3.07 38.99±5.67 18.79±3.13 14.26±3.45 5.93±1.75 108.88±15.77 

Frequency of 

caring palliative 

neonates 

Less than 

once a year 
24 7.83±2.75 

1.21 

(.313) 

41.71±7.04 

.328 

(.859) 

19.42±3.31 

.068 

(.991) 

16.67±4.14 

1.12 

(.353) 

5.63±1.79 

.666 

(.617) 

114.63±14.47 

2.11 

(.084) 

Once a year 28 9.36±3.41 40.04±5.11 19.18±2.80 14.75±3.25 6.11±1.60 106.00±19.65 

Once every 

six months 
35 8.74±2.95 39.97±5.14 19.31±2.86 14.69±3.23 5.97±1.77 109.37±12.80 

Once a 

quarter of a 

year 

20 9.40±1.57 40.50±8.70 19.60±4.01 15.55±5.20 5.35±2.25 117.05±15.76 

Once a month 4 8.75±2.06 39.75±5.32 19.00±2.00 15.25±4.57 5.50±1.29 103.50±10.34 

Total number of 

experience 

neonatal death 

(times) 

<5a 65 8.65±2.73 

1.42 

(.240) 

41.08±5.70 

2.42 

(.070) 

19.37±2.86 

1.94 

(.127) 

15.95±3.55 

2.53 

(.061) 

5.75±1.80 

.329 

(.804) 

111.49±16.59 

.205 

(.893) 

5-9 28 8.43±3.07 41.29±7.06 20.18±3.52 15.18±4.38 5.93±2.02 108.79±17.18 

10-14 5 10.20±3.27 37.20±5.31 18.00±3.61 12.80±3.27 6.40±0.89 111.00±8.09 

≥15 13 10.00±2.48 36.77±6.51 17.92±2.81 13.31±4.07 5.54±1.71 111.85±12.60 

a,b,c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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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결과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그리고 임종 간호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of the main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Stress 

r(p) 
Total 

Organization 

subscale 

resources 

subscale 

Clinician 

subscale 
r(p) 

r(p) 

Knowledge 1      

Attitude 

Total 

.003 

(.974) 
1   

 
 

Organization 

Subscale 

.078 

(.413) 

.838 

(<.001) 
1  

 
 

Resources 

Subscale 

-.067 

(.488) 

.848 

(<.001) 

.546 

(<.001) 
1 

 
 

Clinician 

Subscale 

0.21 

(.824) 

.196 

(.040) 

.011 

(.912) 

-1.57 

(.099) 

1 
 

Stress 
.181 

(.057) 

.104 

(.276) 

.124 

(.196) 

.083 

(.386) 

-.029 

(.7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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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향후 

신생아 완화간호 교육프로그램과 신생아 완화의료를 위한 간호 

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신생아 

완화의료 및 임종을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간호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1.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는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일개 병원 아동 간호사 154 명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연구한 박은영, 방경숙(2019)의 연구 및 완화간호 교육과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간호사 111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H. S. Kim et al., 

2011)와 간호사1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B.-H. Kim et al., 2012)의 

교육 시행 전 지식 평균점수 보다 낮았다. 본 연구와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세 연구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보다 많은 

대상자가 완화간호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이거나 호스피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임상현장에서도 전문간호사나 간호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들보다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에 노출되거나 습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간호대학생 49 명을 대상으로 완화간호 교육과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영은, 최은정, 박정숙, 2012)에서 교육 전 지식 

평균 점수는 동일 도구로 간호대학생 529 명을 대상으로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Dimoula et al. (2019)의 연구의 지식의 평균 

점수와 본 연구의 지식 평균점수보다도 높았다. 이는 이영은, 최은정, 



 

 41 

박정숙(2012)의 연구 대상자는 호스피스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었던 

것에 비해, Dimoula et al. (2019)의 대상자는 일반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간호사들과 같이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완화간호에서 지식은 임상 실무와 

교육 사이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며, 근거 기반의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겸비한 기술, 다학제간 사고의 

능력,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과 죽음의 수용을 겸비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Mancini et al., 2020). 하지만 이러한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는 현재 

국내 간호대학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아 

완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없다. 더불어 

임상현장에서도 소아 완화와 관련된 교육은 한정된 교육기관에서만 

비정기적 강의식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저도 

참여가 쉽지 않아, 실제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 조차 

완화간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경험을 통한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계적 전문적 신생아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완화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구체화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맞는 신생아 완화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근무 경력이 다양하며, 신규간호사의 경우 보호자를 응대하는 상황이나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노준희, 엄지연, 양경순, 박효선, 2009). 따라서 

강의 방법 에서도 다양한 상황의 예시를 통해 간호 지식을 비롯한 

의사소통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비롯하여(Gannon et 

al., 2017; Kirkpatrick, Cantrell, & Smeltzer, 2019), 시공간에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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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한 신생아 완화간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주제에 맞는 교육방법을 다양화 하여 양질의 신생아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중 하위 영역인 조직에 대한 태도는 

의료진이 신생아의 완화간호를 수행하는데 기관의 환경이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도로 평균 3.87 점이었으며, 자원에 대한 

태도는 물리적 환경, 적정 전문 인력의 수준, 상담 및 완화간호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이 있는지 등 환경적 요소를 나타내는 정도로 평균 

3.06 점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도구와 같은 도구로 80 명의 

level 3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대만간호사를 대상으로 

완화간호 태도를 조사한 Chen et al. (2013)의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의 평균이 3.4 점과 자원에 대한 태도 요인의 평균이 2.89 점 

이었던 결과와 level 3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347 명의 

이탈리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완화간호 태도를 조사한 Cerratti et al. 

(2020)의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평균이 2.71 점과 자원에 대한 평균이 

2.44 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가 완화간호에 대한 조직이나 자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의 

신생아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으며(S. Y. Kim, 2016), 본 연구 대상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생아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level 3 에 해당하는 

병원들로 편의 추출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원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물리적 환경적 적합성이 평균 

3.07 점, 완화간호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평균 2.91 점, 임종을 경험 한 후 상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평균 2.84 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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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Cerratti et al. (2020)와 Chen et al. (2013)에서 각각 물리적 환경적 

적합성을 묻는 질문이 평균 2.44 점과 2.86 점,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평균 2.89 점, 2.91 점 그리고 임종 후 상담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평균 2.99 점, 2.84 점으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은 부서 특성 상 담당 환자들만 간호하는 

병동의 상황과는 달리 동료들과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환자들을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업무를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처하기 보다 동료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업무환경 

내에서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발전은 필수적이며(Chin, 

Paraszczuk, Eckardt, & Bressler, 2021; Vachon, 1998), 조직 내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팀빌딩을 통한 조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상자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인 의료진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가 완화간호를 수행하며 경험하는 포괄적인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된 항목들로 평균 2.90 점이었다. 이는 동일 도구로 

완화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진들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Kyc, 

Bruno, Shabanova, and Montgomery (2020)와 Gu et al. (2021)에서 

평균 2.25 점과 2.18 점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은 평균 점수로 

의료인에 대한 요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보호자와 의료진간의 치료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평균 2.57점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김초희, 

김민선, 신희영, 송인규, 문이지 (2019)와 Davies et al. (2008)의 

연구에서 완화간호를 수행하는데 방해요인으로 가족과 의료진 간의 

치료 목표의 불일치 및 예후와 경과 예측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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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상에서 수행되는 신생아 완화간호의 경우 주로 지속적 악화 

상태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김초희, 김민선, 신희영, 송인규, 

문이지, 2019), 소아완화의료의 경우 국내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중으로 아직까지 신생아완화간호를 위한 전문인력 및 체계 구성이 

미흡하여(Parravicini, 2017), 환아의 안위를 위한 선택, 치료적 

목표에서 완화간호로의 전환을 위한 부모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및 

돌봄, 사전돌봄계획 등의 내용이 전문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완화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은 신생아 완화간호가 단순히 임종을 앞둔 환아들을 위한 

간호가 아닌 예후가 불확실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아임을 

인식하고 모든 질병 단계에서 집중 치료와 통합하여 환아에게 

일관적이고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산전, 신생아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생아완화간호를 위한 통합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은 그 자체로 

간호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Kain, 

2006),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이나 자원 및 의료진에게 가지는 부정적 태도들은 완화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업무소진으로 인한 업무 만족도 저하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Peters et al., 2012). 따라서 각 기관들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완화간호를 

제공하는데 방해 요소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해야 하며(Wool, 2015), 완화간호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이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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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 

환아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3.82 점(총점 

평균 110.83 점)으로 도구 개발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 

간호 스트레스를 측정한 장수현(2013)의 3.90 점과 주산기 아기 사망 

간호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한 김은희(2020)의 3.87 점(총점 

112.2 점)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높은 점수를 보였던 

하위 영역은 ‘지식 부족 요인’, ‘간호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물리적 환경 및 체계 부족 요인’과 ‘심리적 요인’ 순으로 

장수현(2013)에서 ‘간호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과 ‘지식 

부족 요인’ 순이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해당 유무에 비슷한 비율 이었음에도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대다수(71.2%)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완화간호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또한 전체 

응답자의 65.8%(73 명)로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간호했던 신생아가 임종했을 때’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문항이었으며,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 해야할 때’,‘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은 예후를 이야기 

해야할 때’ 순이었다.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특성 상,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성장발달을 지켜보며 돌보는 동시에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김유미 등(2019)과 강현주, 

방경숙(2013), 신경옥 (2002)의 연구에서 신생아 임종의 경험은 오랜 

기간 직접 돌보며 환아와 깊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의료진 에게도 

심한 상실감과 슬픔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소진과 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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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의 하부 영역에 있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 해야하는 것’에 대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높았던 결과는 고위험 

신생아의 특성상 일반적인 임종 과정과 달리 재태기간 및 체중, 선천적 

기형 및 염색체의 문제로 인해 출생부터 임종의 순간까지 환아의 

상태변화가 급박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Ahern, 2013) 이에 따라 

투약을 비롯한 간호 처치와 같은 간호업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임종 상태에 있는 환아 

이외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환아들 까지도 간호해야하기 때문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박은영, 방경숙(2019)과 

신생아중환자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장수현(2013)과 

신경옥(200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물리적 환경 및 체계 부족 요인의 세부내용에서는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은 예후를 이야기 해야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환아의 가족들과도 긴밀한 라포를 형성하여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에게 환아의 부정적 

상태로의 변화는 그 자체로 부담이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완화간호와 관련된 돌봄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교육의 부재로 인해 

치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껴 보호자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경우(강현주, 방경숙, 2013)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완화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Peters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부정적 경험과 과로는 

간호사들의 업무 소진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실제로 완화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진을 위한 영적 간호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 Wasner, Longaker, Fegg, and Borasio (2005)의 

연구에서는 교육 후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향상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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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와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완화간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임종간호수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임종간호 스트레스였던 바(Ko & 

Moon, 2016), 신생아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간호사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요인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생아의 임종 경험은 의료진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소진 및 직무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유미, 2011; Peters et al., 2012) 의료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 및 운용하여 간호사 

스스로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4.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임상 경력과 총 임상 경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완화간호 

교육이수여부나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에서는 해당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경력이 만 3 년 미만인 경우와 만 

5 년 이상인 경우 만 3 년 이상 5 년 미만의 간호사들보다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식 정도를 측정한 위다희, 강숙정(2016)의 

연구에서 총 임상 경력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임상 경력이 만 2 년 

미만인 대상자의 지식 정도가 만 2 년 이상 5 년 미만, 만 5 년 이상인 

대상자들 보다 높은 것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본 연구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32 명 중 62.5%(20 명)이 5 년 이상의 

간호사였던 바, 임상에서 어느정도 실무에 대한 감각을 익힌 

간호사들이 자기개발을 위한 신생아간호의 세부적 간호에 대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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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교육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임상 경력이 짧은 

간호사의 경우 대학과정이나 입사 후 신규 간호사에게 제공되는 

전반적 간호 교육이 가장 유효 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한편,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의 평균 점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높았으나 유의한 관계는 없었는데, 아동 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박은영, 방경숙(2019)의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전체의 28.8%로 

박은영, 방경숙(2019)의 연구에서 절반에 가까운 대상자가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화간호 교육 과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H. S. 

Kim et al. (2011)의 연구와 B.-H. Kim et al. (2012)의 연구에서 2 일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지식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7주간, 주 1회 4시간씩 교육을 시행한 이영은, 

최은정, 박정숙(2012)의 연구에서도 교육을 통한 지식 정도가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는 간호사의 특성상 대학에서는 

기존의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확립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임상현장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간호사에 대한 신생아 완화간호의 주기적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직까지 국내 대학에서는 소아완화의료와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학부과정을 

통해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개념을 익혀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총점에서는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완화간호 교육 유무,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 중 ‘조직’과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유무,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였다. 자녀가 없는 대상자가 자녀를 가진 대상자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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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완화간호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조직에 대한 태도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컸다. 또한 ‘자원’과 유의한 결과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경력,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완화간호 교육 유무,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가 있었다. 특히, 경력과 관련된 결과에서 만 

3 년 미만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 보다 만 5 년이상의 

간호사들이 완화간호와 관련된 자원과 관련된 요소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임상 경력이 많은 경우 완화간호 노출 경험에 

따라 다양한 완화간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고품질의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완화간호 태도 총점과 더불어 하위 요소 중 ‘조직’과 ‘자원’에 

대한 요인 모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인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완화간호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Chin et al. (2021)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분석한 결과, 완화간호 프로토콜이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것과 동일한 결과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해당하는 경우 

의사, 간호사, 성직자,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을 통해 

체계적, 전문적으로 완화간호를 수행하거나 경험할 수 있으며, 

완화간호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기관별 프로토콜에 따라 

명확한 업무 범위를 숙지하고 처음 완화간호를 경험하는 간호사 또한 

스스로 판단하여 업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 년이 되어서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신생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완화간호의 세부항목으로 여겨지며, 아직까지 그 

내용이나 연구가 제한적(강경아, 황애란, 2012)이기 때문에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협의된 국가적 프로토콜은 없는 실정(Catlin & Carter, 

2002; Gale & Brooks, 2006)이다.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완화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생아완화간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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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합의된 완화간호 프로토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결과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한 

선행연구(설은미, 2015)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완화 

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연구(위다희, 강숙정, 2016) 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간호사가 완화간호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결과와 

달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간호사가 완화간호가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 대한 태도를 중점으로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의 경우 신생아 완화간호 수행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태도 요인이나 자원 및 의료진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요인을 

중점으로 다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가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같이 대학의 

학부과정 및 병원 및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및 교육에 의한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완화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물리적, 환경적 기조를 세우고 확대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완화간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통해 지식 함양 및 긍정적 태도의 형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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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태도에 대한 도구의 경우 아직까지 다른 

측정 도구들과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선행 논문을 찾기 어려워, 추후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반복 수행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나 약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박은영(2019)의 연구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임종간호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상자가 교육 및 병동내 프로토콜 등의 외부적 요인들과 

임상현장에서 습득한 경험적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과 바쁜 업무로 인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업무를 해결해 나가며 적절한 완화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허망함 및 양가감정을 경험하며(김유미, 윤효영, 최용준, 

신동수, 2019), 그로 인해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는 적절한 교육 및 인력구성, 체계 확립을 

통해 완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신생아의 임종 후 함께한 의료진들간의 애도와 위로의 시간을 가지는 

디브리핑(debriefing)과정을 가지며 슬픔을 표현하고 서로 지지하며, 

감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가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한 지순일, 류혜숙(2014)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성인 병동 간호사와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혜림(2014)과 김세라 등(2018), 박기영(2019)의 

완화간호 태도와 임종간호스트레스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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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 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로 수행되어 본 연구와 같은 양적 연구로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음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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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 실무적 측면, 간호 교육적 측면, 

간호 연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탐구함으로써 신생아시기에 자녀의 임종을 

경험하는 부모에게 간호사의 지지적 역할의 중요성과 의료기관의 

신생아 완화간호와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간호 실무적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가 일개 병원 혹은 몇개의 편의 추출된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생아 사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3 차의료기관, 특히 서울지역 

5 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과 서울, 경기지역의 2 곳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완화의료기관과 비 

완화의료기관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신생아 완화간호 프로토콜 및 가이드 

라인 제시 및 운영, 적절한 업무범위 규정과 더불어 병원 내 정책과 

물리적, 환경적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다음의 

개선사항을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간호사들의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간호 수행을 위한 지식 및 

수행 기술을 향상시키고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학부 및 임상현장에서의 간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간호 교육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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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내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던 신생아 

완화간호와 관련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스트레스를 양적 연구로 조사함으로써 한국 상황에서의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스트레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생아 

완화간호의 발전을 위한 간호사 대상 연구를 확대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지역의 3 차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5 곳과 서울, 경기지역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 곳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편의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로 대상자의 경력, 환자 중증도를 비롯한 병원의 특성에 따라 

대표성이 부족하여 모든 간호사에게 일반화 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신생아 완화간호 태도와 관련된 측정도구가 국내에서 처음 번역되어 

사용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하부 영역의 

경우 그 개념의 차이를 나누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향후 한국어판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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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편의 추출 및 층화 추출 방법으로 서울지역 5 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과 2 곳의 서울, 경기지역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간호사 112 명이 2021 년 7 월 9 일부터 7 월 20 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그 중 111 부의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의 지식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임상 경력과 총 임상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에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완화간호 교육 유무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으로 

살펴보자면, ‘조직’과 관련된 태도에서 유의한 변수는 자녀의 유무,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였으며, ‘자원’과 관련된 태도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경력, 

완화의료 기관 해당 유무, 완화간호 교육 유무,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완화간호 프로토콜 유무였다. 임종간호 스트레스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서는 지식과 임종간호 스트레스간의 

약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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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완화간호를 제공하고 

완화간호가 필요한 환아, 가족, 의료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역량 증진을 모색하고 

이에 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비롯한 간호 프로토콜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에게 어떤 요인들이 방해요인이 되는지에 대해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을 위한 상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 및 운용하여 간호사 스스로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신생아 완화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 및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

관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대한 양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화를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

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신생아 완화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진(신생

아집중치료실 간호사, 의사, 분만장 간호사 등)을 위한 지식적, 윤리적, 

언어적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

한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신생아 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태도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병원에서 교육을 지원하거나 프로토콜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 반복 적용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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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상자 정보 조사지> 

※다음 문항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V”표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1.일반정보 

1) 성별 □ 남 □ 여 나이_______세 

2)결혼상태 □기혼 □미혼 □이혼 □사별 

3)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4)학력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5)자녀의유무 □무 □유 □본인 또는 부인이 임신중  

6)지난 1 년동안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의 사별경험 □무 □유  

 

2. 완화간호 관련 정보 

1)소아청소년완화의료기관 해당 여부 □무 □유(가톨릭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중 해당) 

2)완화간호에 대한 교육  □무 □유 

3) 지금까지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총_____시간_____시간  

3) (1 번에 대해 ‘유’라고 답한 경우) 제공된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다소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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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동에 완화간호에 대한 방침(Policy), 프로토콜 등의 유무 □ 무 □ 유  

5)가족 또는 지인이 완화간호 서비스를 받은경험 □무 □유  

3. 임상경험 

1) 임상경력 _____년_____개월 

2)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경력 _____년_____개월 

3) 임종 환아를 간호하는 빈도 

□ 1 년에 1 회 미만 □ 1 년에 1 회 □ 6 개월마다 1 회 □ 3 개월마다 1 회 

□ 1 개월에 1 회 □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4) 1 년 이내에 임종을 앞둔 환아을 간호했던 경험 □무 □유 

5) 현재까지 임종환자 간호 경험 

□ 5 회 미만 □ 5~10 회 미만 □ 10~15 회 미만 □ 15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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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간호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다음의 문항은 여러분이 가진 완화간호 지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중 대상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1~20 번). 

 문항내용 맞다 틀리다 
모르 

겠다 

1 
완화의료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서만 적절하다. 
   

2 
모르핀은 다른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효과를 

비교하는 표준지표로 이용된다. 
   

3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통증치료의 방법이 

결정된다. 
   

4 
통증조절에서 보조적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5 
임종 시 환자가족이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6 

죽음에 이르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기면증상(drowsiness)이 

있으므로 환자를 진정시킬 필요가 적어진다. 

   

7 

통증조절을 위해 모르핀을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약물 중독(drug addiction)이 주요한 문제이다. 

   

8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변비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완화의료를 제공할 때 간호사는 환자와의 

정서적 분리가 요구된다. 
   

10 

질병의 말기에, 호흡기능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은  

몇 가지 호흡곤란을 치료 하는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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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더 빨리 애도에서 

회복된다. 
   

12 

완화의료의 철학은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treatment)의  

철학과 모순되지 않는다. 

   

13 

위약(placebo)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통증의 

치료에는 적절하다. 

   

14 
고용량의 코데인은 모르핀보다 심한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15 고통과 신체적 통증은 같은 의미이다.    

16 

데메롤(Demerol)은 만성 통증의 조절에 

효과적인 진통제가  

아니다. 

   

17 

상실의 누적은 완화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소진(burn out)하게 

만든다. 

   

18 
만성통증의 임상양상은 급성통증의 임상양상과 

다르다. 
   

19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을 상실하는 경험은 

친밀하거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의 상실보다 더 

쉽게 극복이 되어진다. 

   

20 
통증의 역치는 피로나 불안증상이 있으면 더 

낮아진다. 
   

 



 

 70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다음 완화간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1 번~26 번). 

 문항내용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완화간호

는 치료적 간호만큼 중요하다. 

     

2 

나는 임종을 앞둔 환아와 

가족들에게 완화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에는 신생아 

완화간호를 위한 지원체계가 

있다. 

     

4 

우리 부서의 의료진은 

임종상황에 있는 환아에게 

완화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5 

우리 부서는 임종을 앞둔 

환아에게 완화간호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6 

우리 부서는 임종을 앞둔 

환아와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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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 부서에서 임종을 앞둔 

환아의 부모들은 환아의 임종과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8 

임종을 앞둔 환아에게 완화 

간호를 제공했던 (나의) 경험은 

보람 있었다. 

     

9 

우리 부서에서 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환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된다. 

     

10 
나는 신생아의 임종상황을 종종 

접하게 된다. 

     

11 
신생아 간호교육에서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2 

우리 부서에서 환아가 임종할때 

나는 가족(보호자)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3 

우리 부서에는 완화간호 제공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있다. 

     

14 

우리 부서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진단이 

내려지면 부모에게 완화간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5 

우리 부서에서는 임종에 

가까워지는 아기들을 간호하는 

것에 대한 견해, 가치 혹은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 

     

16 

임종을 앞둔 환아를 간호하는 

것은 나에게 큰 트라우마(정신적 

충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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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임종 환아의 부모를 

지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18 

우리 부서의 모든 의료진들은 

완화간호가 필요한 환아에게 

완화간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한다. 

     

19 

우리 부서는 필요 이상으로 

연명의료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20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정도 이상으로 

연명의료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21 

임종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태도는 완화간호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22 
완화간호는 신생아 간호의 가치에 

위배된다. 

     

23 

우리 부서에서 나는 환아의 

임종을 경험한후 내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 

우리 사회에는 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있다.  

     

25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치료적 

간호가 완화간호보다 더 

중요하다. 

     

26 
환아가 임종하면 나의 실패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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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간호 스트레스 측정도구>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임종간호 업무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1 번~29 번) 

 문항내용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신생아에 대한 임종간호 지식

이 부족할 때 

     

2 
임종 시 신생아에게 체계적인 

간호를 할 수 없을 때 

     

3 
상담술 부족으로 보호자의 심

리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4 
신생아의 임종을 다시 경험해

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5 
임종을 앞둔 신생아로 인해 업

무량이 과중될 때 

     

6 
치료적인 목적이 아닌 일시적

인 증상완화간호를 해야 할 때 

     

7 
반복적인 임종을 경험하면서 

감정이 무뎌질 때 

     

8 

신생아의 임종을 경험 후 자신

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9 
신생아의 죽음이 간호사 자신

의 실패감으로 느껴질 때 

     

10 
임종한 신생아를 잊으려고 노

력하나 쉽게 잊혀지지 않을 때 

     

11 
오랫동안 간호했던 신생아가 

임종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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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종한 신생아의 치료와 간호

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13 

임종한 신생아에 대한 슬픔을 

추스르기 전에 다른 신생아를 

돌봐야 할 때 

     

14 
과중한 업무 속에서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해야할 때 

     

15 
임종하는 신생아를 자주 간호

해야 할 때 

     

16 
임종한 신생아를 직접 사후 처

치해야 할 때 

     

17 
응급상황 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18 

임종하는 신생아를 간호하는 

자체가 과도한 육체적 노동으

로 체력소모가 많을 때 

     

19 
임종을 앞둔 신생아 부모의 요

구사항이 많을 때 

     

20 
임종을 앞둔 신생아 부모의 슬

픔을 보면서도 외면해야 할 때 

     

21 

보호자가 임종을 앞둔 신생아 

치료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하

지 못할 때 

     

22 
임종 선언 후 보호자가 신생아

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23 

신생아의 상태가 희망 없음에

도 보호자가 계속적인 생명연

장치료를 원할 때 

     

24 

임종 후 보호자에게 진단서 발

급, 장례 절차 등의 행정상 업

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때 

     

25 
보호자에게 신생아의 좋지 않

은 예후를 이야기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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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종신생아와 가족들만의 충분

한 시간 줄 수 없을 때 

     

27 

임종을 보낼 신생아와 가족에

게 사적인 공간을제공하지 못

할 때 

     

28 
임종간호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이 없을 때 

     

29 
임종 후 행정적 업무 절차가 

지연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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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CU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the 

stress of EOL care 
 

Seungjin L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study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ttitude, and the 

stress of End-of-life care of nurs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nd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variables. It was 

conducted for 111 nurses who have worked within 1 year or working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at seven tertiary hospitals at level III 

NICUs in South Korea.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July 

9, 2021 to July 20, 2021. Knowledge of palliative care was measured 

by The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 (PCQN) developed by Ross 

et al. (1996) for nurses, attitudes toward palliative care was 

measured by the NiPCAS developed by Kain(2009), and the stress 

of end-of-life care was measured by the Neonatal end-of-life care 

stress developed by Jang(2013).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3.0 win program to process computational statistic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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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ject's knowledge of palliative 

care, the average was 8.82±2.83 (range 0-15 points) 

based on 20 points. The difference was existed in clinical 

experience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F=5.99, 

p=.003) and total clinical experience (F=4.15, p=.018).  

2) The average palliative care attitude of all questions based on 

the total score of 120 points was 82.05±8.68, and when 

divided into each subscale, the attitude factor toward the 

organization was 3.87±0.96 out of 5 points, and the attitude 

factor toward resources was 3.06±1.16 points. 

The total score of attitudes toward palliative care differed 

depending on the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t=-3.13, 

p=.002), palliative care education (t=-2.63, p=.010) and 

palliative nursing protocol in the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3.59, p=<.001). Attitude related to 

‘organization’ among the subscale of attitude toward 

palliative care,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having 

children (t=2.10, p=.038), palliative care institutions (t=-

2.14, p=.036), palliative nursing protocol in the NICU(t=-

2.65, p=.009). Attitudes related to ‘resource’ among the 

subscale of attitude toward palliative care,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experience in NICU(F=4.48, 

p=.013), palliative care institutions(t=-3.22, p=.002), 

palliative education (t=-3.57, p=<.001), and palliative 

nursing protocol in the NICU(t=-4.20, p=<.001). 

3) The average of the total score of end-of-life care stress 

was 110.83±15.935 out of 145 points, and 3.82±0.55 based 

on the score out of 5. However, in this study, there w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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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difference in end-of-life care str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the end-of-life care 

stress of nurs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education programs such as job 

training for nurs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should be 

activated to foster knowledge and form a positive attitude. Moreover, 

the need for neonatal palliative care protocols, which are still 

insufficient in the domestic situation, is emphasized and used as a 

basic data to help provid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support to 

parents and families experiencing neonatal palliative care and death. 

 

Keywords : Neonatal palliative car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se, Palliative care knowledge, Palliative care attitude, End of life 

stress 

Student Number : 2020-2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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