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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tress levels due to end-of-life care,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ess levels and coping strategies on their well-being. 
Methods: A total of 128 nurs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of general hospitals in B city participate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OVA,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 version 22.0. Results: The coping strategy that nurses
most often used was seeking social support.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l-being of the participants were wishful thinking, 
problem-focused coping and seeking social support, in order. Those 3 variables explained 21 % of the total varia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Problem-focused coping and seeking social support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wishful thinking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rses with a program to build a social support system and to
improve their problem-based cop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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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은 1980년 초부터 인공호흡기와 신형 

보육기 등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에

는 12개 지역의 110개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고위험 신생아

를 치료하고 있다[1]. 신생아학의 발달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운

영은 미숙아 사망률의 감소와 고위험 신생아의 예후 개선에 기여

해 왔다[1].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제한된 시간과 지속적인 요구 속에

서 신생아의 통증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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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녕을 위협받고 있고[2], 고도로 전문화된 환경 때문에 매

우 높은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3]. 특히 영아 사망의 

56.9%가 신생아기에 발생하므로[4],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빈번하게 아동의 임종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아동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임종상황에서 신생

아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 죽음에 한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5]. 또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켜 평화스러운 죽음을 맞

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정서적 혼란스

러움을 경험하기도 한다[6]. 간호업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

레스는 간호사의 개인적인 성장과 간호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도 있지만,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정신생리적 기능 이상을 초

래하며, 스트레스는 결국 인체의 항상성을 파괴하여 간호사로 하

여금 소진을 느끼게 한다[2,7]. 

Lazarus와 Launier [8]는 개인의 내적, 외적 요구가 그의 자원

을 강요하거나 초과하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

레스는 개인의 평가와 처과정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스트레스 그 자체는 처에 비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가 낮으므로 결과에 진정한 차이를 주는 것은 처임을 강조하

였다[8]. Lazarus와 Folkman [9]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처

하는 방식에 한 연구에서 문제집중 처와 정서집중 처가 함

께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처방식은 단일양식이 아니라 

하나의 스트레스 조건에 하여 여러 방면의 처를 사용할 수 있

는 다면적 행동양식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9]. Kim과 Lee 

[10]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처하는 방식이 다면적이라는 학

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처양식을 8가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처노력은 자기 자신의 활동방향을 바꾸거나 위협을 

주는 환경을 변화시켜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도 있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 자체를 다루어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10].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 사건만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부적응을 설명

하기 어려우며, 이에 매개되는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처

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11]. 

간호사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간호를 수

행할 수 있다[7].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를 

의미하며[12], 안녕감(Well-being), 적응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다.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구분하고, 주관

적 안녕감은 삶에 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이며, 인지적 요

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다[13]. 심리적 안녕감은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14]. Ryff 

[13]는 주관적 안녕감이 너무 단순하고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안녕감이란 삶에 한 만족감과 행복감 이상의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심리적 안녕감이라 제안하였다. 심리적 안

녕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인관계를 유지하고, 주위환경에 

한 통제력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14].

지금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부정

적 정서인 업무 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등을 다루었고[3,15], 이

에 한 안을 모색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업무 스트레스 처방

식에 한 연구가 최근 보고되었다[16]. 처방식은 스트레스의 종

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사가 많이 경험하는 신생아의 임종을 스트레스 사건으로 설정하여 

간호사가 인지하는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한 개인의 

처방식을 살펴보고, 스트레스와 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

호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한 스트레

스 정도, 처방식과 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임종간호에 한 스트레스 정도, 처방식과 심리

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한 스트레

스 정도, 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시 종합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를 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상자 선정기준은 신생아집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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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신생아 임종간호를 1회 이상 경험

한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였으며, 

수간호사는 직접간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

외하였다. B시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8개 종합병원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7개 종합병원의 신생

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연구 상에 포함되었다. 상자수는 위계

적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Free Statistics 

Calculators 4.0[17]을 이용하였다.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

정력 .80, 유의수준 .05에서 1단계 투입 독립변수 12개, 2단계 투입 

변수 6개를 입력한 후 산출한 최소 표본수는 109명이었다. 탈락률

을 고려하여 1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8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응답률은 91.4%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는 상자

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12문항, 임종간호 스트레스 29문항, 

처방식 25문항, 심리적 안녕감 46문항의 총 112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간호 스트레스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Jang [18]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후 구성타당도를 검정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의 전체 29문항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임종간호 수행과 관련된 어려움 요인 6문항, 

지식부족 요인 5문항, 물리적 환경 및 체계부족 요인 10문항, 심리

적 어려움 요인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는 Jang [18]의 연구에서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임종간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임종간호 스트레스 처방식은 Lazarus와 Folkman [9]이 일상

생활 스트레스 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수정한 척도를 

Kim과 Lee [10]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를 검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종간호와 

관련이 없는 영역과 문항을 제외한 후 간호학교수 1인, 10년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3인, 석사 또는 박

사 학위를 가진 신생아실 간호사 2인으로부터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을 받았다.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는 모든 문항이 .80 이상이었다. Kim과 Lee [10]의 도구는 문제집

중 처 17문항, 분리 10문항, 소망적 사고 5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5문항, 기분전환 6문항, 타협 5문항, 모험시도 3문항, 분노 표출 3문

항으로 8가지 하위영역의 54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타협, 모험시도, 분노표출의 3가지 영역과 나머지 영역의 문항 

중 ‘자신의 어떤 점을 바꾼다.’,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

는다.’, ‘운으로 돌린다.’ 등과 같이 임종간호와 관련이 없는 문항을 

제외하고, 주어나 목적어가 불분명한 경우 ‘임종간호’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문제집중 처 7문항, 분리 5문항, 소망적 사고 3문항, 사

회적 지지 추구 5문항, 기분전환 5문항의 5영역, 25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해당 처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0점, 약간 사용하면 1점, 어

느 정도 사용하면 2점, 아주 많이 사용하면 3점에 체크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

위영역별 내적 신뢰도는 Kim과 Lee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4~.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9~.87이었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론적 관점에서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

하기 위해 Ryff [13]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Ryff, Lee와 Na [19]가 한국어로 번

안한 것을 Kim, Kim과 Cha [14]가 한국 성인 남녀를 상으로 타

당화한 척도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PWBS는 자기수

용 8문항, 긍정적 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에 한 통제

력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으로 6개 하위영역,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yff [13]의 연

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가 .86~.9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

다. B시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8개의 종합병원 

간호부에 전화로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7개 병원의 간호

부가 자료수집을 허락하였다. 설문지는 불투명 봉투에 봉하여 

간호부를 통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에게 배부한 후 회수하

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 상과 연구 절차, 참여자의 익명

성, 연구 철회의 자율성, 자료의 비 보장 등에 한 내용을 기술하

고, 서면 동의서를 포함하였다. 상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5~20분이 소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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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Variables Categories  n (%)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 or F p

Age (year) ＜25
25~29
≥30

 25
 62
 41

(19.5)
(48.5)
(32.0)

3.43
3.31
3.21

±0.39a

±0.36ab

±0.26b

6.31 .013

Educational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1
 81
 16

(24.2)
(63.3)
(12.5)

3.21
3.36
3.22

±0.24
±0.39
±0.23

0.52 .474

Marital status Yes
No

 31
 97

(24.2)
(75.8)

3.31
3.28

±0.34
±0.36

0.35 .724

Children Have
Do not have

 20
108

(15.6)
(84.4)

3.19
3.32

±0.30
±0.45

1.60 .112

Religion Have
Do not have

 52
 76

(40.6)
(59.4)

3.26
3.33

±0.37
±0.33

1.16 .249

Duration worked at 
hospital (year)

＜10
≥10

 98
 30

(76.6)
(23.4)

3.33
3.19

±0.36
±0.28

1.96 .052

Duration worked in 
NICU (year)

＜3
3~6
≥6

 42
 42
 44

(32.8)
(32.8)
(34.4)

3.35
3.29
3.27

±0.41
±0.27
±0.35

1.05 .308

Number of cases of 
terminal care

＜5
5~10
≥10

 52
 21
 55

(40.6)
(16.4)
(43.0)

3.34
3.28
3.28

±0.36
±0.28
±0.36

0.79 .377

Education in terminal care Yes
No

 18
110

(14.1)
(85.9)

3.31
3.30

±0.37
±0.34

0.16 .873

Scheffé́: a＞b;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특

성, 임종간호에 한 스트레스 정도, 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

적 안녕감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증

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상자의 임종간호에 한 스트레

스 정도, 처방식과 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사항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D 학교

병원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았다(17-138). 참여자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였고, 연구목적과 연구 과

정에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여자의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에 해 문의할 수 있도록 책임연

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한 뒤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에 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수는 총 128명이었고, 연령은 25~29세가 48.5%, 30세 이

상이 32.0%, 25세 미만이 19.5% 순이었으며, 평균 28.6세로 나타

났다. 상자의 교육수준은 졸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75.8%였다. 자녀는 없는 경우가 84.4%였으

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59.4%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경력은 6년 

이상인 경우가 34.4%, 3~6년이 32.8%, 3년 미만이 32.8%였다. 임

종간호 경험은 10회 이상인 경우가 43.0%, 5회 미만인 경우는 40.6 

%였으며, 임종간호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1%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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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Stress on End-of-Life Care,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28)

Variables M±SD Min Max

Stress due to end-of-life care
Difficulties related to end-of life care practice
Lack of knowledge
Deficiencies of physical and structural environment 
Emotional stress

3.53
3.65
3.47
3.55
2.76

±0.45
±0.55
±0.64
±0.55
±0.47

2.21
2.00
1.80
2.20
1.60

4.72
5.00
5.00
4.80
3.90

Coping strategies
Problem-focused coping
Distancing
Wishful thinking
Seeking social support
Tension reduction

1.27
0.93
1.07
1.53
1.21

±0.45
±0.48
±0.66
±0.60
±0.56

0.14
0.00
0.00
0.00
0.00

2.57
2.00
3.00
3.00
2.80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Personal growth

3.30
3.16
3.79
3.00
2.97
3.48
3.35

±0.34
±0.38
±0.39
±0.37
±0.40
±0.46
±0.43

2.46
2.25
3.00
2.00
2.13
2.29
2.38

4.28
4.25
5.14
4.13
4.13
4.86
4.50

2. 대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

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53±0.45점이었

다. 임종간호 스트레스 처방식은 3점 만점으로 사회적 지지 추

구 1.53±0.60점, 문제집중 처 1.27±0.45점, 기분전환 1.21±0.56

점, 소망적 사고 1.07±0.66점, 분리 0.93±0.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3.30±0.34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제 변수의 

상관관계

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 변

수는 연령이었다. 사후 분석에서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의 심리

적 안녕감 점수가 3.43±0.39점으로 30세 이상의 3.21±0.2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와 종교 유무, 

병원 근무기간, 신생아실 근무기간, 임종간호 경험과 임종간호 교

육경험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1). 

제 변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 변수는 처방식 중 문제집중 처(r= 

.24, p=.006), 사회적 지지 추구(r=.30. p<.001)와 기분전환(r=.18, 

p=.040)이었으며, 부적 상관을 보인 변수는 소망적 사고(r=-.19, p= 

.028)로 나타났다.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

관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기본 과정

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82(임계치 1.62~1.85)

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 간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공차한계는 .74에

서 .84로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6에서 1.35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

았다. 잔차 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 범위가 -2.48에서 2.38로 2에 가

까이 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모형의 적합성도 만족하였다(F= 

5.66, p=.019).

1단계에서 종속변수를 심리적 안녕감으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일반적 특성변수인 연령을 투입하여 나타

난 모형1의 설명력 4.0%였고, 모형 적합성은 유의하였다(F=5.66, 

p=.019). 2단계에서 독립변수로 처유형 중 심리적 안녕감과 유

의한 관련이 있었던 문제집중 처,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 추

구, 기분전환을 추가로 입력한 모형 2의 설명력은 25%였으며, 모

형 1에 비해 증가된 설명력은 21%로, 연령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모형의 적합성은 만족하였다(F=8.61, p<.001).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망적 사고(β=-.36, p<.001), 문제집중 

처(β=.26, p=.005), 사회적 지지 추구(β=.22, p=.013) 순으로 심

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분전환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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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Stress due to End-of-Life care,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28)

Variables
Stress due to 

end-of-life care

Coping strategies

Problem-
focused coping

Distancing
Wishful 
thinking

Seeking social 
support

Tension 
reduction

r (p) r (p) r (p) r (p) r (p) r (p)

Psychological well-being -.08 (.378)  .24 (.006) -.12 (.162) -.19 (.028)  .30 (＜.001)  .18 (.040)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N=128)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Age -0.01 -.21 2.38 (.019) -0.01 -.20 2.46 (.015)

Wishful thinking -0.19 -.36 4.24 (＜.001)

Problem-focused coping  0.20  .26 2.89 (.005)

Seeking social support  0.12  .22 2.53 (.013)

Tension reduction  0.05  .08 0.87 (.384)

R2=.04, F=5.66, p=.019 R2=.25, ΔR2=.21, F=8.61, p＜.001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t=0.87, p=.384). 소망적 

사고를 적게 할수록, 문제집중 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많이 할

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향상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신생아의 임종을 경험하

면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정도와 처방식

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중재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것이다. 

죽음에 한 반복된 경험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에게 불안

과 이차적 외상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죽어가는 아기와 그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20].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보통이다’에

서 ‘거의 그렇다’의 중간수준 값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상으로 임종환아를 돌본 경험에 한 질적 연구[5]에

서 간호사는 아동의 죽음에 한 정서적 고통과 무력감, 좌절감 등

과 함께 직업적 회의를 느끼고,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 하였다. 이제 생을 시작하는 신생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심한 상실감과 슬픔

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생아실 

간호사는 소진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므로

[2,15] 이에 한 예방과 중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처 관련 연구에서 처를 합산하거나, 문

제집중 처/정서집중 처로 구분하거나, 적극적 처/소극적 

처로 구분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처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본 연구결과를 간호사의 스트레스 처 관련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집중 

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요인은 적극적 처로[11], 분리, 소망적 사

고와 기분전환 등의 요인은 소극적 처[11] 또는 정서중심 처

[9,10]로 간주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는 적극적 처이자 정서중심 

처[9,11]로 간주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소망적 사고, 문

제집중 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망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안녕감은 낮아지며, 문제집중 처와 사회적 지지 추

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간호사의 안녕감은 높아진다. Lazarus와 

Folkman [9]이 주장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자체보다도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즉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죽어가는 아

동을 간호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적절한 처방식을 잘 

사용한다면 안녕감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집중 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더 정

보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선호되며[10], 문제를 다루거

나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환경조건을 바꾸려는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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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노력이다[21]. 문제집중 처는 여러 연구에서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처방식이 소

진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22]에서 문제집중 처를 많이 할수

록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나 소진예방 관리 프로그램으로 문제집중 처를 제안하였다. 간

호 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처방식과 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한 연구[23]에 의하면 간호 학 신입생의 학생활 적응은 문제

집중 처를 많이 할수록, 소망적 사고를 적게 사용할수록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스트레스 처방식이 직무만족이나 소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스트레스 처방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5]에서

도 스트레스 처가 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지 않았다. 이들 연구는 처의 다양한 방식을 하나로 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처방식은 적응이나 안녕에 영

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유형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

호학연구[24-26]에서 처방식을 모두 합하여 분석하고 있어 결과

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임종

간호 스트레스 처방식도 사회적 지지 추구였다. 신생아집중치

료실 간호사는 임종아동을 돌보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동료 간

호사에게 이야기하며, 위로와 이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

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16]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처방식이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와 소진증상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소진 증상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elbourne 등[27]은 미국 뉴멕시코 보훈병원 간호사 190명을 

상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처전략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간호사는 문제집중 처와 지지 추구 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직무만족을 더 많이 경험

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급실에

서 근무하는 616명의 의사, 간호사, 보조요원 등을 상으로 한 연

구[28]에 의하면, 문제집중 처는 소진의 위험을 감소시켰으나, 

정서집중 처는 소진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다. 무용전공 학

생의 경우에는 정서집중 처와 문제집중 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영향력은 정서집중 처가 

높았다[2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가 정서집중 처임을 

볼 때 스트레스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직종이나 상

자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안녕감이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처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자와 스트

레스 상황에 따른 처방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서집중 처에는 사회적 지지 추구, 기분전환, 소망적 사고 

등 적응에 반응하는 방향이 다른 처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처유형을 정서집중 처 하나로 포괄해서 분석하는 

것에 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지현상학적 입장에서는 문제집중 처, 정서집중 처의 어

떤 전략도 다른 것보다 좋거나 나쁘다고 보지 않고, 단지 초점이 문

제 지향적인지 정서 지향적인지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고 하였다

[11].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이기에 마

지막 순간까지 치유에 한 희망을 기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끝

까지 포기할 수 없는 상황과 생의 마지막을 심폐소생술로 고통스

럽게 죽어가는 신생아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 

죄책감, 미안함의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

어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추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

기 위한 임종간호 스트레스 처방식으로 소망적 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지지 추구나 문제집중 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감정 

나눔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제집중 처기술을 향상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조직적 차

원으로 전문가 상담 및 지지체계를 운영하거나 해당 지역 정신보

건센터와 연계하여 간호사가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처방식을 문제집중 처/정서

집중 처 또는 적극적 처/소극적 처와 같이 포괄적으로 분석

하지 않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처방식의 관점[10]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여 간호사의 처방식에 해 더욱 구체적

인 접근을 통한 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킨 점에 의의가 있으나, 임종

간호 스트레스 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맞게 수정한 도구

로 측정하였고, 상자수의 한계로 인해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지 

못한 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첫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처방식

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고, 타당도를 검정하는 도구 개발 연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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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다. 

둘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수행 후 스트레스 

해소 및 완화를 위한 처방식으로 소그룹 감정 나눔 프로그램 등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문제집중 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훈련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한 스트레

스 정도, 처방식과 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5점 만점

에 3.53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처방식은 3점 만점으로 사회적 지

지 추구가 1.53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은 

사회적 지지 추구 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5점 만점에 3.30점이었다. 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망적 사고, 문제집중 처, 사회적 지지 

추구 순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소망적 사고

를 덜 할수록, 문제집중 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를 많이 할수록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자신

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

축해 주고, 문제집중 처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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