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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암성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 대상 완화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후 교육대

상자 접근 가능성과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파일럿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군 사전사후 비교

와 그룹 인터뷰의 혼합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자료로 수집한 완화간호 제공과 관련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의 변화는 SPSS 21.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로, 프로그램의 실무적용 가능성과 피드백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질적연구 자료를 내용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교육 후 지식 점수와 자기효능감에 있어 유의한 증가을 보였고, 

모든 참가자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한 블렌디드 방법에 만족했다. 하지만,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단축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

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만성질환, 완화간호, 교육, 간호, 혼합연구

Abstract  This pilot study evaluated the reach and efficacy of nurse training program to provide 

palliative care to patients with advanced chronic diseases. A mixed method was used (an one-group 

pre-post research design and a group interview). To examine the changes in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paired t-test were used with SPSS 21.0. To obtain pivoting information in real setting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data obtaining from a group interview.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on knowledge and self-efficacy scores after the program. Additionally, high retention 

rate and program satisfaction were found in the participants while recruitment strategies, especially 

nurses working for tertiary hospitals, need to be modified in future research. A full-fledged research 

is warrant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lement and disseminate the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diverse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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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복합적 만성 질병을 가진 비암성 환자들은 단일 만성

질병을 가진 환자들과는 다른 질환 경험을 하게 되며[1, 

2], 생애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게 된다. 이들은 생애 

후기부터 임종에 이르는 동안 경험하게 될 증상 및 통증

을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 자가간호에 대한 교육,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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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유사시 의료 결정을 대신해줄 수 있는 성년후견인 지정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 놓을 수 

있는 사전장치(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웰리

빙 완화간호(1차, 2차 완화간호)’에 대한 요구가 있다[3, 

4]. 하지만 이들의 질환 경험과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는 

임종 1-2개월 전 급격한 신체적 쇠퇴를 경험하는 생애

말기 암환자와는 차별되며[3,5], 예측되지 않은 질병의 

예후 및 악화 과정에 대한 불안, 질병 치료 및 관리과정

에서 자신의 질병 때문에 가족이 겪을 경제적 심리적 부

담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6]. 

최근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에게도 사전돌봄계획 및 완

화간호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각하에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에게 완화간호를 제

공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생애말기 암환

자와 확연히 다른 예후를 가진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

환자에게 어떻게 차별화하여 완화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일치된 견해만이 존재하고 있으며[7, 

8], 따라서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에게 완화간호는 매우 

소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

적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관리하는 건강관리자이다. 

많은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변화하고 악화되는 질병 단계에 따라 수정되

는 자가간호가 필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

스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환자들의 질병 특성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제공자,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고려한 건

강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 교육자,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복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케어코디네이터로

서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자의 질병 특성, 가

족구조 및 역동, 환자의 평소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상

태 및 그에 맞는 지역사회 이용 가능 자원 등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학제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4].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모든 이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서는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의 완화간호에 대

한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완화간호를 제

공할 수 있는 간호사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2019년

부터 대한간호협회가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만성

질환 케어코디네이터 전담간호사 양성사업’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이 절

실한 시점이다.

완화의료 관련 선행연구로는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나 생애

말기 연명의료 인식 관련 연구[7,9-11], 노인 만성질환

자의 건강행위 관련 연구[12] 등 노인환자나 말기 암환

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되고 있다. 하지만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사 교육 관련 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선도적이고 시기적

절한 시도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실행 및 확산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RE-AIM (대상자의 접근성[Reach], 최적 조건(i.e., 중

재연구)에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Efficacy], 현장 시

범 적용 [Adoption], 실행[Implementation], 유지

[Maintenance]) 개념틀을 이용한 것으로 [13-15], 지

역사회 거주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에게 완화간

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사 접근성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실시되

었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를 교육하여 비암성 만성질환

들이 필요로 하는 완화간호 제공을 전국 단위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파일럿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RE-AIM 개념틀의 다섯 가지 요

소 중 처음 두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거주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의 접근성, 교육 참여율 및 완수율을 파악한다. 

둘째,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

의 지식, 태도, 자아효능감의 변화로 비교 분석한다. 또

한, 향후 프로그램 현장 적용을 위해 집단면담을 통한 

피드백을 수집하여 내용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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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에게 완화

간호를 제공할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전국단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파일럿 연구이다. 완화간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후, 현장에 적용(Adoption) 할 수 있는 피보팅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였다.

Prior
investigation

1st Recruit 2nd Recruit
Data
analyses

⋅Pre survey
about
experience
and
perception
related to
advance
care
planning to
provide
patients in
nurses
(n=167)

→

⋅Fourteen
nurses
expressed
a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program
during the
survey

→

⋅All nurses
recruited
from 1st

round
withdrew the
research
participation
due to :
burden of
long-term
program,
difficulty in
scheduling
and so on

→

⋅Online
advertisement
in eNurse
community for
7weeks
(n=28)

⋅Peer and/or
self-referral
(n=5)

→

⋅Of 33
potential
participants,
17 withdrew
the study
participation
due to
personal
reasons,
financial
burden of
prepayment
of tuition and
so on.
⋅Fifteen
participants
launched the
program

→

⋅Two
participants
were
dropped-out
⋅Missing
data from
one
participant
⋅Fina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2
participants’
data

Fig. 1. The Process for Participant Recruitment

2.2 연구대상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3～6개월에 걸쳐 온라인-

오프라인-실습으로 제공되는 120시간의 간호사 교육을 

8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연구참여자 조건을 설정

하였다. 이외에 연령, 성별, 경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해

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파일럿 연구에 대한 

연구대상자수 선정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와 같은 특

성을 지닌 10～30명 정도가 적정하며[13,16], 특히 중재

연구의 경우 각 집단당 12명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제시

한 선행연구의 제언[18]을 참고하였다. 이에 총 120시간

의 3～6개월이 걸리는 긴 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30%

의 탈락률을 예상하여 15명의 간호사를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절차는 Fig. 1과 같다. 먼저 D 도시 

소재 1,3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의 협조를 받아 

만성질환자에게 사전돌봄계획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간

호사의 경험과 인식을 설문조사 하면서 향후 있을 간호

사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심이 있는 경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하였다. 총 167부의 설문지 응답

자 중 14명의 간호사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하지만, 정보화된 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수집하는 시점에서 연구 참여에 

관심을 보였던 상급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14명 전원이 

120시간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 및 일정이 맞

지 않음, 교육 날(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

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 참여 결정을 철회하였다. 그다음

으로 간호사 무료 구인 광고를 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2018년 8월 25일부터 2018년 10월 13일까지 7주 동

안 광고를 게재하여 총 28명의 간호사가 연구 참여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5명의 간호사가 자발적 또는 동

료 추천(Peer & self-referral)을 통해 추가로 모집되었

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모집된 간호사 33명 중 17명

이 개인 사정, 교육비 선납 부담, 교육 실습을 위한 시간

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음, 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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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후 흥미가 없어짐 등을 이유로 참여 의사를 번복하

였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을 앞둔 1명은 연구 참여

의 성공 지표 중 하나인 80% 이상의 교육참여(온라인 

90%, 오프라인 70%)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팀이 연구 참여를 제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모집된 간호사 15명의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팀은 국립암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완화·

호스피스 표준교육의 교육비를 연구대상자들이 선납한 후 

교육을 시작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연구팀이 개발한 60시

간의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운영하였다.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제출과 70% 이상의 오프라인 교육 참여를 완수한 

경우 선납한 온라인 교육비를 환급하고, 오프라인 교육 수

료에 대한 수료증과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C 대학교 기관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1802–SB–024-01)을 받

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목적, 자유의사에 따른 연구 참여, 원치 않으면 언

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대상자의 익명성과 연구

로 인해 얻게 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되묻기 방법

(talk-back method)을 통해 연구 참여 목적, 절차, 방

법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후 서면 동의를 받

았다.

2.4 연구절차

2.4.1 완화간호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블랜디드 교육방법(온라인-오프

라인 교육-실습)을 적용하여 총 120시간의 교육을 제공

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바쁜 

간호사의 일상을 고려하고, 현존하는 완화·호스피스 전

문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완화간호가 다학제의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

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소개하고 이

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악치료를 통해 영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음악치료사를 간호사 교육의 강사로 참

여하게 하였다.

Table 1. Palliative Care Nurse Training Program for Patients with Advanced Chronic Diseases

Category Contents Operating time Instructor Certification

Standardized 

hospice-palliative  care  

online program for nurses

Online education Total 41 lectures Online Certificate of the 

program if 

participant is 

successfully 

completed.

Practicum and submitting two reports 16hours/2days Practicum in 

Hospice ward

Online test Pass when the 

correct answer 

rate is more than 

60%

Online

palliative care in disease 

stage-disease 

experience  

Offline education Total 60hours

Orientation and introduction 4hours Research team Certificate when 

the offline course 

was attended 

more than 70%

Necessity of palliative care by disease stage-illness 

experience 

4hours Research team

Understanding of health equity and health literacy- 

Necessity of patient customized health education

3hours Research team

Learner-oriented health educ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4hours Research team

Manage of symptoms of advanced chronic disease 

(diabetes, chronic renal disease, chronic health failure,  

liver cirrhosis,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atient education material development, simulated 

patient education in the class, self-study & team 

project

30 hours Participants (A 

group of 2-3 

persons)

Understanding difficult subjects: how to start a 

conversation about  advance care planning and 

designation of adult guardianship

4hours Research team

Improving spiritual health using guided music therapy 4hours Music therapist

Understanding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procedure, required lawful document 

3hours Palliative care 

nurse 

Medical welfare and care coordination 4hours Soci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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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호스피스 전문인력 표준교육(60시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식으로 제공되는 현존하고 

있는 간호사 대상 완화간호 표준 프로그램으로 주로 말

기 암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

한 교육이다.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1년에 1～2회 정도

만 제공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똑같은 프로

그램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협업으로 개발되어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사 이러닝 교육으

로 제공되고 있다. 매달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41차시 

이러닝 교육과 2일의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실습이 60

시간의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90% 이상의 이러닝 

진도율, 60점 이상의 시험성적, 실습 이수 후 제출하는 

과제로 총점을 계산하게 되며, 총점 88점 이상을 얻어

야 수료할 수 있다. 

2)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교육(60시간)

완화·호스피스 전문인력 표준교육을 이미 수료했거

나, 현재 수강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팀이 개발

한 60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매주 토요일마다 총 6회

에 걸쳐 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하였다. 교육은 심질환, 

신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간경화, 만성 폐쇄성 폐질

환, 뇌졸중 등의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

상관리 및 자가간호 교육, 사전돌봄계획(예: 완화간호 

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술,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케어코디네이션, 전환요법(음악요법)을 이

용한 영적간호 체험(예: 음악심상요법 경험, 임종환자

들이 음악심상요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

한 사례 설명, 사전돌봄계획의 일부로 임종 시 음악 리

스트 작성 소개) 등이 교육에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팀

이 1차년도 동안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심

층면담을 실시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결과[4] 등을 연

구참여자와 공유하였다. 

2.5 연구도구

오프라인 교육 시작 전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지식, 

태도, 자아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교육 

종료 직후에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 

종료 후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집단면담을 실시하

여 프로그램 현장적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알아보았다.

연구 수행 시, 연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타

당도,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

다. 그러나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 대상 완화간호 제공

을 위한 간호사 교육이 전무한 점, 사전돌봄계획

(Advance Care Planning)이 단순히 의료적 결정 뿐 

아니라 인간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영적 건강을 충족시

킬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20], 기존 연

구에서는 의료 행위 의사결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계획[19] 등

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 점, 본 연구가 수행되고 연명의

료 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의 경우 4개의 연명의료 시

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혈액투석)

에 대한 결정만을 포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

료결정서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개발된 프로그램의 향후 전국단위의 실행·확

산을 위해 시행된 파일럿 연구임을 고려하여 도구 개발 

및 검증에 경험이 있는 주저자가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 문항을 구성하여 전문가 집단

의 내용 타당도와 연구참여자 집단의 안면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새롭게 개발하였다. 

2.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간호사의 사회 인구학적 특

성 9문항, 개인 경험 관련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경험은 연명의료 관련하여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죽

음, 연명치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의 노출, 만성 중

증 질환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 유무를 포함시켰고, 완

화간호 제공 관련 문항은 Jezewski [21]가 개발하고 김

미영[22]이 수정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2.5.2 사전돌봄계획과 관련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자아효능감

1)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지식은 연명의료 관련 내용을 묻

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Hong과 

Kim[23]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

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자 개발

한 설문지 및 선행연구,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정의된 연명의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저자가 개발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연명치료․사전돌봄계획과 

관련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었고, 생애말기 환자나 암환자

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설문지를 생애 후기 비암성 만

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수정하였으며, 2018년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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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항도 첨가

하였다. 정답을 선택한 경우 1점, 오답 또는 ‘잘 모르겠다’

를 선택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 15점 만점으로 하였

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68이었다.  

2) 사전돌봄계획 수립에 대한 태도

Jezewski [21]가 개발하고, 김미영[22]이 수정한 질

문지를 참고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

는 시류를 고려하여 주저자가 총 14문항의 4점 척도 설

문지로 개발하였다.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

는 것이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5였다.

3) 사전돌봄제공 수립 논의와 관련한 자아효능감

Jezewski [21]가 개발하고, 김미영[22]이 수정한 질

문지를 참고로 주저자가 개발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

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8이었다.

2.5.3 간호사 교육 피드백 수렴을 위한 집단면담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동안의 오프라인 교육, 국

립암센터 이러닝 호스피스 표준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를 이용하여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을 위해 

사용한 세 가지 반구조화 질문은 “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는 동안 좋았던 점과 어

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간호사 교육을 수정, 보

완할 때 연구팀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였다. 

2.6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이수하는 방법

을 택했기에 교육 이수 기간이 연구팀이 예상한 최장 6개

월보다 짧았으며, 빠른 자료수집이 가능할 수 있었다.  

연구에 관심을 보인 총 47명 간호사 중 15명이 교육

에 참여하였다. 교육 개시자 15명 중 13명이 교육을 완

수하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참석완료 하였

으나, 온라인 프로그램의 이수증을 연구팀에 제시하지 

못했고 설문지 응답 또한 불충분한 1명으로부터 얻은 

양적연구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양적연구의 경우 

최종 12명의 자료를 가지고 최종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 분석은 SPSS 21.0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 

빈도 및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전과 후의 평균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참여자 

수가 적음을 고려하여 효과크기를 cohen’s d로 계산하였

다.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Shapiro-Wilk test

를 이용하였고, 사전돌봄계획 관련 지식, 태도, 자기효

능감 자료의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 반구

조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집단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보조연구원이 면담에 배석하여 대상

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메모를 하였

다. 이후 녹음된 대상자의 응답을 필사하고 질적 연구

에 경험이 있는 주저자와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내용 분

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카테고리별 주제, 주

제모음,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

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평균 38.1세였고 29세부

터 48세까지 분포하였다. 교육정도는 4년제 5명, 석사 

이상 4명, 3년제 3명 순이었다. 

근무지는 ‘내과계’ 4명, ‘요양병원’ 3명 등의 순이었

고,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종교는 ‘무교’ 5명, ‘기독교’ 4명 순이었다. 결혼상태

는 ‘기혼’ 8명이었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8명이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험은 11명이 ‘예’라고 답하였

고, 가까운 사람의 중증 만성질환 경험은 7명이 ‘예’라

고 답하였다.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받은 

경험은 2명만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돌봄계획서에 대해 들

어본 경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사전돌봄계획서 관

련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 경험’은 교육 전 모두 ’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완화간호에 대한 환자의 동의 

후 간호를 제공한 경험’은 교육 전 1명이 ‘예’라고 하였

으나 교육 후에는 3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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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2)

Item
Frequency(%)

Pre Post

Gender Female 12(100) 12(100)

Age

(year)
average age = 38.1±7.14

a≤30 1(8.3) 1(8.3)

30<b≤35 5(41.7) 5(41.7)

35<c≤40 1(8.3) 1(8.3)

d>40 5(41.7) 5(41.7)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4(33.3) 2(16.7)

hospice - 1(8.3)

surgery 1(8.3) 3(25)

convalescent hospital 3(25) 2(16.7)

ICU 1(8.3) 1(8.3)

anesthesiology - 1(8.3)

missing 3(25) 2(16.7)

Career (year)

1<a - 3(25)

1≤b<5 6(50) 5(41.7)

5≤c<10 2(16.7) 1(8.3)

d≥10 - 1(8.3)

missing 4(33.3) 2(16.7)

Education

2 or 3-year college 3(25) 1(8.3)

4-year college 5(41.7) 6(50)

≥master's degree 4(33.3) 5(41.7)

Religion

The Christian 4(33.3) 5(41.7)

The Buddhism 1(8.3) -

The Catholic 2(16.7) 2(16.7)

none or others 5(41.7) 5(41.7)

Marital status
Single 5(41.7) 4(33.3)

Married 7(58.3) 8(667)

Having children
No 4(33.3) 5(41.7)

Yes 8(66.7) 7(58.3)

Dying experience in close network
No 1(8.3) 1()8.3

Yes 11()91.7 11(91.7)

Illness experience in close network
No 5(41.7) 4(33.3)

Yes 7(58.3) 8(66.7)

Education related to palliative care
No 10(83.3) 12(100)

Yes 2(16.7) -

Ever provided promotion about palliative care
No 10(83.3) 3(25)

Yes 2(16.7) 9(75)

Ever heard about advanced medical directives
No 12(100) -

Yes - -

Ever heard about advance care planning
No 12(100) -

Yes - -

Explaining procedures of palliative care
No 12(100) 9(75)

Yes 　- 3(25)

Taking care of patients on agreement of palliative care
No 11(91.7) 9(75)

Yes 1(8.3) 3(25)

3.2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간호사 교

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접근성, 교육 참여율 

및 완수율

3.2.1 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접근성

간호사들은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

화간호 제공 간호사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는 지역사회나 이

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3.2.2 교육 참여율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67명 중 14명(8.4%)이 연

구 참여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사

람은 0명이었고, 간호사 e-Community에 무료 구인공

고를 올려 지역사회에서 모집한 간호사 33명중 15명

(31.9%)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학력, 연령은 다양하였고, 

6주간의 교육 참여를 위해 대전뿐 아니라 타지(인천, 

대구, 부천)에서 일부러 이동해 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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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rrect answers Mean±SD

t(p) Cohen’s d
Pre Post Pre Post

1. A patient have the right to decide Life-sustaining treatment. 12 12 1.00

±0.00

1.00

±0.00
- -

2. In the L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PR is elective before 

Life-sustaining treatment. 
12 12 1.00

±0.00

1.00

±0.00
- -

3. In the L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 artificial respirator is elective 

before Life-sustaining   treatment. 
12 11 1.00

±0.00
0.92
±0.29

1.00

(.339) -

4. In the L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ticancer treatment is elective 
before Life-sustaining treatment.

6 12 0.50

±0.52

1.00

±0.00

-3.32
(.007)

_

5. In the L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emodialysis is elective before 

Life-sustaining treatment. 
6 12 0.50

±0.52

1.00

±0.00

-3.32

(.007)
_

6. Advance medical directives completed by an adult aged 19 or older has 

its legal effect.
2 3 0.17

±0.39

0.25

±0.45

-0.43

(.674)
0.19

7. Advance medical directives never changes once written. 12 11 1.00
±0.00

0.92
±0.29

1.00

(.339)
_

8. A patient can ask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completion of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s.

2 7 0.17

±0.39

0.58

±0.52

-2.16
(.054)

0.90

9. Only advanced medical directives completed by a lawyer has its legal 

effect.
6 11 0.50

±0.52

0.92

±0.29

-2.16

(.054)
0.99

10. A patient in terminal care or death can complet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m.
10 12 0.83

±0.39

1.00

±0.00

-1.48

(.166)
_

11. A chronically ill patient in a local community can complete advance 

medical directives.
8 12 0.67

±0.49
1.00
±0.00

-2.35

(.039)
_

12. Family members’ agreement for the patient’s average valu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s favorable as a patient’s intent for life-sustaining 

decision making in case of incomplete advance medical directives. 

8 10 0.67
±0.49

0.83
±0.39

-1.00

(.339)
0.36

13. Advance care plan is a document describing essential medical actions 

for an ill patient with incapability of decision making. 
7 9 0.58

±0.52

0.75

±0.45

-0.69

(.504)
0.35

14. A medical, legal representative can make a health care decision on 

behalf of a mute patient on a temporary or long term basis.
11 12 0.92

±0.29
1.00
±0.00

-1.00

(.339)
_

15. A patient can change medical, legal representative at any time. 10 12 0.83

±0.39

1.00

±0.00

-1.48
(.166)

_

Sum of knowledge
10.33

±2.27

13.17

±1.27

-4.02

(.002) 1.54

3.2.3 교육 완수율

교육을 시작한 총 15명중 13명이 교육을 완수하여 

교육 완수율은 86.7%였다. 

3.3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간호사 교

육 프로그램의 효과 및 피드백

3.3.1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 완화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사

의 사전돌봄계획 관련 지식(Cohen’s d=1.54), 태도

(Cohen’s d=0.15), 자아효능감(Cohen’s d=1.95)이 높

아짐에 따라 본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지식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지식 점수의 교육 전후 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지식에 있어 정답을 모두 맞힌 

문항은 교육 전에는 1번, 2번, 3번, 7번 문항, 교육 후에

는 1번, 2번, 4번, 5번, 10번, 11번, 14번, 15번이었다.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지식 점수는 사전 

10.33±2.27점, 사후 13.17±1.27점으로 교육 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t=-4.02, p=.002, cohen’s d=1.54).

문항별로 보았을 때, ‘환자는 연명의료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와 ‘연명의료 결정을 미리 할 수 있

는 항목 중 하나는 심폐소생술이다’, ‘연명의료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인공호흡기 착용이다’

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할 수 

없다’ 등의 항목에서는 사전, 사후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지식 점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연명의료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항암제 투여이다(t=-3.32, p=.007)’, ‘연명의료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혈액투석이다

(t=-3.32, p=.007)’,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만성질

환자는 사전돌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t=-2.35, 

p=.039)’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 점수가 상

승하였다.

Table 3. Pre- and Post-Education Knowledge Score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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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돌봄계획 수립에 대한 태도

사전돌봄계획 수립에 대한 태도의 교육 전후 평균 

점수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전돌봄계획 수립에 대한 태도는 사전 3.32±0.44점, 

사후 3.38±0.38점으로 사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0.86, p=.422, cohen’d=0.15).

문항별로 보았을 때, 1번, 12번, 13번 항목은 변화가 

없었다. 2번부터 5번은 사후 점수가 낮아졌다. 그 외 나

머지 문항은 사후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사전에는 ‘말기상태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중

증 만성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환자는 생명유지 장

치 거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와 ‘환자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생명유지 장

치 거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3.55±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생

각한다’는 2.73±1.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후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모든 환자는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사전돌봄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가 3.70±0.48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생

각한다’는 3.00±1.00점으로 사전과 동일하게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4. Pre- and Post-Education Attitude Scores              (N=12)

Item
Mean±SD

t(p) Cohen’s d
Pre Post

1. A patient at the end of life can make a decision and has a right to deny life support 

devices in advance.
3.45

±0.52

3.45

±0.52

0.00

(1.000)
-

2. A chronically ill patient can demand a life support device in advance, even if he/she is not 

at a stage of terminal care or end   of life.
3.45

±0.52

3.27

±0.65

1.49

(.167)
-0.31

3. A chronically ill patients have a right to make a preliminary decision to refuse of life 

support devices. 
3.55

±0.52

3.36

±0.51

1.49

(.167)
-0.37

4. Everyone has a right to make a preliminary decision to refuse   life support devices. 3.55

±0.52

3.45

±0.52

0.56

(.588)
-0.19

5. A healthcare provider should respect the wishes of a patient despite disagreement over end 

of life care decision.
3.45

±0.52

3.36

±0.51

0.43

(.676)
-0.18

6. It may be best not to provide all information to the patient.
2.73

±1.10

3.00

±1.00

-0.82

(.432)
0.26

7.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atient’s and   family’s wishes for end of life care 

decision, the nurse should follow the patient’s opinion.

3.27

±0.65

3.45

±0.52

-0.80

(.441)
0.31

8. All patients capable of making a decision should prepare advance medical directives, 

advance care planning. 
3.40

±0.52

3.70

±0.48

-1.96

(.081)
0.60

9. The nurse should actively assist patients in preparing advance medical directives, advance 

care planning. 
3.36

±0.51

3.64

±0.51

-1.94

(.082)
0.55

10. If a primary doctor does not consider patient’s value in ‘death with dignity’ as a treatment 

option, any other physicians in the patient care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3.18

±0.60

3.36

±0.51

-1.49

(.167)
0.32

11. If a primary doctor does not consider a patient’s value in ‘death with dignity’ as a 

treatment option, nurses for patient care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3.18

±0.60

3.36

±0.51

-1.49

(.167)
0.32

12. If a primary doctor does not consider patient’s value in ‘death with dignity’ as a treatment 

option, any person in the patient care (ex. social worker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3.18

±0.60

3.18

±0.60

0.00

(1.000)
-

13. Nurses should assist patients decid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reservation or 

suspension should be presented as one of the options for treatments. 3.36

±0.51

3.36

±0.51

0.00

(1.000)
-

14. Nurses should have the ability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nd counseling to ensure 

patients and family member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3.50

±0.53

3.30

±0.48

1.50

(.168)
0.40

Total mean score
3.32

±0.44

3.38

±0.38

-0.84

(.422)
0.15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7호93

3) 사전돌봄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아효능감

사전돌봄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아효능감의 교육 전후 

비교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전돌봄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아효능감은 사전 

1.11±0.59점, 사후 1.96±0.18점으로 교육 후 매우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t=-4.47, p=.001, cohen’d=1.95).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아효능감보다 사전돌봄계

획 자아효능감 점수 증가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hen’s d= 1.84 vs. 2.01).  

Table 5. Pre- and Post-Education Self-Efficacy Scores         (N=12)

Item
Mean±SD

t(p) Cohen’s d
Pre Post

Advance medical directives 1.13±0.58 1.93±0.20 -4.31(.001) 1.84

Advance care plan 1.08±0.61 1.99±0.19 -4.49(.001) 2.01

Total mean score 1.11±0.59 1.96±0.18 -4.47(.001) 1.95

3.3.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피드백은 다음

과 같다.

1) 교육 참여 이유

교육에 참여한 이유는 자기계발(2명), 동의서 작성 

후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해당 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가(1명), 박사논문 주제 찾기(1명), 근무하면서 교육 

필요성을 느낌(5명), 만성질환자 가족을 간호하면서 교

육 필요성을 느낌(1명), 평소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

음(1명) 등 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본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2) 교육받는 동안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1) 만성질환자 대상 완화간호 제공을 위한 내용습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좋았던 점은 음악치

료사가 제공한 음악심상요법을 이용한 영적건강 프로

그램, 의료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에 대한 정보, 완화간호와 호스피스 간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비암성 만성질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부담으로 느껴졌던 완화간호에 대한 부담

감 해소, 회복될 수 없는 병의 진행을 겪는 환자를 간호

하면서 겪었던 우울감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 내용을 자신의 실무로 옮겨 생애 후기 만성

질환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2) 간호사로서의 역량개발 및 롤 모델 발견의 장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교육을 무

료로 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

다. 다른 간호사 보수교육과 달리, 다양한 경력, 학력, 

간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동료 간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금까지 간호에 대해 가졌던 회의감을 해소하고 

반성과 성찰을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호학을 보다 가

치 있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교육에 참여

한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동

료애를 보다 강하게 느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력

개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되고, 나아가 계속 공

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 나아가 재가 장기요

양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등 미래 간호의 새로운 분야

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 분야를 접목

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간호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을 알게 되었고 시야를 넓혀 융합학문으로서의 간호학

의 미래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교육자 역할에 대한 부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비암성 만성질환자들에게 

자가간호 및 완화간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양성이었기에, 본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이 단

순히 청취자, 피교육자가 아닌 교육자가 되어 교육을 

제공하는 시연과정을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

고 있었다. 연구팀이 간호학 교과서 및 문헌을 기반으

로 마련해 준 기본 자료에 본인들의 임상경험을 더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병인론, 질병 단계별 자가간호에 대한 

내용을 2-3명씩 조를 이루어 각 주제별로 계획한 후 발

표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이론과 실무의 차

이를 이해하고 임상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장 실무

를 서로 공유하며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장

점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참여자는 자신이 교육을 준

비하고, 교육자로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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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3) 프로그램 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 의견 

(1)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역량강화 요구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음악치료, 미술치

료,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 간호를 위한 간호사 

교육임을 강조한 홍보 필요

많은 간호사들이 완화간호를 생애말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호스피스 간호 또는 임종간호로 오해한다. 그

래서 본 교육이 생애 후기 비암성 만성질환자를 간호하

고 있는 간호인들을 위한 교육임을 강조하여 프로그램

을 홍보할 것을 조언하였다. 

(3)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향후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도록 조언하였다. 예를 들어 생애 말기 

암성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러닝 프로그램

처럼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였던 생애 후기 비암

성 환자 간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보기술을 접목

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4. 논의

본 파일럿 연구는 향후 실시할 생애 후기 비암성 만

성질환자들을 위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 

및 확산을 위해 대상자 접근성,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교육 참여율, 완수율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현장 적용을 

위한 피드백을 수집하고자 수행되었다.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 대상 완화간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모집과정과 간호사들의 프

로그램 참여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20시간이라

는 장기간의 교육이지만 교육 참여율은 31.9%, 교육 완

수율은 86.7%였다. 향후 오프라인 교육시간을 줄이고 

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로 기획하며, 주말 이

외의 교육, 교육비 선납 문제 해결, 의무교육인 보수교

육과 연계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고려한다면 교육의 확

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전돌봄계획과 관련된 지식 점수는 교육 후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t=-4.02, p=.002, cohen’d=1.54), 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여 

생애 후기 비암성 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간호사 교육의 

필요성, 효과성, 향후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사전돌봄계획 수립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교육 

전 3.32점에서 교육 후 3.38점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전돌봄계

획에 대한 태도 도구 개발 시 참고했던 도구[22]로 ‘측

정한 생의 말기 치료 결정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

도’에서 보고한 점수를 4점 척도 기준으로 환산한 3.25

점(60점 중 48.7점)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간호사 스스로가 평소 사전돌봄계획 수립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기도 하며, 도구가 가진 천정효과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은 교육 전, 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의료결정의 주체가 누

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서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

주는 항목이기도 하다[6]. 의료결정의 주체에 대한 결정

은 사전돌봄계획이나 연명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간호사들의 생각

을 보다 명료하게 알기 위해 질적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지식이나 사전돌봄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아효능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영역, 돌봄계

획 영역 모두에서 사후 평균점수가 약 2배 가까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선행과제였던 비암성 

만성질환자와의 심층면담 결과[3]인 환자들의 완화간호

에 대한 요구도 및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내용들을 참여

자에게 제공하고 토론을 통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함으

로써 중증 만성질환자 간호 시 느끼는 불안이나 부담감

이 충분히 극복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사 보수교육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호사들은 체계

적으로 간호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자신의 업무

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때 직무에 만족하

고 높은 업무성과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의욕 

저하, 스트레스 및 소진을 느껴 결국 이직 가능성이 높

아진다[24]. 간호사의 보수교육 또한 전문간호직에 있

는 간호사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최신 정보

를 업데이트하게 하고 경력개발을 하는데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증가와 경쟁적 환경, 

과도한 업무 속에 관행적으로 실시되거나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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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대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 강의

식 집합식의 획일화된 교육체계 등은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25]. 2013년 4월 28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전면 실

시를 통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26] 교육의 질 및 

임상경력별 교육 요구도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27]. 

또한 일부 연구[28]에서는 경력간호사의 경우 근무경력

에 따라 능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어 교육요구 및 전문

성 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따라서 계속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대상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경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

용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

나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 비대면 교육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 및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향후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적극

적·융합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 간호사 보수교육의 한계점으로 지적

되었던 사항들을 숙고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을 

적용하였고, 향후 간호사 교육개발 시 참고할 여러 교

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 교육, 실습으로 교육을 구성하였고, 오프라인과 온라

인의 장단점을 접목하였다. 또한 관심 주제는 일치하나, 

연령대나 교육 수준이 다양한 간호사를 소집단으로 묶

어 집단 과제를 하도록 하고 교육하는 방식은 교육 집

단 내에서 롤모델을 찾고, 직업이나 학업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

자들은 연구팀이 의도했던 프로그램 효과 외에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었으며, 향후 연구팀이 비슷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개인 부담금을 내

고서라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

기도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현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상담을 하고 있

는 학사학위 소지 간호사와 환자 안위 증진을 위해 함

께 협업하고 있는 다른 전문직(예: 의료 사회복지사, 호

스피스 팀의 음악치료사)들을 간호사 교육의 강사로 초

대하여 그들의 일을 소개한 것 역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적용-확산연구에서 이론과 실무의 협업, 모든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의 참여는 성공의 필수요

소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선행연

구에서 듣고, 그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구

팀뿐 아니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

청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환자들

에게 제공되는 현존 서비스를 경험해보도록 하는 교육

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완화간호 제

공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며, 환자 간호에 있어 

다학제적 팀 접근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갖게 되

는지를 체감했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표현이나 치료적 

결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의료에 대한 결정뿐 아니

라 포괄적 돌봄계획을 세우는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이 의료적 처치에 중점을 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결정서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를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간호가 정의하는 

건강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통합임을 고려하

면 환자들의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할 사전돌봄계획 수

립을 주치의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를 위한 완화간호 제

공에 대한 긍정적 방향과 간호사 영역 확대 및 계속교육

에 여러 시사점을 남겼지만,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

한 사람들은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금전적 혜택이나 경

력 인정의 혜택이 거의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자들로 경력개발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자기 동기

부여가 매우 강한 집단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로부

터 얻은 결과를 간호사 일반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이 파일럿(예비) 연구이

기는 하지만 참여자 수가 적은 것도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요소로 사료된다. 비

슷한 맥락에서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보였던 모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이 교육 철회를 결정한 것 역시 

본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기 전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 수정·보완

할 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생애 후기 비암

성 만성질환자에게 완화간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나아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만성질환자 케어코디네이션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비암성 만성질환자 대상 완화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효과성 검증; 파일럿 연구 96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시간을 줄이기 위해 생애

말기 호스피스 간호와 생애 후기 완화간호 교육을 분리

하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했던 생애 후기 만성질환자들

의 완화간호를 호스피스 표준과정과 같이 온라인교육

으로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사 보수교육 

법정 의무시간으로 정해진 8시간을 오프라인 교육 시

간으로 활용하여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후, 그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향후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 분석

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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