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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

구도를 알아보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는 연구자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통합하여 개

발한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

교 부속병원에서 복합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거나 복합만성질환의 온라

인 자조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

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96부이었으며 SPSS IBM 23.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heffé test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58±0.33점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평균이 

3.00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영역 순



- v -

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신체기능의 보존 요구이었으며, 문항 중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경

련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3. 부모의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는 심리사회적, 사별, 영적 돌봄 영역 순으

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요구가 가장 높았

고, 문항 중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었다.

4.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질병을 3개 이

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룹Ⅱ(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군)의 경우, 진단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입원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 요구도

가 가장 높았다.

5.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와 그 부모

에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제공 시 자녀에게는 신체증상을 조절하고 신체기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의료진과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의 요

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복합만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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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소아청소년 완화의료(pediatric palliative care)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

는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죽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그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or Terminal 

Conditions and their Families (ACT), 199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98; Bioethics, 2000; Behrman & Field, 2003).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란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질환을 의

미하며,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이란 완치의 희망이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

게 되는 질환을 의미한다(ACT, 2009).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질병의 진단 

시부터 제공될 수 있으며, 소아청소년이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다(WHO, 1998).

  국내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소아청소년의 수는 연간 15만 명 정도이며, 

대상에는 말기 소아암, 중증 선천성 유전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질환으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의 수는 연간 1,300명이고, 이중 소

아암은 35.2%(458명), 비(非)암질환은 64.8%(844명)이다(김민선, 임남구, 김

현주, 김초희, & 이진용, 2018). 이처럼 많은 수의 소아청소년이 완화의료의 

대상에 포함되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99곳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2018)이 모두 성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아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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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성인과 다르게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

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발달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질병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Davies, Brenner, Orloff, 

Sumner, & Worden, 2002; 강경아 & 황애란, 2012). 또한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의 대상 질환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질환마다 진행되는 과정과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대부분 기대여명을 예측하는 것이 불확실하고, 소아암의 경우에

는 생존율이 약 80%로 높기 때문에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정

극규, 2002). 사별관리 측면에서도 부모는 자녀와 사별로 인한 슬픔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관심을 요하며, 형제자매와 조부모에게도 

사별 후 돌봄이 필요하다(강경아 & 황애란, 2012). 이처럼 소아청소년 완화의

료는 다원적 차원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Himelstein, Hilden, Boldt, & Weissman, 2004), 이들을 위한 전문기관

과 숙련된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특수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가이드라인이 정착되

어 있지만(ACT, 2009; Center to Advance Palliative Care, 2013), 국내의 

경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2017년까지는 없었으며(국가암정보센

터, 2017), 201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최대 2곳의 시범사업 기관

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시작 단계인 현 시점에

서 정책과 실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포괄적으

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가 잘 반영된 소아청소

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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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요구도를 파악하여, 추후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에 부합하는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와 그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호스피스·완

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둘째,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및 자신에 대한 소아청

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를 파악한다.

  셋째,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와 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

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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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① 이론적 정의

  복합만성질환(complex chronic conditions, CCC)이란 갑자기 사망하지 않

는 한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의학적 질환을 의미하

며, 여러 신체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의 신체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

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로 3차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Feudtner, Christakis, & Connell, 2000).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복합만성질환이란 영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협회에서 제시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소아암, 대사질환, 염색체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뇌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애, 선천성 뇌 기형, 

뇌성마비를 의미한다(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or 

Terminal Conditions and their Families, 1997).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란, 상기 질환을 진단 받은 만 18세 미

만의 자녀를 둔 부모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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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① 이론적 정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만성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것

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WHO, 1998). 소아청

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란 상기 돌봄에 대해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구

의 정도를 의미한다.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와 요구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요구도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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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

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적

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체계를 의미한다(ACT, 1997).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목적은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완화함으

로써 안위를 증진하고 삶의 질,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WHO, 1998).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질병의 진단 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적

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며 임종 시와 사별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의사, 간호사, 치료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

로 구성된 다학제 팀에 의해 협력적으로 계획되고 제공된다(WHO, 1998).

  소아청소년기에 사망하는 환자는 성인에 비해 소수이지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종류는 훨씬 다양하고 많다(ACT, 1997). 1997

년 영국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협회에서는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

년기의 질환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표 1>. 먼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지만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 치료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근치

적 치료와 함께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이다. 예를 

들어 진행기 암, 복합적 또는 위중한 심장질환, 초극소 미숙아 등이 있다. 다

음은 조기 사망이 예측되지만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상

당한 경우로, 집중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및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군이다. 

예로는 뒤센 근이영양증, 중증 면역결핍질환,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 신부전, 

중증 흡수장애 등이 있다. 세 번째 군은 진단 이전 또는 진단 시부터 지속적



- 7 -

으로 악화되며 완치가 불가능하여 완화의료적 접근만이 가능한 군으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수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중증 

진행성 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가역적 질환이지

만 악화되지는 않으며 합병증으로 인해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 군이

다. 예로는 중증 뇌성마비, 다발성 장기부전 또는 중증 호흡장애를 가진 미숙

아, 중증장애를 동반한 뇌 손상 등이 있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8).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위와 같이 다양하며, 질환에 따라 

진행결과가 다르다. 또한 예후나 기대여명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질

병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Himelstein et al., 2004). 따라서 진단 후 진행

경과에 따라 치료의 목적을 완치하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것, 증상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0).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환자의 증상, 환자와 가족

의 삶의 질, 질병 경과에 따른 예후의 예측 등을 고려하게 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의 독특한 요구에 근거하여 제

공된다(Himelstein et al., 2004). 먼저, 소아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영적 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발달단계에 따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이

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Davies et al., 2002). 

통증과 같은 증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

력도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종교적, 문화적 신념과 대처 방식, 질병 경험, 이전의 상실과 죽음 경

험을 고려하여야 한다(Himelstein et al., 2004). 특히, 한국문화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감정과 의식의 동일체적 친애관계로 지나치게 착되어 있다. 

자녀의 독립성, 개별성, 자율성을 추구하고 격려하는 서구의 자녀양육방식과 

달리 한국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일심동체(一心同體) 의식이 깊게 뿌리내

려 있다. 부모와 자녀의 동일체적 관계에서는 자녀의 기쁨과 슬픔이 곧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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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쁨과 슬픔이 되고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곧 부모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된다(최인재, 2006). 이러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질병에 걸리

게 되고 사별하게 되었을 때 부모는 매우 큰 슬픔을 느끼게 되며 그 슬픔은 

장기간 지속된다. 또한 소아청소년은 법적으로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으며 가

족의 의사결정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의사결정 시 자녀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떠

안고 있다(Himelstein et al., 2004). 완화의료팀은 이를 지원해주고 옹호해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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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ion of Pediatric Palliative Care (ACT, 1997)

분류 특징 예시

Ⅰ

 완치의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질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와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진행성 암

 예후가 나쁜 암

 복합적/중증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질환

 갑작스러운 외상

 초극소미숙아

Ⅱ

 조기 사망이 불가피하지만, 일상생활과 삶의 질 

유지, 생명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집중적

인 치료를 받게 되는 질환.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

 낭성섬유증, HIV감염

 중증 면역결핍장애

 만성/중증 호흡부전

 만성/중증 신부전

 근이영양증, 신경병증

 중증 단장증후군

Ⅲ

 완치가 불가능하여, 진단 이후 오직 완화의료적 

접근만 가능한 진행성 질환으로 수년 정도 생명

연장이 가능함.

 중증진행성 대사질환

 특정 염색체 질환

 중증 골형성 부전증

 바텐(Batten) 병

Ⅳ
 복합적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비가역적·비진행성 

질환으로 합병증이나 조기사망의 가능성이 있음.

 중증 뇌성마비

 다발성 장기부전/ 

중증 만성호흡장애를 

가진 미숙아

 뇌나 척수의 감염/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애

 중증의 뇌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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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현황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암 정책 4가지 기본 요소로 

암 예방, 조기검진, 진단 및 치료, 완화의료를 제시하였으며(WHO, 2007), 이

것을 기초로 한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의 

6대 분야 22개 추진과제 중 하나가 완화의료 분야의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

화의료 제공 체계의 구축이다(보건복지부, 2016). 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먼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요구도 조사를 

진행하고, 국내외 진료지침과 교육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및 환자와 가족 대상의 상담·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의료 

환경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모델을 개

발하고 의료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보상체계 마련 등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다(보건복지부, 2016).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소

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

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

료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이다(중앙호스피스센터, 2018). 생명을 위협하는 소

아청소년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2018년 기준 7개소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형태는 자문형으로 주치의가 담당 환자에

게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에 의뢰하여 주

치의 변경 없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의 필수 인력은 의사 1인, 전담 간호사 1인, 사회복지사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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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대상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Quinn, 

Clarke, & Murphy-Lawless, 2005).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요구도는 생명

을 위협하는 질환과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을 가진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

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돌봄 요구로 나누어진다(T. Kang et al., 

2005).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으로 나누어

지며, 부모에 대한 돌봄 요구는 심리사회적, 영적, 사별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먼저 자녀에 대한 신체적 돌봄 요구는 통증, 오심·구토, 식욕부진, 설사·

변비와 같은 증상 관리와 인지기능, 운동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같은 기능

을 유지하고 증진에 대한 요구가 있다(유철주, 2000; 강경아 등, 2005). 다음

으로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로는 소아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통제감을 갖

도록 도와주는 것(Kang et al., 2005)과 불안과 우울을 완화시키는 정서적인 

지지에 대한 요구가 있다(McSherry, Kehoe, Carroll, Kang, & Rourke, 

2007).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 요구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결

정에 참여하는 요구가 있다(Quinn et al., 2005). 마지막으로 영적 돌봄 요구

는 초월적인 대상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질병과 

치료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평안함

을 느끼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Davies, Brenner, Orloff, Sumner, & 

Worden, 2002).

  부모의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는 정서적지지, 가족 내 개방적 의사소통 촉진, 

의료진과의 원활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있다(McSherry et al., 2007).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24시간 간병하는 부모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간 자녀를 전적으로 의료진이 맡아 돌보는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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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Bioethics, 2000). 

영적 돌봄 요구로는 초월적 대상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

고 자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고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있다(Davies, et al., 2002). 마지막으로 자녀와 사별

하게 된 경우 상실의 슬픔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T. 

Kang et al., 2005).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있었

으나(강경아, 심송용, & 김신정, 2005; 구현영, 최선희, & 박호란, 2009; 정

영순 & 박상연, 2012), 3편에 불구하며 선행연구들은 대상 질환군을 소아암

에만 국한하여 조사하였으며 생애말기에 제공되는 호스피스에 초점을 맞춰 조

사하여 완화의료의 확장된 개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복합만성질환을 진단 

받은 아동의 부모에게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으로 조

사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대상자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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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

구도를 조사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복합만성질환을 진단 받은 

만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이며, 대상 질환에는 소아암, 대사질환, 염색체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신부전, 뇌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애, 선천성 뇌 기형, 

뇌성마비가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자녀가 대상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거나 대상 질환의 온라인 자조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위한 효과크기 0.3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그룹 수 4개(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 질환 분류 기준)

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96명이었다. 여기에 자료 분석 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최종 115명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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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본 연구에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는 연구자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pediatric palliative care)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통합하여 개발한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하였

다. 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개념과 속성, 영

역과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표 2>. 구성된 영역과 하위영역에 따라 선행문

헌과의 비교를 통해 문항을 도출한 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문가에게 검토

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총 32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표 3>.

  예비문항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검증을 실시하였다. Lynn (1986)이 내용 타당도를 위한 

전문가 집단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것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종양전문간호사 1인, 아동전문간호

사 1인, 소아과 병동 파트장 2인,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소아과 병동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6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내

용 타당도는 문항 수준의 내용 타당도(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와 전반적인 도구의 내용 타당도(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로 산출하였다(Polit, Beck, & Owen, 2007). 각각 4점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1점, ‘타당하지 않다’는 2점, ‘타당하다’는 3점, 

‘매우 타당하다’는 4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과 전반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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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Davis, 1992). 

먼저, I-CVI는 각 문항을 ‘타당하다’ 또는 ‘매우 타당하다’라고 평가한 전문가

의 비율을 의미하며, 각 문항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한 후 전문가 간의 동의 

정도를 계산하였다(Polit et al., 2007). 전문가 집단이 6명 이상인 경우 

I-CVI는 최소 0.83 이어야 하는데(Lynn,1986), 본 연구의 I-CVI 점수는 최

소 0.83에서 최대 1.00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0.99로 모든 문항이 타당하였

다. S-CVI/Ave(averaging)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타당하다’ 또는 ‘매우 타당

하다’라고 평가 받은 문항의 비율을 의미하며, S-CVI는 0.90 이상이 되어야 

한다(Polit, et al., 2007). 본 연구의 S-CVI 점수는 최소 0.94에서 최대 1.00

이며 평균 0.99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표 4>.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총 32문항으로<표 5>, ‘자녀에 대

한 돌봄 요구’ 21문항과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 11문항으로 나누어진

다.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는 신체적(11문항), 심리사회적(8문항), 영적 돌봄 

요구 영역(2문항)이며, 부모에 대한 돌봄 요구는 심리사회적(8문항), 영적(2문

항), 사별 돌봄 요구 영역(1문항)으로 각각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영역은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뒤 문항을 도출하였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 돌봄 

요구는 신체적 증상 완화 요구, 신체기능의 보존 요구로, 심리사회적 돌봄 요

구는 자기통제감 요구, 정서적 지지 요구, 의사소통 요구, 관계적 요구로, 영

적 돌봄 요구는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영적 평안 요구로 구성된다. 부모 자

신에 대한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는 정서적 지지 요구, 의사소통 요구, 사회적 

지지 요구로, 영적 돌봄 요구는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영적 평안 요구로, 사

별 돌봄 요구는 사별 후 애도 상담 요구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 ‘필요

하지 않다’는 2점, ‘필요하다’는 3점, ‘매우 필요하다’는 4점으로 점수가 부여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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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

화의료 요구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이었다.

Table 2. Dimension and Sub-dimension of the Needs for Pediatric 

Palliative Care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역 하위영역

1) 신체적 돌봄 요구
① 신체적 증상 완화 요구

② 신체기능의 보존 요구

2)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

③ 자기통제감 요구

④ 정서적 지지 요구

⑤ 의사소통 요구

⑥ 관계적 요구

3) 영적 돌봄 요구
⑦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⑧ 영적 평안 요구

2.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신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역 하위영역

1)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

① 정서적 지지 요구

② 의사소통 요구

③ 사회적 지지 요구

2) 영적 돌봄 요구
④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⑤ 영적 평안 요구

3) 사별 돌봄 요구 ⑥ 사별 후 애도 상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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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liminary Questions derived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Literature Review (32 
items)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

역

하위

영역
문항

출처
Drake

(2003)

Himelstein

(2004)

강경아

(2005)

Kang

(2005)

CHPCA*

(2006)

신

체

적

돌

봄 

요

구

신체적 

증상 

완화 

요구 

1.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 v v v v v

2. 열이 날 때 조절해주는 것 v v

3. 경련을 조절해주는 것 v v v v

4. 영양문제(식욕부진·구역·구토)를 조절해주는 것 v v v v v

5. 호흡문제(기침·가래·호흡곤란)를 조절해주는 것 v v v v v

6. 탈수 또는 부종을 조절해주는 것 v v v

7. 배변문제(설사·변비)나 배뇨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v v v v

8. 피부문제(발진·가려움증·욕창 등)를 조절해주는 

것
v v v v

신체

기능의 

보존 

요구

9. 인지기능(사고·기억·언어 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10. 운동기능(기동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

는 것
v

11. 감각기능(시각·청각)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
v

심

리

사

회

적 

돌

봄 

자기

통제감 

요구

12. 자신의 삶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에 대

한 자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정서적 

지지 

요구

1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을 완화

시켜주는 것
v v v

14.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v v

15.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자아존중감)을 인식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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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자신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

역

하위

영역
문항

출처
Drake

(2003)

Himelstein

(2004)

강경아

(2005)

Kang

(2005)

CHPCA*

(2006)

요

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의사

소통 

요구

16.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이나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v v v v

17. 치료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시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v

관계적 

요구

18. 주위사람(가족·친구·선생님 등)으로부터 사랑받

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v

19. 주위사람(가족·친구·선생님 등)으로부터 잊혀지

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영

적

돌

봄 

요

구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20. 초월적 대상(신·하나님·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v v

영적 

평안 

요구

21.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적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주는 것

v v v v

영

역

하위

영역
문항

출처

Himelstein

(2004)

강경아

(2005)

Kang

(2005)

Meert

(2005)

CHPCA*

(2006)

심

리

사

회

정서적 

지지 

요구

1.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을 완화시

켜주는 것
v v v

2.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v v

3.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임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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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adian Hospice Palliative Care Association
†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됨.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필요하지 않다(2점)’, ‘필요하다(3점)’, ‘매우 필

요하다(4점)’으로 점수가 부여됨.

영

역

하위

영역
문항

출처

Himelstein

(2004)

강경아

(2005)

Kang

(2005)

Meert

(2005)

CHPCA*

(2006)

적 

돌

봄 

요

구

는 것

의사

소통 

요구

4.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것 v v

5.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6. 자녀의 질병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진과 원활하

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v v

사회적 

지지 

요구

7. 사회적 지지망(가족·친척·환우회 등)을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8. 24시간 간병하는 부모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

록 적어도 5일 정도 자녀를 전담 의료팀이 돌보는 

‘단기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v v

영

적 

돌

봄 

요

구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9. 초월적 대상(신·하나님·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v v

영적 

평안 

요구

10. 자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적 평

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v v v

사

별 

돌

봄 

요

구

사별후 

애도 

상담 

요구

11. 자녀와 사별 후 상실의 슬픔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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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Content Validity Test (N=6)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역
하위

영역
문항 I-CVI†

신체적

돌봄 

요구

신체적 

증상 

완화 

요구 

1.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 1.00

2. 열이 날 때 조절해주는 것 1.00

3. 경련을 조절해주는 것 1.00

4. 영양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1.00

5. 호흡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1.00

6. 탈수 또는 부종을 조절해주는 것 1.00

7. 배변문제나 배뇨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1.00

8. 피부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1.00

신체

기능의 

보존 

요구

9. 인지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10. 운동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11. 감각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심리

사회적 

돌봄 

요구

자기

통제감 

요구

12. 자신의 삶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에 대한 자

기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정서적 

지지 

요구

1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것
1.00

14.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1.00

15.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
1.00

의사

소통 

요구

16.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00

17. 치료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시 스스로 결정하고 이

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관계적 

요구

18. 주위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00

19. 주위사람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영적

돌봄 

요구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20. 초월적 대상과의 관계성을 증진함으로써 자신의 존

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0.83

영적 

평안 

요구

21.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받아

들이고 영적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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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신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역
하위

영역
문항 I-CVI†

심리사

회적 

돌봄 

요구

정서적 

지지 

요구

12.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것
1.00

13.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1.00

14.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임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

는 것
1.00

의사

소통 

요구

15.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것
1.00

16.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17. 자녀의 질병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진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사회적 

지지 

요구

18. 사회적 지지망(가족·친척·환우회 등)을 형성하고, 이

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도

와주는 것 

1.00

19. 24시간 간병하는 부모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어도 5일 정도 자녀를 전담 의료팀이 돌보는 ‘단

기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1.00

영적 

돌봄 

요구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20. 초월적 대상(신·하나님·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

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

1.00

영적 

평안 

요구

21. 자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적 평안

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0

사별 

돌봄 

요구

사별 

후 

애도 

상담 

요구

22. 자녀와 사별 후 상실의 슬픔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
1.00

S-CVI/Ave† =.99

† I-CVI=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S-CVI/Ave=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aver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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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eeds of Pediatric Palliative Care for Parents having a Child 

with Complex Chronic Conditions (32 items)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

역

하위

영역
문항

신

체

적

돌

봄

요

구

신체적 

증상 완화 

요구

1.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

2. 열이 날 때 조절해주는 것

3. 경련을 조절해주는 것

4. 영양문제(식욕부진·영양부족·구역·구토)를 조절해주는 것

5. 호흡문제(기침·가래·호흡곤란)를 조절해주는 것

6. 탈수 또는 부종을 조절해주는 것

7. 배변문제(설사·변비)나 배뇨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8. 피부문제(발진·가려움증·욕창 등)를 조절해주는 것

신체기능의

보존 요구

9. 인지기능(사고·기억·언어)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 운동기능(기동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1. 감각기능(시각·청각)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심

리

사

회

적

돌

봄

요

구

자기통제감 

요구

12. 자신의 삶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에 대한 자기 통제

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정서적 

지지 요구

1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불안을 완화시켜주

는 것

14.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15.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자아존중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의사소통 

요구

16.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7. 치료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시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관계적 

요구

18. 주위사람(가족·친구·선생님 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9. 주위사람(가족·친구·선생님 등)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영원

히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영

적

돌

봄

요

구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20. 초월적 대상(신·하나님·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진함으로

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영적 평안 

요구

21.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

적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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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신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영

역

하위

영역
문항

심

리

사

회

적 

돌

봄 

요

구

정서적 

지지 요구

22.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것

23.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24.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임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의사소통 

요구

25. 가족 내(부부간·부모-자녀·형제자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것

26.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27. 자녀의 질병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진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사회적 

지지 요구

28. 사회적 지지망(가족·친척·환우회 등)을 형성하고, 이들로부

터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29. 24시간 간병하는 부모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어도 

5일 정도 자녀를 전담 의료팀이 돌보는 ‘단기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영

적

돌

봄

요

구

존재의 

의미 확인 

요구

30. 초월적 대상(신·하나님·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진함으로

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영적 평안 

요구

31. 자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적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사

별

돌

봄

요

구

사별 후 

애도 상담 

요구

32. 자녀와 사별 후 상실의 슬픔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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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Y대학교 부속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연구진행

에 대한 승인(과제승인번호 4-2018-0093)을 받은 후 2018년 3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교 부속병원의 소아혈액종양

과 담당 교수 1인 및 외래 담당 간호사 1인, 소아신경과 담당 교수 3인, 소아신

경외과 담당 교수 1인, 소아재활의학과 담당 교수 1인과 온라인 자조모임(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담당자 각 1인에게 연구 설명

문과 설문지를 제공하여 연구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

을 얻은 후 진행되었다. 또한 원내 간호국과 해당 병동의 파트장에게 자료수집

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Y대학 부속병원에서 상기 진료과의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과 

외래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편의 표집 하였다. 온라

인의 경우 게시판을 통해 연구를 공지하여 본 연구에 관심 있는 대상자가 자발

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선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집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개인정보 보호 등

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가

보고 형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네이버 폼과 구글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설문 작성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연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

를 함께 안내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였다.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온라인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과 연구

자의 24시간 연락처가 포함된 설명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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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 시 탈락률을 고려하여 115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을 계획하였으나 

배포한 98부의 설문지 중 96부가 누락된 문항 없이 회수되어 최소 표본크기

를 충족하여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이 중 오프라인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78부, 온라인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20부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대상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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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대학교 부속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에서 연구진행에 대한 승인

(과제승인번호 4-2018-0093)을 받은 이후 진행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

합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시행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

과 방법,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

과 불이익, 익명성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문을 제공하

여 오프라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로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다. 온라

인의 경우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

지는 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라인의 경우 봉된 수거함에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설

문이 완료되면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회수되었다. 설문 완료 시에

는 소정의 답례품(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온라인의 경우 답례품 제공을 

위해 수집된 휴대폰 번호는 답례품 제공 직후 폐기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수집한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고

유번호를 부여한 뒤 코딩하였으며,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의 보관 파일에 암호화

하여 저장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동의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

랍에 보관하였다. 규정에 따라 모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 종료 후에 3년 동안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며 서랍의 열쇠

는 연구자가 지니고 연구자 본인 이외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컴

퓨터 파일 또한 이중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 책임자와 연구 담당자 이외의 접근

을 제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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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IBM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heffé test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 28 -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는 총 96명이며,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성별은 남자 60명(62.5%), 여자 36명(37.5%)이었다. 

평균 연령은 8.98±5.22세이며, 발달주기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학령기 35명

(36.5%), 청소년기 25명(26.0%), 학령전기 19명(19.8%), 유아기 11명(11.5%), 

영아기 6명(6.3%)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형제자매는 2명인 경우가 62명

(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45명(46.9%), 둘째가 43명

(44.8%)으로 비슷하였다.

  자녀의 질병 관련 특성은 1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7명(49.0%)으

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 질환을 4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4군이 45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군이 35명(36.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진단 이후 경과시간은 평균 3.18±3.15년이며, 1개월에서 

14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입원횟수는 10회 이상이 46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9.68±8.65회였다. 현재 완화의료를 받고 있는 자녀는 7명

(7.3%)이었고, 과거에 완화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2명(2.1%)으로 1명

은 경제적 이유로 현재는 받고 있지 않으며 1명은 치료 종료 후 정기검진 중

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형제자매나 친척 중에서 완화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명(6.3%)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나 삼촌이라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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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ild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SD)

Gender Male 60 (62.5)

Female 36 (37.5)

Age (years) 0~1 years 6 (6.3) 8.98 (5.22)

1~3 years 11 (11.5)

3~6 years 19 (19.7)

6~12 years 35 (36.5)

12~18 years 25 (26.0)

Number of siblings 1 24 (25.0)

2 62 (64.6)

3 10 (10.4)

Birth order First 45 (46.9)

Second 43 (44.8)

Third 8 (8.3)

Number of diseases 1 47 (49.0)

2 32 (33.3)

≥ 3 17 (17.7)

Classification of diseases† Group Ⅰ 35 (36.5)

Group Ⅱ 10 (10.3)

Group Ⅲ 6 (6.3)

Group Ⅳ 45 (46.9)

Time since diagnosis ＜1 year 26 (27.1) 3.18 (3.15)

1~3 year 29 (30.2)

3~5 year 20 (20.8)

5~10 year 15 (15.6)

≥10 year  6 (6.3)

Number of hospitalizations ≤3 26 (27.1) 9.68 (8.65)

4~9 24 (25.0)

≥10 46 (47.9)

Is your child currently receiving 

palliative care?

Yes 7 (7.3)

No 87 (90.6)

In the past 2 (2.1)

Have your child's siblings or 

relatives received palliative care?

Yes 6 (6.3)

No 90 (93.7)
† : Group Ⅰ - Cancer

Group Ⅱ - Chronic or severe respiratory failure, Renal failure

Group Ⅲ - Progressive metabolic disorders, Chromosomal disorders

Group Ⅳ - Cerebral palsy, Brain malformations, Multiple disabilities 

following brain infectious, anoxic or hypoxic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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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총 96명이며, 부

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어머니가 84명(87.5%), 아버지는 12명

(12.5%)으로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간병하고 있었다. 부모의 평균 

나이는 40.47±6.12세이며, 36~40세가 31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가 서울·경기·수도권인 경우가 66명(68.7%)이었고, 동거가족의 수는 4인 가

족이 58명(60.4%)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수준은 40명

(41.7%)이 ‘중’으로 응답하였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40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66명(68.7%)이 대학교 졸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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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SD)

Relationship with child Father 12 (12.5)

Mother 84 (87.5)

Age 20's 4 (4.2) 40.47 (6.12)

30's 48 (50.0)

40's  44 (45.8)

City of residence Seoul/Metropolitan 66 (68.7)

Provinces 30 (31.3)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2 0 (0.0)

3 28 (29.2)

4 58 (60.4)

≥5 10 (10.4)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0 (0.0)

Upper middle 13 (13.5)

Middle 40 (41.7)

Middle-low 34 (35.4)

Low 9 (9.4)

Religion None 40 (41.7)

Protestant 31 (32.3)

Catholic 10 (10.4)

Buddhism 15 (15.6)

Ect 0 (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3 (24.0)

University 66 (68.7)

Graduate school 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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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본 연구 대상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은 <표 8>과 같다. 호스피

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3명(86.5%)이었고, 이중 62

명(74.7%)이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병원과 의료진을 통해 

알게 된 경우와 주변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15명(15.5%)이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는 63명(65.6%)으로 나머지 20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명(24.0%)이

었고, 이중 12명(52.2%)은 병원과 의료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며, 8명

(34.8%)은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23명 중 18명(78.3%)은 완화의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

하였고 나머지 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약 자녀가 완화의료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이를 받게 할 의향

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67명(69.8%)은 받게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모

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8명(29.2%), 받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1명

(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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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bjects’ Percep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ave you ever heard about hospice care? Yes 83 (86.5)

No 13 (13.5)

How did you know about hospice care?†

(n=83)

Hospital/

Medical Staff

15 (18.1)

Mass media 62 (74.7)

People around 

you

15 (18.1)

Religious 

organization

2 (2.4)

etc. 0 (0.0)

Can you explain what a hospice care is?††

(n=83)

Yes 63 (75.9)

No 20 (24.1)

Have you ever heard about palliative care? Yes 23 (24.0)

No 73 (76.0)

How did you know about palliative care?†

(n=23)

Hospital/

Medical Staff

12 (52.2)

Mass media 8 (34.8)

People around 

you

5 (21.7)

Religious 

organization

1 (4.3)

etc. 0 (0.0)

Can you explain what a palliative care is?††

(n=23)

Yes 18 (78.3)

No 5 (21.7)

If your child is eligible for palliative care,

are you willing to receive it?

Yes 67 (69.8)

No 1 (1.0)

I don’t know 28 (29.2)

† : Multiple responses, Subquestion
†† : Sub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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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58±0.33점이었으며, 그중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도 평

균은 3.61±0.33점,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도 평균은 3.52±0.43점이었

다.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도가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는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도와 부모 자신에 대

한 돌봄 요구도로 나누었으며, 각 요구도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 ‘필요하지 않다’는 2점, ‘필요하다’는 3점, ‘매우 필요하

다’는 4점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도는 <표 9>와 같다. 영역별로 봤을 때 신체적 돌봄 

요구는 3.67±0.34점,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는 3.65±0.44점, 영적 돌봄 요구

는 3.18±0.62점으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

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신체기능의 보존 요구’로 

3.70±0.43점이었고, 다음은 ‘관계적 요구’로 3.69±0.44점이었다. 모든 문항

이 3.00점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문항 중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경련을 조절해주는 것’으로 3.81±0.39점이었고, 다음은 ‘호흡문제(기침, 

가래, 호흡곤란)를 조절해주는 것’ 3.76±0.43점이었다. 반면 영적 돌봄 요구

에 대한 2문항은 각각 3.21±0.69점, 3.16±0.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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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필요하지 않다

(2점)’, ‘필요하다(3점)’, ‘매우 필요하다(4점)’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돌

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함.

Table 9. Needs for Pediatric Palliative Care of Subjects’ Child

(N=96)

Dimension / Sub-dimension / Item† M SD Rank

Physical care needs 3.67 0.34

Preservation of body function 3.70 0.43

Help to maintain and enhance the sensory function 3.72 0.45 5

Help to maintain and enhance the cognitive function 3.71 0.50 6

Help to maintain and enhance the mobility 3.69 0.49 8

Physical symptom relief 3.66 0.38

Control seizure 3.81 0.39 1

Control respiratory problem 3.76 0.43 2

Control nutritional problem 3.73 0.47 4

Control fever 3.67 0.47 10

Control bowel or urination problem 3.59 0.49 15

Control dehydration or edema 3.58 0.50 16

Pain control 3.56 0.63 17

Control skin problem 3.55 0.52 19

Psycho-social care needs 3.65 0.44

Relationship 3.69 0.44

Recognize that you are loved by people around you 3.74 0.44 3

Help to recognize that you are memorable forever 3.64 0.51 11

Emotional support 3.67 0.44

Help to recognize that you are an important person 3.70 0.46 7

Help to feel secure and relieve the anxiety 3.68 0.47 9

Reduce depression 3.63 0.53 13

Self-control 3.61 0.57

Help to feel self-control over your life 3.69 0.49 8

Communication 3.59 0.53

Help to express your inner thoughts and feelings 3.63 0.55 12

Help to make your own decision about care plan 3.55 0.58 18

Spiritual care needs 3.18 0.62

Spiritual peace 3.21 0.69

Help to feel spiritual peace 3.21 0.69 20

Meaning of existence 3.16 0.69

Help to assure the sense of existence 3.16 0.6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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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자신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도는 <표 10>과 같다. 영역별로 봤을 때 심리

사회적 돌봄 요구는 3.59±0.45점, 사별 돌봄 요구는 3.54±0.63점, 영적 돌봄 

요구는 3.21±0.68점으로 심리사회적, 사별, 영적 돌봄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요구’가 3.65±0.45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으로는 ‘정서적 지지 요구’가 3.57±0.47점으로 높았다. 모든 문

항이 3.00점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문항 중 요구도가 가장 높았

던 것은 ‘자녀의 질병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진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3.78±0.44점이었고, 다음은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임을 확

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3.63±0.51점이었다. 반면에 영적 돌봄 요구에 대

한 2문항은 각각 3.24±0.75점, 3.19±0.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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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필요하지 않다

(2점)’, ‘필요하다(3점)’, ‘매우 필요하다(4점)’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돌

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함.

Table 10. Needs for Pediatric Palliative Care of Subjects

(N=96)

Dimension / Sub-dimension / Item† M SD Rank

Psycho-social care needs 3.59 0.45

Communication 3.65 0.45

Help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medical staff 

about your child's disease condition and treatment

3.78 0.44 1

Help to strengthen the family bond 3.58 0.56 3

Promote open communication in the family 3.57 0.56 4

Emotional support 3.57 0.47

Help to be sure that you are the best parent 3.63 0.51 2

Reduce depression 3.54 0.52 7

Help to feel secure and relieve the anxiety 3.53 0.52 8

Social support 3.53 0.57

Provide respite care 3.56 0.65 5

Help to form social support network 3.50 0.65 9

Bereavement support needs 3.54 0.63

Support for sorrow of loss 3.54 0.63

Support for sorrow of loss after bereavement 3.54 0.63 6

Spiritual care needs 3.21 0.68

Spiritual peace 3.24 0.75

Help to feel spiritual peace 3.24 0.75 10

Meaning of existence 3.19 0.73

Help to assure the sense of existence 3.19 0.7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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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

1)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녀가 여자인 경우(3.67±0.27

점)가 남자인 경우(3.53±0.36점)보다 요구도가 더 높았다(t=-2.148, p=.034). 

발달단계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비슷한 요구도를 보였다. 자녀가 

세 명 이상(3.72±0.35점), 출생순위는 셋째인 경우(3.74±0.29점)가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3.74±0.29점), 그룹Ⅱ(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군)에 해당하는 경우(3.71±0.31점), 진단 받은 지 10년 이상 경

과한 경우(3.75±0.25점), 입원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3.63±0.30점)에 요구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완화의료를 받은 적 있는 경우

(3.78±0.13)에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을 제

외한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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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 in the Needs of Pediatric Palliative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s Child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of PPC

M(SD) t or F p

Gender Male 3.53(0.36) -2.148 .034*

Female 3.67(0.27)

Age (years) 0 - 1 year 3.61(0.32) 1.067 .378

1 - 3 year 3.71(0.37)

3 - 6 year 3.47(0.25)

6 - 12 year 3.56(0.36)

12 - 18 year 3.62(0.32)

Sibling relationship 1 child 3.59(0.32) 1.127 .329

2 children 3.55(0.33)

≥ 3 children 3.72(0.35)

Birth order First child 3.59(0.32) 1.045 .356

Second child 3.54(0.34)

≥ Third child 3.72(0.37)

Number of diseases 1 3.55(0.34) 2.365 .100

2 3.55(0.33)

≥3 3.74(0.29)

Classification of diseases Group Ⅰ 3.57(0.33) 0.664 .576

Group Ⅱ 3.71(0.31)

Group Ⅲ 3.50(0.32)

Group Ⅳ 3.57(0.34)

Time since diagnosis ≤ 1 year 3.62(0.37) 1.646 .169

1 - 3 year 3.53(0.34)

3 - 5 year 3.47(0.33)

5 - 10 year 3.69(0.26)

≥ 10 year 3.75(0.25)

Number of hospitalizations ≤ 3 3.47(0.35) 2.120 .126

4 - 9 3.61(0.36)

≥ 10 3.63(0.30)

Is your child currently 

receiving palliative care?

Yes 3.57(0.34) 0.465 .629

No 3.63(0.25)

Have been in 

the past

3.78(0.13)

Have your child's siblings 

or relatives received 

palliative care?

Yes 3.45(0.43) 0.969 .335

No 3.59(0.33)

Note. * : p<.05; PPC = Pediatric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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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

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어머니인 경우

(3.58±0.33), 30세 이하인 경우(3.74±0.02), 동거가족의 수가 5인 이상인 경

우(3.72±0.31),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3.60±0.31), 경제수준이 중하위권인 경

우(3.64±0.33), 종교가 없는 경우(3.62±0.30),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3.65 

±0.33)에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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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 in the Needs of Pediatric Palliative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of PPC

M(SD) t or F p

Relationship with 
your child

Father 3.56(0.38) -0.227 .821

Mother 3.58(0.33)

Age (years) 20's 3.80(0.09) 1.241 .299

30's 3.53(0.34)

40's 3.61(0.35)

City of residence Seoul/Metropolitan 3.57(0.35) -0.326 .745

Provinces 3.60(0.31)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3 3.54(0.35) 1.028 .362

4 3.58(0.33)

≥5 3.72(0.31)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0(0.0) 0.508 .678

Upper middle 3.54(0.34)

Middle 3.55(0.31)

Middle-low 3.64(0.33)

Low 3.56(0.45)

Religion None 3.62(0.30) 0.592 .622

Protestant 3.52(0.36)

Catholic 3.61(0.37)

Buddhism 3.60(0.3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65(0.33) 0.649 .525

University 3.56(0.34)

Graduate school 3.56(0.30)

Note. * : p<.05; PPC = Pediatric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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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

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제한점,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는 모든 

문항이 4점 만점(‘매우 필요하다’) Likert 척도에서 평균 3점(‘필요하다’) 이상

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암 환아 부모의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 3편에서도 모든 문항이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강경

아, 김신정, 김영순, et al., 2004; 구현영 et al., 2009; 정영순 & 박상연, 

2012),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뿐 아니라 완화의료에 대한 부모의 요

구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는 소아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모두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에 암성 질환과 비암성 질환을 모두 

포함시켜 돌봄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암성 질환(Group Ⅰ)

과 비암성 질환(Group Ⅱ, Ⅲ, Ⅳ)의 비율은 각각 36.5%와 63.5%이었는데, 

미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소아암은 30~40%만 차지하며 나머지는 

비암성 질환인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Siden, 2018). 소아암의 경우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80%에 육박할 만큼 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보건

복지부, 2017) 소아암을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된 대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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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비암성 질환까지 포괄해야 한다.

  한편 부모 자신에 대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보다 자녀에 대한 요구

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강경아, 김신

정, 김영순, et al., 2004; 구현영 et al., 2009; 정영순 & 박상연, 2012). 이

것은 부모-자녀 관계의 독특한 한국문화와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

에서 부모는 자녀와 지나치게 착되어 일심동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인재, 2006)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가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보다 높

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완화의료 요구도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순서로 높게 

나타났는데, 암 환아 부모의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도 신체적, 

정서적 돌봄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구현영 et al.,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특정 신체적 문제를 주호소로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체적 돌봄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돌봄 요구와 영적 돌봄 요구도 평균 3점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총체적 관점에서 완화의료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완화의료 요구 하위영역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신체

기능의 보존 요구’로 자녀의 감각·인지기능, 기동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가 중증질환에 걸리거

나 임종이 가까워져서 명백한 신체기능의 제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지내길 바라게 되는데(Quinn, Clarke, & Murphy-Lawless, 

2005), 의료진은 부모의 이러한 요구를 알고 아동이 최적의 신체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돌봄을 계획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완화의료 요구 문항 중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경련

을 조절해주는 것’이며, 그 다음은 ‘호흡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순이었다.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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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경우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이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구현영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외에도 여러 신경계 질환, 대사질환, 염색체 

질환 등이 포함되면서 경련 조절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아암 군의 경우 통증 조절(3.49±0.61)에 대한 요구보다 

영양문제 조절(3.77±0.43점)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와 차이가 나타난 까닭은 본 연구에 참여한 소아암 군 환자의 특성이 말기 환

자보다는 유지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인 경우가 많아 말기 소아암 환자들이 주

로 호소하는 통증(Drake et al., 2003)보다는 영양문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같은 질병군이더라도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

라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 시부터 적용될 수 있

는 완화의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돌봄

이 요구된다.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의 하위영역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은 ‘의사소통 요구’이며,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

았다. 의사소통은 완화의료의 기본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은 환자와 가족이 의

료진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한다(Kang et al., 2005). 또한 의사소통

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정보는 가족에게 민감한 방식을 전달되어

야 한다(Quinn, Clarke, & Murphy-Lawless, 2005).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질환, 치료, 예후에 대해 개방적이며 명

확하고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의료진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질적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Quinn et al., 2005). 반면에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돌

봄의 질을 저해하고 수년 동안 가족에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Kang et al., 2005). 따라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환자 

및 가족과 치료적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교육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에

서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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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장기간 돌보는 경우 보모는 단기 돌봄이 필요로 하

는데(Himelstein et al., 2004),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에서 단기 돌봄(respite care)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다. 특히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자녀를 돌보는데 들이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돌봄 부담을 느

낀다고 하였다(Quinn et al., 2005). 한편 국내의 경우 2014년부터 치매환자

를 대상으로만 치매가족휴가제(respite care)’가 시행되고 있고 소아청소년 호

스피스 완화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파악된 요구에 상응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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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면 크

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부모는 23명(24.0%)이

었으며, 완화의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한 부모는 18명(18.8%) 

뿐이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개념을 모르는 부모가 약 80%로 대

다수의 대상자가 완화의료 요구도에 응답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

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와 완화의료의 돌봄 

내용을 연결시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

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설문조사 시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5~10분 내외였지만 본 연구자가 연구의 배경과 완화의료의 개

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소요되어 총 20분가량의 시간이 걸

렸다. 비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에 참여한 98명에게 완

화의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

였다. 한편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83명(86.5%)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경로는 62명(64.6%)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

다고 하였다. 반면에 완화의료는 8명(8.3%)만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

다고 답하였다. 대중매체는 불특정다수에게 파급력이 큰 정보원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대중매체를 통해 호스피스를 접하게 된 것처럼 완화의료 또한 대중매

체를 통한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호스피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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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6년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에 시행되면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이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

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도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범국민적 홍보를 통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병원 차원에서도 의료진들에게 호스피

스·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진의 인식을 먼저 향상시켜서 

환자 진료와 부모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적응증이 되는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

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문 접근 시 본인의 자녀가 완화의료의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부모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임상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설문 시 본인의 자

녀로 가정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설문을 

작성하도록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설문의 결과가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요구도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첫 번째 입원부터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까지 다양하였는데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질환을 수용하

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사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완화의료의 대상

을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수행하

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전문 인력 부족과 인력과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부

족도 있지만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인식 부족도 완화의료의 제공 및 확산의 

장애물이다(Verberne et al., 2018). 따라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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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 중 측정도구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었다. 다만 소아암 환아 부모의 호스피스 

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3편 있었는데(강경아, 김신정, & 김영순, 2004; 구

현영, 최선희, & 박호란, 2009; 정영순 & 박상연, 2012), 3편의 연구는 강경

아(2005)가 개발한 암 환아 가족의 아동 호스피스 요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기존의 도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의 말기에 국한된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한 기존 도

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모델의 완화의료 돌봄에 대한 요구도를 포괄

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통합적 모델

(integrated model)로 제공되는 것이 권고되는데(Bioethics, 2000). 통합적 

모델이란 질병의 진단 시부터 제공되어 질병과정 내내 지속되고 결과가 완치

이든 사망이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Canadian Hospice 

Palliative Care Association, 2006). 질병의 진행단계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직

접적인 치료와 함께 완화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완화의료

적 돌봄과 호스피스 돌봄으로 넘어가고 사별 이후 애도 돌봄으로 옮겨가게 된

다. 소아청소년 질환의 경우 예후와 임종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통합적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anadian Hospice 

Palliative Care Association, 2006). 

  다음으로 요구도의 측정 대상을 소아암 뿐 아니라 비암성 질환까지 포함시

켰다. 미국에서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 중 소아암은 오직 약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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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차지하며 상당수가 비암성 질환이다. 비암성 질환의 경우 돌봄의 일부 요

소는 소아암과 비슷하지만 질병의 예후와 진행과정(trajectory)에서 차이가 있

다. 비암성 질환의 경우 대부분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과정이나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질환

의 발생이 드물기 때문에 잘 연구되어 있지 않아 특성을 밝히기가 어렵다

(Siden, 2018).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비암성 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진과 

가족은 단기 돌봄(respite care), 완화의료 돌봄, 호스피스를 질병과정의 더 

초기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Siden, 2018). 암성 질환은 비암성 질환에 비

해 돌봄이 단기간 더 높은 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비암성 질환의 경

우, 특히 그룹Ⅳ에 해당하는 정적 뇌증(static encephalopathy)을 가진 경우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지만 더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므로 질환에 따라 완

화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다를 수 있다(Siden, 2018). 따라서 완화의료 요구도 

측정 시 암성 질환 뿐 아니라 비암성 질환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경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관

한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영역, 하위영역,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임상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무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개발된 도구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과 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항 수준 내용타당도(I-CVI) 점수는 최

소 0.83에서 최대 1.00까지로 평균 0.99로 모든 문항이 타당하였고, 전반적인 

도구의 타당도(S-CVI/Ave)는 최소 0.94에서 최대 1.00이며 평균 0.99로 내

용 타당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90으로 도구의 문항들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라는 개념을 일

관성 있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0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표본 표집은 편의표출로 하였는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의 대상 질환 중 희귀난치성 질환군과 기대여명이 제한적인 질환군(그룹Ⅱ, 

그룹Ⅲ)에 대한 표집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두 그룹에 대한 임상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사망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천성 심장질환과 미숙아 관련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들은 포함하여 

요구도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

서 요구도 조사를 하게 되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특성에 따른 요

구도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제한점이 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홍보와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측정 시 동일한 도구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연령에게 적용하였는데 문항의 내용 중 자녀의 자기통제감, 자아존중감, 

영성에 대한 문항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도구 개발 시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념과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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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완

화의료 요구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교 부속병원의 소아혈

액종양과, 소아신경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부모와 온라인 자조모임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희귀난치

성질환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요구도가 4점 만점에 3.5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자신에 대

한 돌봄 요구도보다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

한 돌봄 요구도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

위영역에서는 ‘신체기능의 보존 요구’가 가장 높았고 세부문항 중에서는 ‘경련

을 조절해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도는 심

리사회적, 사별, 영적 돌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문항 중에서는 ‘자녀의 질병상태나 치료에 대

해 의료진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완

화의료 제공 시 소아청소년의 신체적 증상 관리, 신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

한 중재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와 원활하고 치료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

화의료 요구도는 향후 국내 의료 환경에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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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실무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에서는 신체적 돌봄 요구가 가장 높았으므로, 소아청

소년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는 경련, 호흡문제, 영양문제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능숙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

가 신체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과 재활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사랑 받는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호실무에 적

용되기를 제언한다.

  부모 자신에 대한 돌봄 요구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높

았으므로 간호사가 개방적이고 명확하며 공감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

료 전문간호사와 아동전문간호사는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다학제 팀 안에서 구심점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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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더 다양한 질환과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조사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

언한다. 요구도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중재로 적용하는 간호연구를 수행하여 복

합만성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

기를 제언한다.

3) 간호행정 및 정책

  201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요구도가 있었던 완화의료의 

돌봄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

음을 제언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들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언한다.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과 학계에서는 의료진을 위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보수교육도 

활성화하여 진료와 간호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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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대 상 자 설 명 문

연구 제목 : 만성질환아동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최은경

연구 담당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윤혜선

  본 설명문은 연구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익과 위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

문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주

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

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설명문의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

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연구는 만성질환아동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

해 수행되는 연구입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중증의 만성질환을 진단 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을 높이는 것이며,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

과 가족의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

상이 되는 질환으로는 소아암, 희귀‧난치 질환, 복합적 심장질환, 중증 진행성 대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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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신경퇴행성 질환, 중증 뇌성마비, 다발성 장기부전, 중증장애를 동반한 뇌 손상 등

이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질환을 진단 받은 시점부터 제공될 수 있으며, 질병에 대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놀이‧미술‧음악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하

나의 팀이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질병과정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을 경감시킴으로써 

치료에 대한 적응을 돕습니다. 또한 임종 시와 사별 이후의 돌봄까지 제공합니다. 한

편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는 연간 15~16만명 가량이며, 

아동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경우 많은 수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완

화의료의 긍정적 효과와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

한 인식의 부족으로 전문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되

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성질환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요

구도를 조사하여, 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따른 요구가 잘 반영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2. 연구 참여자, 기간과 장소

  본 연구에는 앞서 언급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진단 받은 아

동의 부모 총 115명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연구기간은 약 4개월이며, 

외래 또는 병동에서 연구자가 모집공고문을 통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귀하

에게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은 환우회, 자조모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구 정보를 접한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구 참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연구 방법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동의한다면, 연구자는 귀하에게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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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요구도, 귀하의 일반적 특성, 자녀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적 특성을 물어보

는 설문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약 10분 입

니다. 연구 진행 과정 중 귀하의 연구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

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연구 담당자가 귀하에게 알릴 것입니다.

4. 연구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따른 소아청

소년 완화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로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에게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은 없습니다.

6. 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설문지 작성이 종료된 후에 5000원 상당의 상품

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 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성별, 연령, 종교, 가족형태, 경제수준, 최종학력, 온라인의 경우 사례비 

지급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자녀의 성별, 연령, 형제관계, 진단명, 진단 받은 시기, 입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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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정보(진단명, 진단 시기, 입원력)를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는 자녀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고, 귀하에게 설문을 통해서만 수집될 것입니

다. 또한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연구기간(4개월) 동안에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 장치가 있는 파일에 보관되며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

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파쇄의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라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9. 참여 및 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자는 더 이상 귀하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

을 것입니다. 이미 수집된 귀하의 자료는 즉각 폐기될 것이며, 연구에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담당자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

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 윤혜선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24시간 연락처 : 010-XXXX-XXXX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4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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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만성질환아동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요구도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과 장소,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

니다.

설명문에 기술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예” 라면 아래 항목의 동의 여부도 기재를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개인(민감)정보가 제공될 때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동의합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날짜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대상자와의 관계:                              )

참관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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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만성질환아동 부모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알

아보기 위함입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란 중증의 질환을 진단 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전

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질병과정 중 경험할 수 있

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치료에 대한 적응을 돕

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 내 아이가 중증질환을 진단 받고 치

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러한 완화의료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은 총 50문항이며, 예상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며,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듯이 문

항에 대한 대답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답변해주신 사항은 향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읽으신 후에 누락되는 문항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윤혜선

연락처 : 010-XXXX-XXXX

E-mail : XXX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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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모님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돌봄 내용에 대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먼저, 자녀에 대한 돌봄 요구입니다(총 21문항).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
2. 열이 날 때 조절해주는 것
3. 경련을 조절해주는 것
4. 영양문제(식욕부진, 영양부족, 구역, 구토)를 조절해주

는 것
5. 호흡문제(기침, 가래, 호흡곤란)를 조절해주는 것
6. 탈수 또는 부종을 조절해주는 것
7. 배변문제(설사, 변비)나 배뇨문제를 조절해주는 것
8. 피부문제(발진, 가려움증, 욕창, 기타 피부손상)를 조

절해주는 것
9. 인지기능(사고, 기억, 언어 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0. 운동기능(기동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1. 감각기능(시각, 청각 등)을 유지·증진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
12. 자신의 삶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에 대한 자

기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불안을 완

화시켜주는 것
14.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15.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자아존중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6.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7. 치료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시 스스로 결정하고 이

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8.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선생님 등)로부터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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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모에 대한 돌봄 요구입니다(총 11문항).

문항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불안을 완

화시켜주는 것
2.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것
3.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임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4. 가족 내(부부간, 부모-자녀, 형제자매) 개방적인 의사

소통을 촉진시켜주는 것
5.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6. 자녀의 질병상태나 치료에 대해 의료진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7. 사회적 지지망(가족, 친척, 환우회 등)을 형성하고, 이

들로부터 충분히 지지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도

와주는 것 
8. 24시간 간병하는 부모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어도 5일 정도 자녀를 전담 의료팀이 돌보는 ‘단기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9. 초월적 대상(신, 하나님, 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

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
10. 자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영적 평안

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11. 만약 자녀와 사별하게 된다면, 상실의 슬픔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

19. 주위사람들(가족, 친구, 선생님 등)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

게 도와주는 것
20. 초월적 대상(신, 하나님, 부처님 등)과의 관계성을 

증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21.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받아

들이고 영적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 69 -

다음은 자녀의 일반적 사항 및 질병 관련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거나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1. 자녀의 성별은?

□ 남자

□ 여자

2. 자녀의 출생 연도와 월은?

__________년 _________월

3. 자녀의 형제관계는?

__________남 __________녀 중 __________째

4.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개수 및 진단명은?

□ 1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개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자녀가 진단을 받은 시기는?

__________년도 __________월

6. 현재까지 자녀가 입원한 횟수는?

__________회

7. 현재 자녀가 완화의료를 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

8. 자녀의 형제자매나 친척 중에서 완화의료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 없음

□ 있음 (관계: __________________)

자녀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장은 부모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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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모님의 일반적 사항과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

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거나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1.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1번에서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1-(a)와 1-(b)에도 응답해주세요.

1-⒜. ‘호스피스’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 병원/의료진

□ 대중매체(TV, 라디오 등)

□ 주변 사람

□ 종교단체

□ 기타_____________________

1-⒝. ‘호스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예 □ 아니오

2. ‘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2번에서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2-(a)와 2-(b)에도 응답해주세요.

2-⒜. ‘완화의료’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 병원/의료진

□ 대중매체(TV, 라디오 등)

□ 주변 사람

□ 종교단체

□ 기타_____________________

2-⒝. ‘완화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예 □ 아니오

3. 만약 자녀가 완화의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를 받게 할 의향이 

있나요?

□ 받게 할 의향이 있다.

□ 받게 할 의향이 없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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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와의 관계는?

□ 부

□ 모

5. 귀하의 출생 년도는? ________________년도

6.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은? ________________시 ________________구

7.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는? (자녀를 포함하여)

□ 2인 이하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8. 귀하의 경제수준은?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9. 귀하의 종교는?

□ 무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_______________

10. 귀하의 최종 학력은?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이상

설문 문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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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s of Pediatric Palliative Care for Parents 

having Child with Complex Chronic Conditions

Yun, Hye Se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for pediatric 

palliative care (PPC) for parents having a child with complex chronic 

conditions (CCC)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needs for PPC 

according to their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needs for PPC was measured using a 32-item 

instrument, developed by the researcher, integrat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PPC.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etween March 28 and May 18, 2018. Parents (n=96) who 

had children under 18 years with CCC were recruited from the 

inpatient ward of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or through the online 

self-help group.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using SPSS IBM 23.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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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overall average needs for PPC for parents having a child with 

CCC was 3.58±0.33 out of 4. The average of all items was 3.00 

or higher, which was generally high.

2. The needs for caring for a child was higher in order of physical, 

psychosocial, and spiritual care needs. In the sub-dimension, the 

preservation of physical function was the highest needs. Among 

the items, the highest needs was for seizure control.

3. The needs for caring for parents themselves was higher in order 

of psychosocial, bereavement, and spiritual care needs. In the 

sub-dimension, communication was the highest needs. Among the 

items, good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was the highest.

4. The difference in the needs for PPC according to the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CCC and their paren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when medical staff provide PPC for children with CCC 

and their parents, intervention for controlling physical symptoms and 

enhancing physical function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PPC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arents,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Key words: Complex chronic conditions (CCC), pediatric palliative care 

(PPC), needs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