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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experiences of caring for severe COVID-19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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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nurses’ experiences caring for severe COVID-19 
patients at isolation room with negative pressure in South Korea.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February 16 to March 31, 2021 with 11 nurses who had been caring for 
severe COVID-19 patients at isolation room. Verbatim transcrip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Results : As a result, 5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bout nurses’ experiences. The 
5 theme clusters, “Adapting to unexpected adversity”, “Accepting unresonable and heavy work”, “Dulness and 
disconnection from the outside world”, “Changing in perception of new infectious diseases”, and “Pathetic 
isolated patients” emerged.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deeper understanding of nurses 
struggling to care for COVID-19 severe pati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providing basic evidence 
for improving intensive care practices and for preparing policies in other infection diseas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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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

의 폐렴이 WHO (World Heatlth Organization) 국

가 사무소에 보고되었으며[1], WHO는 새로운 CoV에 

의한 질병을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약어인 

“COVID-19”로 발표하였다. WHO는 신종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심각성을 경고하며 2020년 3월에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고[2], 전세계의 COVID-19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4250/jkccn.2022.15.2.14&domain=pdf&date_stamp=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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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종식을 위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COVID-19는 인류의 건강

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3월

까지 세계적으로 보고된 COVID-19 확진 누적 사례는 

대략 4억 8천만명이며, 사망자수는 600만명에 달하고 

있다[3].

COVID-19 환자들의 증상은 무증상에서 중증 호흡부

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 인후통, 두통과 미각 및 후각 이상이 주로 보고되

었으며, 약 10% 정도는 심각한 호흡곤란과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간유리 음영의 비정상적인 소견이 관찰되

었다[4, 5]. 치명적인 폐조직 손상은 급성 호흡부전과 패

혈성 쇼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흡연력과 고

혈압,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동반 질환 있

는 노년층 환자는 사망률이 상승하였다[2]. 따라서, 저산

소증 증상이 있는 COVID-19 환자는 고유량 산소 치료

가 필요하며[5],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은 추가적인 감시

장치와 첨단 의료장비를 적용하는 집중 치료가 요구된다.

COVID-19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의 전파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는 COVID-19 환자를 1인

실과 에어로졸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기감염격리실

(AIIR,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Room) 배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격리실을 출입하는 의료인은 가운, 장

갑, N95 마스크, 안면보호구/고글 또는 이동식 공기 정화

호흡기(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를 포

함한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을 권장한다[6]. 

그러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거나 억제하기 위

한 격리실 배치, 개인보호구 착탈의, 오염원 제거 등의 절

차는 간호 업무량을 증가시키며[7], 격리실이라는 제한

된 공간에서 인공호흡기, 체외막 산소요법(ECMO,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을 비롯한 집중 

치료를 적용받는 COVID-19 중환자는 간호사들의 업

무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8]. 

갑작스럽게 확산된 새로운 감염병을 준비되지 않은 상

태로 맞닥뜨리면서 열악한 임상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

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

였다[9].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COVID-19 환자를 돌보

고 있는 간호사들은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과 격리실에서 장시간 체류로 체력 소모와 피로가 

누적되었으며[10], 감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사회적 낙

인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11].

COVID-19 세계적 유행의 장기화와 중환자가 급증하

고 있는 간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COVID-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COVID-19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과 중환자 간호에 대한 경험을 깊이 

있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진술을 토대

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Colaizzi[1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COVID-19 중환자를 

돌보면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의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COVID-19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심층적

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

사의 경험을 파악하여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심층적

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laizzi[1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

용하여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COVID-19 음압 격리 병동에서 중환

자를 돌보았던 간호사로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이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COVID-19 음압 격리 병동에서 고

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py), 

체외막 산소요법, 승압제 약물 요법을 받는 환자를 돌

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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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ge

(year)
Gender Marital status

Total career of 

Work(months)

ICU* career of 

Work(months)

COVID-19 career of 

Work(months)

1 30 female single 77 none 12

2 44 female married 247 none 4

3 42 female single 227 none 12

4 27 female single 36 none 9

5 27 female single 30 none 12

6 28 female single 66 66 9

7 25 female single 14 14 2

8 27 female single 46 46 3

9 39 female single 197 73 2

10 27 female single 30 30 2

11 25 female single 31 31 2

*ICU = Intensive care Uni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직접 COVID-19 환자 간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

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으로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COVID-19 음압 격리 병동 관

리자에게 연구 주제 및 목적,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

고,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병동에 부착하였다. 참

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였으며 참여자 선

정 기준을 충족한 연구 참여자가 동료 간호사를 소개해

주면 모집 공고문을 SNS로 전달하고, 자발적 참여 의

사를 밝힌 경우 COVID-19 중환자 간호에 대한 경험

을 확인 후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는 연구 현상에 대해 충분히 자료가 수집되어 의미 있

는 진술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포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론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중도 탈락자 없이 총 11명이며, 모두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31세이었고, 총임상 경력은 평

균 91개월(최소 14개월∼최대 247개월)이었다. COVID- 

19 중환자를 돌보기 전에 5명은 중환자 간호 경력이 전

혀 없었으며, 나머지 6명은 평균 43개월(최소 14개월∼ 

최대 73개월)의 경력이 있었다. 또한, COVID-19 중환

자 간호 경력은 평균 6개월(최소 2개월∼최대 12개월)

이었다(table 1). 모든 연구 참여자는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치료, 승압제 약물요법을 적용받는 중환자를 

간호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지속적 신대체요법과 체

외막 산소요법을 적용받는 중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

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

별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자 2명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녹음에 동의한 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을 

1회 시행하였으며, 약 30분∼1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참

여자의 표정, 목소리, 한숨,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현장 노트에 별도로 메모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협의하여 편안한 시간에 독립된 공

간이 있는 곳에서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면 면담을 

원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 1명은 전화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 면담 중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기침이나 발열의 증상이 있

을 경우 즉시 면담이 중단됨을 설명하였다. 자유롭게 이

야기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구자 소개

와 인사로 시작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비구조적인 

질문을 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COVID-19 중환자를 돌

본 경험은 어떠하셨나요?”이며, 면담에 사용할 질문의 예

는 다음과 같다. “COVID-19 중환자의 간호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COVID-19 중환자를 돌볼 때 주

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COVID-19 중환자 간호 

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COVID-19 중환자의 간

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등이다.



강명미⋅박예나⋅박성영⋅김주현

17

녹음한 면담 내용의 왜곡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

여자의 언어 그대로 면담 당일이나 다음날에 필사하였

고, 1회 면담 자료의 필사에 2∼4시간이 소요되었다. 필

사 자료는 녹음 파일과 비교하여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

었으며, 현장 노트를 참고하여 확인과 수정 작업을 거치

면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필사 자료에 고유 번호를 부여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Colaizzi[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반복

하여 읽으면서 자료 전체를 검토하였고, 문장이나 구로

부터 현상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추출

된 의미있는 진술을 연구자의 언어로 다시 진술하였다.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와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이견이 없을 때까지 논의하여 합의된 주제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를 연구 현상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및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제 1저자는 박사과정 중에 질적연구 방법

론을 수강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탐색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준비를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구성된 연구자들은 

평균 111개월(48개월∼264개월) 중환자 간호 업무 경

력이 있으며, 중환자 간호의 지식과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격리 병동에 COVID-19 중환자 간호를 

위해 동료 간호사가 파견되었고, 감염병의 특수한 상황

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동료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을 목

격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에 대한 이론적 민

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3]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사

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편안

하고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

험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면담 종료 

후에는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면담 녹음 내용을 필사하

면서 연구자에 의한 왜곡이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 2인에

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였다. 적용성

(applicability) 확보를 위해 이론적 표집에 의해 새로

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참여자들이 최대한 다양

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일관

성(consistency)은 동일한 맥락의 반복 연구에서 유사

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연구자들은 논의 과정을 통해 일

치하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별도로 메모와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

려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2021-01-015)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연구 목적, 절차, 녹취 동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등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충분한 설명

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한 자에게 연

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연구에 동의한 경

우라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

구 참여자에게 녹음 및 필사된 자료를 본 연구에만 사

용하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

담 종료 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

고, 연구 보고서는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원자료에서 주요진술을 추출하였

고,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하여 맥락에 포함된 의미있는 

진술로 구성하였다. 분류된 의미있는 진술들을 묶어 주

제11개, 주제모음 5개로 명명하고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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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lusters Themes

Adapting to unexpected adversity Difficulties of a lack of knowledge
Build up one’s experience and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Giving support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s

Accepting unreasonable and heavy work Taking on the role of many by oneself
Overcoming inappropriate support resources

Dulness and disconncetion from the outside world Sensory dullness with PP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blocked spaces

Changing in perception of new infectious diseases Restricting activities due to social stigma
Less concern about spreading infections

Pathetic isolated patients Pity for the patient left in the isolation room
Lonely patients dying without improvement

*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able 2.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for severe COVID-19 patients

제 1 주제모음 : 예고없이 맞닥뜨린 역경에 적응함

‘예고없이 맞닥뜨린 역경에 적응함’에는 세 개의 주제 

‘지식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익힘’, ‘힘든 상황에서 서로 힘이 되어 줌’

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중환자가 증가

하면서 중환자 간호와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지 못한 채 갑자기 COVID-19 중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COVID-19

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과 경험으로 중환자 간호

가 익숙해졌으며, 동료 간호사와 환자의 격려 덕분에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었다.

 

1) 지식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참여자들은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과 특수 장

비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COVID- 

19 중환자를 갑자기 돌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상태 악화와 익숙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겪

는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파견 온 중환자실 간호

사들이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병동 간호사들은 보조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동에서 솔직히 vent(ventilator)나 ECMO나 CRRT 

를 돌릴 경험은 진짜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거의 다 

(특수 장비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ICU에서 지원을 많이 

나와서 저희도 초반에는 하긴 했지만 여기 원래 남아 있

던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참여자 2).

병동 일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중환자를 보

면서 무력감에 빠진 거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없었고, 뭔

가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 무력감에 빠졌죠. 부담감

도 되게 컸죠(참여자 1).

2)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힘

참여자들은 중환자 증가와 장기화로 경험이 축적되

면서 치료 상황에 점차 익숙해졌고, 필요한 지식과 기

술을 온라인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습득하였다. 특히, 참

여자들은 이론 교육을 통해 기본 지식을 익혔으며, 현

장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가 짝을 지어 진

행하는 방식으로 간호실무를 훈련받았다. 일부 참여자

는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것을 계기로 중환자 

간호를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 중 

일부는 급하게 시행한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의 문제점과 

언젠가 격리실에 COVID-19 중환자가 없으면 쓸모없

는 지식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병동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

라) 보고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배우면서 극복을 했

던 거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

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

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4).

처음으로 vent.라던지 ECMO 이런 거를 본 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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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ICU에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처음 해봐서 재미있

었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껏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참여자 3).

3) 힘든 상황에서 서로 힘이 되어 줌

참여자들은 COVID-19 환자를 간호하면서 동료와는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버팀

목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재난 상황에 COVID-19 환

자를 돌보면서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느꼈으며, 호전된 

환자는 참여자들에게 힘과 보람을 주며 고된 상황을 견

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가장 힘이 된 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었어요. 이 일

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간호사라도 

그 안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

아서. 그 외에 극복보다는 그냥 언젠간 이 파견이 끝나

겠지 하고 버틴 것 같아요(참여자 5).

보람은 당연히 환자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하시

면서 간호사쌤들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퇴원하고 편지

를 써 준 적도 있었거든요. 편지는 한두 분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편지를 받을 때 우리가 잘해줬구나(웃음). 그

럴 때 뿌듯하게 느꼈어요(참여자 4).

제 2 주제모음 :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를 받아들임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를 받아들임’에는 두 개의 주

제 ‘일당백의 역할을 떠안음’, ‘부적절한 지원을 감당함’

이 포함되었다. 환자의 치료와 격리 병동 관리를 위한 타 

부서의 역할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참여자들은 간호 

이외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고, 병원이나 정부의 부족

한 인력 및 물품 지원을 고군분투하며 감당해야 했다.

1) 일당백의 역할을 떠안음

참여자들 중 중환자실 간호사는 낮은 연차일지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숙련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기대받으며 암묵적 압박을 느꼈다. 격리실이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직종은 격리실

에 들어가지 않고 유리창 혹은 인터폰으로 참여자들에

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탁하였다. 참여자들은 격리실

에서 의료 행위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청소, 폐기물 

처리, 환자 운송, 사후처치 등의 업무까지 떠맡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간호사에게만 편중

된 불합리하고 과중된 업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ICU member

는 저 하나고, 나머지가 병동 member이면 저 혼자 하

기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저도 아직 모르는 게 있으

면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참여자 7).

청소 여사님이 했던 일들을 저희가 하고 거기에 환자 

care까지 하고 그런 게 조금 청소 같은 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락스 뿌리고 복도 청소도 했었거든요. 시간이 

남으면 화장실 청소도 물론 매일 해주고, (중략). 변기 

청소랑 화장실 청소, 퇴실 후에 바닥 청소, bed 다 닦

고, 기계 다 닦고 그런 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 같아

요(참여자 1).

2) 부적절한 지원을 감당함

참여자들은 여러 간호 단위에서 급하게 파견된 간호

사들이 서로 의사소통이나 업무 처리시에 원활하지 않

음을 지적하였다. 정부 파견 인력은 간호 역량이 턱없

이 부족하였고, 휴게 시간, 야간 근무일수, 개인보호구 

착용 시간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모습에 참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꼈다. 또한 참여자들은 

물품과 장비가 부족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의

료 장비와 중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차용해야 했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개인보호

구도 아껴 쓰려고 노력했다.

나라에서 파견해 주는 거는 도움을 주려고 파견을 해

주는 건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

기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러한 효과만 있었던 거 같아요. 좀 더 교육이 된 사람들 

정말 아무데나 데려다 놔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서 가르쳐서 끌고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더라고요(참여자 1).

처음 코로나 환자를 돌보게 되었을 때는 방호복과 마

스크, 글러브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껴 써야 한다고 공지

가 내려오곤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했고 간단하고 사소한 것들은 몰아서 격리병실 들어갈 

때 한꺼번에 하고 나오려고 노력했어요(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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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모음 : 외부세계와의 무뎌짐과 단절

‘외부세계와의 무뎌짐과 단절’에는 두 개의 주제 ‘개

인보호구로 감각이 둔해짐’, ‘차단된 환경이 주는 곤란함’

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각은 둔해졌으며, 간호행

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났고 체력이 소모되었다. 격

리실이라는 차단된 공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사

정하는 것을 어렵게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1) 개인보호구로 감각이 둔해짐

참여자들은 겹겹이 장갑을 착용하면서 환의 교환과 같

은 간단한 업무뿐만 아니라 채혈 같은 세심한 업무를 수

행할 때 감각과 움직임이 둔해져 방해를 받았다. 참여자

들은 방호복이 통풍이 되지 않아 더위와 땀과 같은 신

체적 불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PAPR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 기계 자체의 소음으로 소리

를 정확하게 들을 수 없었고, 환자들은 기계의 소음 때문

에 의료진의 커진 목소리를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희는 E-tube도 daily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care를 

oral care를 하잖아요. E-tube 고정하는 테이프 요것도 

(반창고를 분할해서 나누고, 붙이는) 연습을 한다고 하

는데 들어가서 장갑을 세 겹을 끼고 하기에는 조금 더디

고 어려웠죠. 간호 술기를 할 때 이런 게 조금 힘들었죠

(참여자 1).

작년 10월에 처음 PAPR을 입고 일했었는데 그때의 

더위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머리부터 등까지 땀에 

다 젖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겨울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

깐 어느 정도 더위에는 적응이 되더라구요. (참여자 5).

2) 차단된 환경이 주는 곤란함

격리실 밖 참여자들은 격리실 안에 있는 환자와 콜벨

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대안으로 무전기를 사용해 

보았으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1인실 구조로 되어 있는 격리실 환자의 상태를 CCTV

와 유리창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피는 것을 불안해했으

며, 환자의 상태 변화와 모니터, 콜벨, 의료장비 등의 문

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격리실에 체류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격리실 밖 간호사

의 도움으로 물품, 장비, 약품이 공급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잦은 처치와 업무를 한번에 해결하고 나오

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1인실 

음압 격리실이 격리실 문의 개폐 시스템이나 격리실 구

조가 업무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여기가 1인실 음압 격리실이다 보니까 들어와 있어도 

다른 병실의 환자를 알 수가 없고, 옆 병실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여러 개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병동내

의) 모든 문이 닫혀 있어야 들어가려는 문이 열리니까 

문 앞에서 한참씩 기다렸어요(참여자 2).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병실 들어가야 할 

때 level D 입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고, 밖에서는 모니

터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안과 밖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참여자 6).

제 4 주제모음 :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인식변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인식변화’는 두 개의 주제 ‘사

회적 낙인으로 활동이 제한됨’, ‘감염전파에 대한 걱정이 

줄어듦’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새

로운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외부활동을 제한하였다. 참여자들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OVID-19 

환자를 간호하게 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착탈의

시 오염으로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보호구 착용이 점차 익숙해지고,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1) 사회적 낙인으로 활동이 제한됨

신종 감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편견은 참여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의 가족은 

참여자가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격리 병동 파

견에 대해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병원 직원이 잠재적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

였으며, 간호사라는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고 외부활동에 제약과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데이 출근 때 택시를 탔었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목적

지를 보고 병원에 근무하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렇다 하

니까 “코로나 환자 많고 그러는데 병원 사람들이 이렇게 

택시 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라며 이런 식으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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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죠. (중략) 자기도 병원에서 부

르는 콜은 잘 안 받는다고(참여자 10).

2) 감염전파에 대한 걱정이 줄어듦

참여자들은 초기에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부족을 

지적하였고, PAPR 처리와 COVID-19 환자가 사용한 

의료폐기물이나 물품 관리를 어려워했다. 감염병 환자

를 직접적으로 돌보면서 느끼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격

리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하면서 격리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감

염전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라면 외부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격리실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처음에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일을 할 때는 나도 걸

릴 수 있다는 압박감이 들기도 했죠. 그 때 정신지체 환

자가 있었는데 뒤에서 후드를 벗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는 인계를 받으니까 진짜 그때는 혹시나 벗겨지면 어떻

게 하지 걱정을 했어요(참여자 3).

이렇게 레벨D를 입고 일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이나 레벨D 입기 싫어 이런 느낌이라던지 내가 저 환자

한테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진짜 없거든

요. (중략) 어차피 저희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난 안 걸

릴 수 있다라는 자만심도 있거든요(참여자 2).

제 5 주제모음 : 안타까운 고립된 환자들

‘안타까운 고립된 환자들’에는 두 개의 주제 ‘격리실

에 남겨진 환자를 측은하게 여김’, ‘호전 없이 임종을 맞

는 외로운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격리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며, 상태 악화 시에 편안한 죽음과 연

명중단을 선택하는 보호자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1) 격리실에 남겨진 환자를 측은하게 여김

격리실에 있는 환자의 이동과 면회는 제한적이었으

며, 면회 시에 보호자는 악화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

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였다. 격리실에 입원

한 환자들은 코로나 감염자, 전파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외부와 단절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우울감을 호

소하였다. 참여자들은 격리실에서 홀로 있는 특히, 노

인 환자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고립되어 

지내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서적 

지지를 해주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코로나 전파자라고 낙

인 찍히거나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 많

이 하시더라고요. (중략) 말할 사람이 저희밖에 없으니

까, 제가 거기(격리실) 있다고 하면 세상이랑 단절되어

서 힘들 거 같아 위로의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했어요. 

잘하고 있다던가. 인사라도 더 하게 되고(참여자 11).

힘든 점은 보호자가 아예 병원에 오지를 못하니까 중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를 보여주고 싶은데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통화도 못하고. 와서 모니터로 카메라로만 보니

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리고 보호자도 좀 그

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

병하고 달라서 힘들죠(참여자 8).

2) 호전 없이 임종을 맞는 외로운 환자들

참여자들은 COVID-19 중환자가 기도내 삽관, 인공

호흡기, 체외막 산소요법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맞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상태가 악화된 환자가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

길 바라며 보호자들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해하였다.

여기 와서 화상으로 보지 않으면 (보호자들은)진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여기 와서 화상으로 

보고 포기하고 서명하고 연명의료 중단 서류를 작성하

기도 했었는데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게 좋은 생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

자 2).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갑작스럽게 그 임

종 준비가 안 된 보호자분들께서 임종 상황을 갑자기 받

아들였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같아요. (중

략)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환자가 호전이 없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 같고요. 그런 상황들

에서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4).

Ⅳ. 논 의

본 연구는 Colaizzi[1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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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총체

적인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은 5개의 

주제모음과 11개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에서 

제 1 주제모음은 ‘예고없이 맞닥뜨린 역경에 적응함’으로 

나타났다. COVID-19 중환자 발생으로 참여자들은 격

리실이라는 공간에서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새로운 상

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배치된 신

규 간호사는 의료장비 작동법, 시술 과정, 환자 상태 파

악에 대한 미숙함으로 어려움을 겪으며[14],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간호사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불안, 우울, 불면증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15]. 

중환자 간호 경험이 부족했던 참여자들은 중환자 간호 

지식과 기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의사

소통 능력의 부족,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어려움과 극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중환자 간호 역량을 갖춘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는 중환자실 간호

사와 ‘멘토-멘티’ 방식으로 COVID-19 중환자를 돌보

도록 인력배치가 되었다[16, 17]. 중환자 간호 실무 향

상을 위해 COVID-19 격리 병동 출신 간호사들은 중

환자실 간호사에게 현장 교육을 통해 훈련 및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응급상황과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 산소요법과 같은 특수 장비를 적용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환자실 선임 간호사의 지원으

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중환

자실의 인력 지원과 현장 교육 및 시행착오를 경험하면

서 실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재난 상황에서 환자 안전

과 간호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생생한 현장 교육

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인력배치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고강도의 업무와 근무 스

케줄의 잦은 변경, 제한된 활동으로 불편함과 불안을 겪

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와 자신의 노

고를 인정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환자는 보람과 자부심

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적극

적인 주변의 지지가 요구된다.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에서 

제 2 주제모음은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를 받아들임’

으로 나타났다. 격리실은 최소한의 인력만 출입하도록 

허용하였고 면회를 금지하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간호사들이 보호자 역

할까지 대신하면서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2배 이상 증가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18].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바이러스 전파와 방지를 위한 조

치 및 중환자 간호의 복잡성에 기인하므로[8], 간호 인

력에 편중된 부당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별

로 적절한 역할 분담과 숙련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COVID-19 중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COVID- 

19 인력 지원 정책은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이 부족한 곳에 메꾸기식으로 파견함으로써 기존 간호

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하였고[19], 형평성이 없는 보

상은 오히려 COVID-19 병동에서 묵묵히 책임감 있게 

버티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

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인력과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이 

현장에서는 중환자를 간호하기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

기 위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 

배치 및 물품 배분의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필요

하다.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에서 

제 3 주제모음은 ‘외부세계와의 무뎌짐과 단절’으로 나

타났다.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보호

구 착용은 신체적 불편감과 피로를 증가시켰고,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으며, 의사소통 장애와 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주었다. 참여자들은 격리환경에서 대처

가 지연되는 상황을 불안해하거나 격리실 밖에서는 의

료진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방호복의 특성은 김서림, 

높은 발한률,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과 피부 이상반응

을 유발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20], 참여자들 또한 

이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장시간 PAPR을 착용

하는 경우에는 요통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교대 근무 

중에는 착용시간 단축, 잦은 휴식, 적절한 수분 및 영양 

제공 등의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겹겹이 낀 장갑은 감각을 둔하게 만

들어 신체적 불편감과 간호 행위에 어려움을 주었고[21],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돌봐야 할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22],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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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중환자 간호 업무 이외 개인보호구 및 

PAPR 착용으로 의료진이나 환자들간에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겪었으므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적극적

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격리실 출입과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변화

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잦은 개인보호구 착탈의를 줄이기 위해 예상되

는 처치가 단시간내에 있을 경우에는 격리실 내부에서 

대기하다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격리실 밖에서 patient 

monitor,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유리창 

너머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격리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는 시간과 격리실의 물리적 구조로 신속한 대처를 힘

들어했으며, Heo[23]도 CCTV가 있더라도 병실 안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사들이 격리실에 직접 들어오

지 않고 CCTV로 환자를 확인하고 지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과 서운함을 느꼈는데, 격리실에 꼭 들어가

서 간호 업무를 처리하는 간호사들에게는 격리실이라는 

공간이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4].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에서 

제 4 주제모음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인식변화’로 나

타났다. 편견과 사회적 활동의 제한은 참여자들이 COVID- 

19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스스로 외부 활동을 제한하

거나 타인의 편견을 의식한 것에 기인한다. 참여자들은 

COVID-19 격리 병동 파견 결정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으나, 감염 전파에 대한 가족의 우려로 가

족을 만나러 집에 편히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부모

님조차 의료인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지 않아 더욱 스트

레스를 받았다[25].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가족의 지

지와 더불어 사회의 긍정적인 시선과 따뜻한 격려 등의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COVID-19 환자를 돌봤던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외부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혹은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

로도 편견과 잠재적 감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

였으며, WHO[26]에서도 COVID-19 의료진들이 두려

움이나 낙인 때문에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회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실제로 감

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 의료진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을 위한 노력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COVID-19 중환자를 돌보면서 개인보호

구를 착용하였음에도 두려움과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의 어

려움과 탈의 시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오염으로 감염

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ian 등[27]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벗

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인보호구를 벗는 

동안 상당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훈

련을 통해 술기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 보

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졌

던 초기의 불안은 참여자들은 개인보호구 착탈의가 익

숙해지고 의료진 감염 사례가 드문 것으로 확인되면서 

COVID-19 격리실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전

환되었다.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에서 마

지막 주제모음은 ‘안타까운 고립된 환자들’로 나타났다.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COVID-19 

환자들은 우울감, 불안과 수면 장애를 포함하는 증상이 

다른 감염병이나 외래 환자들과 비교해 높았으며[2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격리실에 고립되어 있는 환자들

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1인 

음압 격리실의 COVID-19 환자들에게 유일한 대화 상

대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보듬어주며 인본적

인 간호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COVID-19 환자의 임종을 경험하며 지

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임종을 보며 커다란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상태의 악화나 임종을 목전에 두

고 있어도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홀로 격리실에서 견뎌야 했고, 참여자들은 마지막까지 

이들과 함께 격리실에 머물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

보아야 했다. 임종 간호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현재 삶을 

완성하고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도록 환자의 임종 과

정을 돕는 것인데[29],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각종 침

습적 기구나 장비를 적용중인 COVID-19 환자의 고통

을 지켜보며 편안한 영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 중

단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편안한 죽음이 되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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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종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COVID-19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

사들은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서 전문가와 돌봄제공자로

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예

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으로 중환자 간호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압 격리실에서 COVID-19 중환자를 돌

보았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경험의 본질과 의

미를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

과 중증환자의 확산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 환경

에서 효과적인 대처와 양질의 간호를 보장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역량 있는 중환자 간호 인력의 양성을 위해 중환자 

간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호

협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감염병의 인적, 물적 자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병

원과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이 필

요하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일부 지역의 COVID-19 중환자

를 돌보는 간호사이므로 병원마다 특수성이 있는 다양

한 격리실의 환경과 이와 관련된 업무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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