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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PICS-F)이라 한다. 중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PICS-F의 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PICS-F 

증상의 정도, 시간에 따른 증상의 변화 양상,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증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PICS-F의 심리적 

문제로 불안, 우울, PTSD 점수를 측정하고 사회적 문제로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를 측정하였다. 불안과 우울은 병원-불안 우울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의 국문번역본, PTSD는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의 국문번역본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는 가족에 대한 영향척도(impact on family 

scale)를 본 연구에서 국문으로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시행되었고, 해당 소아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입원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PICS-F 증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중환자실 퇴실 시와 

이로부터 한달 뒤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중환자실 퇴실 시에 시행한 

1차 조사는 설문을 통해, 추적조사는 모바일링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PICS-F 심리적 문제의 유병율은 각 도구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PICS-F 증상의 차이는 

독립변수의 정규성 및 연속변수여부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비모수 검정,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조사에 응한 41명 중 5명이 탈락하여 최종 연구참여자는 

36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과반수가 아동의 중환자실 퇴실 시(77%) 및 

한달 뒤에도(58%) 불안, 우울, PTSD 3가지 심리적 문제를 모두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는 아동의 중환자실 퇴실 시에 비해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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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2, p=.04). 아동의 

중환자실 퇴실 시와 한달 뒤, 두 시기에서 대상자의 PICS-F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였다. 정서적 지지는 

PTSD 점수(T1: r=-.47, p=.004/T2: r=-.48, p=.003) 및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와(T1: r=-.37, p=.03/T2: r=-.38, p=.02)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차 조사 시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한달 

뒤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종교였다. 종교가 있는 집단의 

PTSD점수(t=2.73, p=.01)와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가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낮았다(Z=-2.02, p=.04).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심리적 유병율이 

높고, 사회적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PICS-F 증상 감소를 위하여 국내 임상현장에서 PICS-F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진의 지지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소아중환자실, 종단연구,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문제 

학   번 : 2017-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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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함께 

고통받는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Jezierska, 

2014).  

중환자실의 환자는 일반병실의 환자보다 중증도가 높아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존재하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Colville et al., 2009). 

특수치료장비가 즐비한 환경과 이 기계에서 발생하는 알람 소리도 

가족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Rodríguez-Rey & Alonso-Tapia, 2016). 

또한, 중환자실에서는 가족들이 제한된 면회시간을 통해서만 환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아동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Terp & 

Sjöström-Strand, 2017).  

또한,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일반병실의 환자들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다.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며, 외래 

진료나 입원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잦다(Rees, Gledhill, 

Garralda, & Nadel, 2004).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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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족들은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의 일상생활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van den Born–van Zanten, Dongelmans, Dettling-

Ihnenfeldt, Vink, & van der Schaaf, 2016). 이와 같이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환자의 나머지 가족들이 경험하는 여러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PICS-F)’이라 한다(Needham et al., 2012).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으로는 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적 슬픔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환자의 가족들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거나 경제적 

문제 또한 경험한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심리적 증상들로만 

구성되었던 기존의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에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Manning, Pinto, Rennick, Colville, & Curley, 2018). 

중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F)’은 

환자의 중환자실 퇴실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Davidson, Jones, & 

Bienvenu, 2012).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겪는 이들은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며(Petrinec & Martin, 2018), 이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환자를 돌보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avidson et al., 2012). 특히 아동의 경우, 부모가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자녀의 건강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Bartlett et al., 2004).  

수술적 치료의 발전,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아중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하나(Namachivayam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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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Davis, 

Stutchfield, Evans, & Draper, 2018; Straney et al., 2015). 

국내에서도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아동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 미만의 환자는 2013년에 31,542명, 2017년에는 38,195명이었다 

(공공데이터포털, 2018).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계중환자의학회에서 중환자실 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문제들을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F)’이라고 명명한 후에는 

관련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ICS-F의 발생률 및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Beesley et al., 2018; Matt, Schwarzkopf, 

Reinhart, König, & Hartog, 2017; Petrinec & Martin, 2018; Smith, 

2016), 시간에 따른 증상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Petrinec & Martin, 

2018; Warren et al., 2016)들이 시행되었다. 또한, PICS-F 증상 

완화를 위한 감각 자극 중재연구(Cairns, 2018),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PICS-F에 대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Esses, Small, Rodemann, & Hartman, 

2019). 하지만, 국내에서 소아중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PICS-F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증후군 증상의 정도,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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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증후군 증상의 변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증후군 증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현장에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개념을 적용하고, 추후 관련 중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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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정도를 파악한다. 

①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중 심리적 문제인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정도를 측정한다. 

②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중 사회적 문제인 가족에 대한 영향 

정도를 측정한다.  

 

2)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3)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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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PICS-F)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F)이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일컫는다(Manning et al., 2018; Needham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PICS-F의 심리적 문제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다. 불안과 우울은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오세만, 민경준과 박두병 (1999)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Weiss와 Marmar 

(1997)가 개발한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ES-R)을 은헌정 등 (2005)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PICS-F의 사회적 문제로 가족에 대한 

영향 정도를 측정한다. 가족에 대한 영향은 Stein과 Jessop (2003)이 

개발한 가족에 대한 영향 척도(Impact on Famil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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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아동의 중환자실 입원과 가족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 사건이다.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한된 면회시간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점, 

생명유지장치와 같은 특수한 기계가 존재하는 낯선 모습의 중환자실 

환경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사한 Rodríguez-Rey와 Alonso-Tapia 

(2016)의 연구에 따르면 95%의 대상자가 중환자실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부모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자녀의 모습, 

중환자실의 환경, 자녀에게 행해지는 시술이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의 모습은 부모에게 가장 보기 힘든 

광경으로 흔히 언급되는 요소이다. 아동에게 연결된 기계와 각종 

삽입관들, 심한 부종으로 알아보기 힘든 얼굴, 저산소증 발작 시의 

회색의 낯빛 등은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된다(Colville et 

al., 2009; Hagstrom, 2017). 특히 기도삽관이 되어 있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모습에 대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Aamir, Mittal, 

Kaushik, Kashyap, & Kaur, 2014). 부모들은 이런 아동의 모습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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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힘들다고 느끼다가도 그런 마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Terp & Sjöström-Strand, 2017). 

부모가 지각하는 중환자실의 환경은 흔히 충격적인 광경으로 

묘사된다. 일반병동과는 달리, 아동에 비해 훨씬 큰 기계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낯선 환경과 기계에서 울리는 알람소리는 부모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이다(Colville et al., 2009). 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입원하였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Aamir 등 (2014)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중환자실 환경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인식했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일반병실의 환자들보다 중증도가 높고, 이는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환자의 상태가 언제 호전될 지,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언을 듣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는 

매일 자녀의 상태에 따라 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진다(Hagstrom, 

2017).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자녀를 보며, 혹은 그 주변의 다른 

아동들을 보며 죽음을 가깝게 느끼기도 한다(Colville et al., 2009). 

중환자실은 일반병동과 달리 제한된 면회시간을 통해서만 환자를 

만날 수 있다. 아픈 자녀와 격리되는 것 또한 부모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다(Hagstrom, 2017; Terp & Sjöström-

Strand, 2017). 부모는 면회시간 만을 기다리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자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임을 느낀다.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Terp & 

Sjöström-Strand, 2017). 또한, 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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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모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Davidson et al., 2012).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부모는 아픈 자녀에게 집중하며 

다른 형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또한, 아픈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을 돌보거나, 다른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역할의 변화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Hagstrom, 

2017).  

이와 같은 변화는 아동의 중환자실 퇴원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은 일반병실에 입원한 아동보다 중증도가 높고 

입원일수가 많다. 또한 퇴원 시, 질병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퇴원 후 재입원율이 일반병실에 입원했던 아동에 비해 높고, 학교 

결석률도 높다(Rees et al., 2004). 아동의 추후 건강관리를 위해 부모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집안일을 조정해야 하기도 한다(Clark, Cummings, 

Kuhlthau, Frassica, & Noviski, 2017). 아픈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는 휴직 또는 사직을 경험하기도 하며, 지인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축소되기도 한다(Terp & Sjöström-Strand, 2017). 

이렇듯, 중환자실 입원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아중환자의 부모는 위와 같은 요인들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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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중환자실 입원은 환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중환자실 퇴실 후에도 

여러 건강문제를 겪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2012년 

세계중환자의학회에서는 중환자실 입원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집중치료 후 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중환자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PICS-F)’이라고 

한다(Needham et al., 2012). 중환자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복합적 슬픔과 

같은 심리적 문제(Davidson et al., 2012; Needham et al., 2012)와 

대인관계의 감소, 환자의 돌봄에서 비롯된 경제력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알려져 있다(Manning et al., 2018).  

중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의 유병율은 대상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중증 패혈증 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64%가 불안증세를, 38%가 우울증세를, 62%가 PTSD증세를 

나타냈다(Rosendahl, Brunkhorst, Jaenichen, & Strauss, 2013). 

소아중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Stremler, Haddad, Pullenayegum과 

Parshuram (201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24%가 중증불안증세를 

보였고, 51%가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을 보였다. 불안과 우울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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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체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심한 경우 4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Needham 

et al., 2012).  

중환자실 입원이 가족의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가족의 사회적 문제를 PICS-F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다(Manning 

et al., 2018). 중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주된 사회적 문제로 보호자의 

결근율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Clark et al., 2017), 가족의 

일상생활기능 저하, 개인의 일상생활기능 저하(van den Born–van 

Zanten et al., 2016) 등이 보고되었다.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을 겪은 

부모 중 대다수가 직장 결근을 경험하였고,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이 

부모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Clark et al., 

2017). 

PICS-F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성별,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적 상태이다. 대상자의 연령이 

어리거나(Anderson, Arnold, Angus, & Bryce, 2009; McAdam, 

Dracup, White, Fontaine, & Puntillo, 2010), 여성인 경우(McAdam et 

al., 2010; Nelson & Gold, 2012), 종교가 없는 경우(Fumis, Ranzani, 

Martins, & Schettino, 2015), 최종학력이 낮은 경우(Anderson et al., 

2009), 미혼모 혹은 미혼부인 경우(Jezierska, 2014)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전에 중환자실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심리적 문제를 더 나타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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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Lewis & Taylor, 2017). 또한, 수입이 낮은 경우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17).  

 PICS-F와 관련된 환자측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중증도, 

생명유지장치 여부가 있다. 환자가 여자인 경우, 연령이 어린 

경우(McAdam et al., 2010; Rodríguez-Rey & Alonso-Tapia, 2016), 

중증도가 높거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경우(Aamir et al., 2014; 

Rodríguez-Rey & Alonso-Tapia, 2016), 중환자실에 응급으로 입원한 

경우(Jezierska, 2014)에 가족들이 PICS-F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는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이 보고되었다. 의료진이 가족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서적으로 지지해준 경우,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 가족들은 PICS-F 증상을 적게 

나타냈다(Jezierska, 2014). 

PICS-F 연구에서 심리적 문제로 흔히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사회적 문제로 경제적 영향, 대인관계 감소 

등을 측정하지만 연구에 따라 변수와 도구, 측정시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PICS-F 연구 설계를 위해 PUBMED, CINAHL, RISS를 통해, 

‘PICS-F’라는 단어를 제정한 2012년 이후의 문헌 중 PICS-F 

연구라고 밝힌 문헌을 찾아 연구대상, 변수, 도구, 측정시기를 

탐색하였다. 결과는 부록1과 같다. 선행 연구들에서 PICS-F의 심리적 

문제로 불안, 우울, PTSD,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총 11건의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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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연구에서 PICS-F의 심리적 문제로 3가지 변수를 함께 

측정하였다(이미미, 2018; Beesley et al., 2018; Cairns, 2018; Matt et 

al., 2017; Petrinec, 2017; Petrinec & Martin, 2018; Rosendahl et al., 

2013; Smith, 2016). 해당 8건의 연구 중 6건의 연구에서 불안, 우울, 

PTSD를 측정하였다(Beesley et al., 2018; Matt et al., 2017; Petrinec, 

2017; Petrinec & Martin, 2018; Rosendahl et al., 2013; Smith, 

2016). 사회적 문제의 변수로는 경제 및 대인관계 문제를 포함하는 

보호자 부담감이 있었다(Wolters et al., 2015; van den Born–van 

Zanten et al., 2016).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 8건의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모두 병원 불안 우울 척도(HADS)를 사용하였다(이미미, 

2018; Beesley et al., 2018; Cairns, 2018; Matt et al., 2017; Petrinec, 

2017; Petrinec & Martin, 2018; Rosendahl et al., 2013; Smith, 

2016).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사건충격척도(IES)(Matt et al., 2017; Smith, 2016),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Beesley et al., 2018), PTSD checklist(Petrinec, 

2017; Petrinec & Martin, 201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의 변수인 보호자 부담감은 보호자 부담감 척도(Caregiver strain 

index)로 측정되었고(Wolters et al., 2015; van den Born–van Zanten 

et al., 2016), 이는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다. 

측정횟수와 시기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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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정도와 시간에 따른 증상의 변화 양상,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 15병상의 

소아중환자실에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해당 중환자실에 입실한 

아동의 부모 중 주보호자 1인으로 본 연구에 동의한 자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실 시의 문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 퇴실이 결정된 아동의 부모 

② 입실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아동의 부모  

③ 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재실하였던 아동의 부모 

④ 한국어로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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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를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에 필요한 수를 산정하였다. 양측검정,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5, 검정력 0.8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34명이었다. 본 연구는 추적조사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대상자 수 

41명을 목표로 하였다.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연구에 동의한 

4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5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종 연구 참여자는 

36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환자실 경험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환자실 경험 관련 특성은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세부항목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최종학력, 

결혼상태, 가족형태, 경제상태를 포함하였고, 중환자실 경험 관련 

특성으로는 이전의 중환자실 방문여부, 면회여부, 간호활동 참여정도, 

중환자실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중환자실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나누어, 중환자실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 간호에 대한 만족도, 정보제공 만족도, 의사결정 시의 

참여정도,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 정도에 대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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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중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적 후유증을 조사한 

Matt 등 (2017)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10점 

척도의 시각적 상사 척도이고, 개별 점수로 표기하였다. 

 

2)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전산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를 

조사하였다. 임상적 특성으로는 기저질환, 수술여부, 중증도(PRISM Ⅲ 

Score), 생명유지장치, 심폐소생술 여부, 이전 중환자실 입실여부, 

삽입관, 억제대 적용 여부, 중환자실 입실사유, 입실형태, 퇴실여부, 

중환자실 및 병원 총 입원기간을 조사하였다. 중증도 산정을 위해 

사용한 PRISM Ⅲ Score(Pediatric Risk of Mortality Ⅲ Score)는 

소아에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Pollack, Patel, & Ruttimann, 1996). 

중환자실 입실사유 중 수술 후 간호로 인한 입실은 수술 직후 

수술실에서 입실한 경우에 해당되고, 기타 다른 이유로 입실하여 

입실기간 내에 수술한 경우는 본래의 중환자실 입실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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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F) 

 

PICS-F는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구성된다. 심리적 문제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로, 사회적 문제는 가족에 

대한 영향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도구는 원저자와 번역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었다. 

 

(1) 불안과 우울 

 

불안과 우울은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발하고 오세만 등  

(1999)이 번역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병원 불안-

우울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불안을 측정하는 7개의 홀수문항과 

우울을 측정하는 7개의 짝수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3점)이다. 불안과 우울은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총점은 각각 2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8점을 기준으로 불안장애 혹은 우울장애 집단과 정상집단으로 

분류한다(오세만 외, 1999).  

오세만 등 (1999)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하부척도인 

불안을 기존의 자가평정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와 

비교하였을 때, 상관관계는 r=.79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와의 상관관계는 r=.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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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Cronbach’ α는 불안과 우울에서 각각 .89, .86이었다. 성인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 이미미 (2018)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불안과 우울 각각 .85, .7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불안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각각 .90, .91이었고, 우울은 각각 .83, .87이었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은 사건충격 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IES-R)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orowitz, Wilner와 Alvarez (1979)가 개발한 

PTSD 증상을 측정하는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는 

외상 후의 침습 및 회피 증상을 측정한다. Weiss와 Marmar (1997)은 

사건충격척도(IES)에 PTSD의 주요 특징인 과각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ES-R을 은헌정 등 (2005)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PTSD 증상을 측정하였다. 은헌정 등 (2005)의 연구에서 

한국판 IES-R은 요인분석결과 과각성(6문항), 회피(6문항), 

침습(5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감(5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5점척도(0-4점)이며, 점수는 각 문항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총점은 8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 18점 이상은 부분적으로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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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있는 상태, 25점 이상은 PTSD 진단에 부합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은헌정 외, 2005).  

한국판 IES-R은 기존의 PTSD 진단에 사용되는 도구인 임상가를 

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CAPS)와 다면적 인성검사-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 MMPI-PTSD)와 높은 상관관계(r=.69, r=.66)를 보였다. 

Cronbach’ α는 .69~.83이었다(은헌정 외, 2005). 중환자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된 Lewis와 Taylor (2017)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도구 

항목들의 Cronbach’ α는 1차 조사 시 .94, 2차 조사 시 .97이었다. 

1차, 2차 조사 시의 각 하위항목에 대한 Cronbach’ α는 

과각성 .82, .92, 회피 .87, .88, 침습 .94, .95,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감에서 .64, .73이었다.  

 



 

 20 

 

(3) 가족에 대한 영향 

 

가족에 대한 영향은 Stein과 Jessop (2003)이 개발한 가족에 대한 

영향 척도(Impact on Family Scale; IOFS)의 개정판을 본 연구에서 

국문으로 번역한 뒤 측정하였다. IOFS는 자녀의 질환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부모가 인지하는 바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다양한 질환을 가진 아동의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Stein & 

Jessop, 2003). 경련질환 아동의 부모(Dehn, Korn-Merker, Pfäfflin, 

Ravens-Sieberer, & May, 2014), 구개열을 가진 아동의 

부모(Kramer, Baethge, Sinikovic, & Schliephake, 2007)에서 질환이 

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IOFS는 가족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영역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하위영역(경제적 영향 및 형제에 대한 영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nning 등 (2018)이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에 대해 제시한 바에 따라, PICS-F의 가족에 대한 영향을 

IOFS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영역(15문항)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영역(5문항)을 사용하여 총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형제에 대한 

영향은 형제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1~5번 문항이 경제적 영향에 해당하고, 6~20번 문항은 전반적인 

영향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경제적 영향에 해당하는 1~5번 문항은 

가족단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번 문항 ‘아이의 진료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대상자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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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아니다)의 4점척도이며, 

점수는 1~20번 문항의 점수를 각각 역산하여 더한 총점으로 산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중환자실 입원 경험이 가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국문으로의 번역은 Guillemin, Bombardier와 Beaton (1993)가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 전문번역센터에 원도구를 한국어로의 

번역을 의뢰한 뒤, 번역과정에서의 오류나 의미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수정없이 번역본을 다른 번역가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원도구, 번역본, 역번역본을 소아중환자실 관리자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과 함께 검토하였고, 도구의 지시사항, 설문문항, 

선택지에서 원도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이해하기 모호한 문장을 

확인하였으며, 수정된 문항은 없었다.  

이후 연구 시작 전, 도구의 최종본을 연구가 시행된 소아중환자실의 

보호자 2명에게 의뢰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된 문항은 없었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 α는 전반적 영향이 .80, 경제적 

영향이 .70이었다(Stein & Jessop, 2003).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전반적 영향이 1차와 2차 조사 시 각각 .89, .93, 경제적 영향은 

1차와 2차 조사 시 각각 .75, .84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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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대상자 모집 및 1차,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진 소아중환자실은 15개 

병상으로, 중환자의학과 소아파트 10개 병상, 신경외과 2개 병상, 

소아외과 1개 병상, 성형외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기타 병상 1개 병상, 

응급병상 1개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 퇴실이 결정되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의 주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중환자실 퇴실이 결정된 후부터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날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환자실 경험관련 

특성, PICS-F 증상(불안, 우울, PTSD, 가족에 대한 영향)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가량이었다. 1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은 전산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2차 조사방법은 사전에 대상자에게 서면과 모바일을 

통한 방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게 하였다. 대상자 모두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 방법을 택하였고, 대상자별로 1차 조사 후 한 달이 되는 

시기에 모바일링크를 전송하였다. 응답이 없는 경우, 추가로 2번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2차 조사에 대해 알렸다. 이를 통해 1차 조사에 

참여한 41명 중 36명이 2차 조사에 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종 

자료분석을 위해 36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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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연구대상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의 목적과 윤리성을 검토 받은 후 

시행되었다(IRB No. 2018-12-110).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 기간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철회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갖추어진 곳에 보관하였고, 의무기록의 식별정보는 

코드화하여 관리하였다. 연구자료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서 10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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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IBM SPSS statistics 25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표에 따른 자세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와 아동의 일반적 및 임상적 특성, 중환자실 만족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범위, 사분위수로 기술하였다. 

2) 대상자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F) 증상인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가족에 대한 영향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PICS-F 증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은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PICS-F 증상의 차이는 정규성 

여부에 따라 정규성이 검정된 경우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그룹별 대상자가 적은 경우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정, Kruskal-Wallis H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 중 연속변수와 PICS-

F 증상의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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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9세였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21명(58.3%)이었다. 최종학력이 대졸인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72.2%), 고졸학력의 대상자가 7명(19.4%), 대학원졸업자가 

3명(8.3%)이었다. 94.4%의 대상자가 기혼 상태였으며, 그 외 대상자는 

사별 또는 이혼 상태라고 답하였다.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 75%이었다. 

현재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20명(55.6%)이었고, 현재 직장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9명(25%), 직업이 있으나 자녀의 입원으로 인해 휴직 

중인 대상자가 7명(19.4%)이었다. 1차 조사 후 한달 사이에 직업상태에 

변화가 있던 대상자는 8명(22.2%)이였다. 8명 중 2명은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6명은 한달 사이에 휴직하거나 

사직했다고 답하였다.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월 수입의 변화가 

있었던 대상자는 16명(44.4%)이고, 이 중 수입이 증가했다고 답한 

대상자는 1명, 나머지 15명은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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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ents          (N=36) 

 Variables Categories n(%) M±SD(range) 

T1 Age(years) ≤35 11(30.6) 38.92±6.10 

36~40 12(33.3) (27~50) 

≥41 13(36.1)  

Sex Female 35(97.2)   

Male 1(2.8)   

Religion Yes 21(58.3)   

No 15(41.7)   

Education 

completed 
High school or less 7(19.4)   

University or college 26(72.2)  

Graduate School 3(8.3)   

Marital status Married 34(94.4)  

Other 2(5.6)   

Family type Nuclear family 27(75.0)  

Extended family 9(25.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20(55.6)  

Employed 9(25.0)  

On leave 7(19.4)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300  13(36.1)   

300-499  13(36.1)  

≥500  10(27.8)   

T2 Change in 

employment 

status 

Yes 8(22.2)  

No 28(77.8)  

Income change Yes 16(44.4)  

No 20(55.6)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1, time 1; T2, 1 month after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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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중환자실 경험 관련 특성 

 

대상자의 중환자실 경험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이전에 중환자실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19명 

(52.8%)이었다. 자녀의 이번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면회 횟수는 

중환자실 면회 규정에 따라 하루 2회인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이외 소아중환자실 특성에 따라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자주 면회하거나 

중환자실에 상주한 경우는 22.2%이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97.2%) 

중환자실 내에서 아동의 개인위생간호, 체위변경 등의 간호활동에 함께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중환자실 만족도에 관한 5문항은 10점(1-10점) 척도의 시각적 

상사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아중환자실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9.11점이었으며, 간호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9.06점이었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정보제공 만족도는 8.92점이었다.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함께 참여한 정도에 대해 답하는 의사결정 

참여도 점수는 7.64점으로 다른 만족도 점수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의료진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지지 점수는 8.0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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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CU Experience-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ents (N=36) 

Variables Categories n(%) 
M±SD 

(range) 
IQR 

Previous ICU 

experience 

as a visitor 

Yes 19(52.8)  

No 17(47.2)   

Visiting 

frequency 
Once a day 3(8.3)  

Twice a day 25(69.4)  

Frequently or stay 8(22.2)   

Number of 

Nursing care 

participation 

0 1(2.8)   

≤2 17(47.2)   

≥3 18(50.0)     

Satisfaction 

scale related 

PICU 

experience 

on Time 1 

Satisfaction with 

treatment in the PICU 
 9.11±1.26 

(4-10) 
9~10 

Satisfaction with nursing 

in the PICU 
 9.06±1.47 

(4-10) 
9~10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8.92±1.50 

(4-10) 
8.25~10 

Degree of feeling 

involved in decision-

making 

 7.64±2.30 

(1-10) 
6.25~9 

Degree of feeling 

supported by PICU staff 
  

8.03±1.98 

(1-10) 
7.25~9.75 

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IQR,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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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2개월의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를 보였고, 여아가 52.8%이었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36) 

Variables Categories n(%) M±SD(range) 

Age(year) 

  

<1 5(13.9) 7.38±5.33 

(2month~17yrs) 

  

1-5 9(25.0) 

6-11 13(36.1) 

≥12 9(25.0) 

Sex 

  

Female 19(52.8)   

Male 17(47.2)   

Birth order 

  

First 17(47.2)   

Second 15(41.7) 
 

Third 4(11.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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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임상적 특성 

 

아동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은 

17명(47.2%)이었으며, 이 중 12명은 이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입실사유별로 나누어 보면, 수술 후 간호를 위해 

수술실에서 입실한 경우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33.3%), 호흡기계 

문제로 입실한 경우가 10명(27.8%), 신경계 문제로 입실한 경우가 

8명(2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입실사유로는 심혈관계 문제, 

중증외상, 소화기문제 등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활력징후 변화나 의식변화와 같은 응급상황으로 인해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아동은 19명(52.8%)이었다. 수술 후 간호를 

위해 입실한 12명은 모두 수술 전에 소아중환자실 입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획적으로 입원한 유형에 해당되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수술을 받았던 아동은 수술 후 간호를 위해 입실했던 아동 12명 이외에 

3명을 포함하여 15명(41.7%)이었다. 3명은 다른 사유로 

소아중환자실에 입실한 후에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유형이다. 

입실경로로는 타병원에서 입원한 경우가 14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실에서 입실한 경우가 12명(33.3%), 응급실에서 입원한 경우가 

5명(13.9%), 일반병동에서 입실한 경우는 5명(13.9%)이었다. 

소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던 아동은 

9명(25%)이었다. 억제대 적용이 필요했던 아동은 15명(41.7%)이었고, 

중심정맥관, 인공기도, 배액관 등의 삽입관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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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2명(88.9%)이며, 이 중 3개 이상의 관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동은 17명(47.2%)이었다.  

소아중환자실 퇴실 한 달 뒤(2차 조사 시점)에 병원을 퇴원한 

아동은 32명(88.9%)이었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2명은 병원 퇴원 후 다시 일반병동에 입원한 상태였다.  

중증도를 반영하는 PRISM Ⅲ score는 평균 3.64점이었다. 

소아중환자실 입실기간은 평균 8.08일, 병원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총 입원기간은 평균 25.9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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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36) 

Variables Categories n(%) M±SD(range) 

Underlying disease Yes 17(47.2) 
 

No 19(52.8)   

Past history of 

ICU admission 

Yes  12(33.3) 
 

No 24(66.7)   

Reason of current  

PICU admission 

Respiratory failure 10(27.8)   

Neurologic problem 8(22.2) 
 

Post op care  12(33.3) 
 

Other  6(16.7)   

Emergent admission Yes 19(52.8) 
 

No 17(47.2)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5(13.9) 
 

ER 5(13.9) 
 

Other hospital 14(38.9) 
 

Operation room  12(33.3)   

Surgery Yes  15(41.7) 
 

No 21(58.3)   

CPR history Yes 2(5.6) 
 

No 34(94.4)   

Ventilator Yes  9(25.0) 
 

No 27(75.0)   

Restraint Yes 15(41.7) 
 

No 21(58.3)   

Invasive tubes 0 4(11.1) 
 

1~2 15(41.7) 
 

3 or more 17(47.2)   

Hospital discharge 

at Time 2 

Yes 32(88.9) 
 

No 4(11.1)   

Severity of illness (PRISM Ⅲ Score) 3.64±3.89 (0~14) 

Length of stay on PICU (days) 8.08±6.41 (3~36)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25.97±23.29 (5~109)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GW, general ward; PRISM Ⅲ Score, Pediatric 

Risk of Mortality Ⅲ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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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 및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에 대한 결

과는 Table 5, 6과 같다. 불안, 우울, PTSD 점수는 1차 조사 시 각각 

평균 11.97점, 12.22점, 44.33점이었다(Table 5). 심리적 장애가 있는 

집단과 정상집단으로 나누는 절단점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1차 조사에서 불안, 우울, PTSD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각각 

29명(80.6%), 31명(86.1%), 33명(91.7%)으로 나타났다(Table 6). 2

차 조사 시의 불안, 우울, PTSD 점수는 각각 9.64점, 9.75점, 39.03점

이었다(Table 5). 절단점으로 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2차 조사 시에 불

안, 우울, PTSD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각각 23명(63.9%), 24명

(66.7%), 29명(80.6%)이었다. 불안, 우울, PTSD 점수가 모두 절단점 

이상인 대상자는 1차 조사 시에 28명(77.8%), 2차 조사 시에 21명

(58.3%)이었다(Table 6). 

불안(t=-3.39, p=.002), 우울(t=-3.63, p=.001), PTSD(t=-

2.16, p=.04)는 1차 조사 시에 비해 2차 조사 시에 모두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반면에, 가족에 대한 영향은 1차 조사 시에 비해 2차 조사 시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2, 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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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verity of Symptoms of PICS-F on T1 and T2 (N=36) 

Measure 
T1 T2 

difference t p 
M±SD M±SD 

Anxiety 

(HADS-A) 
11.97±4.30 9.64±4.18 -2.33±4.13 -3.39 .002* 

Depression 

(HADS-D) 
12.22±4.24 9.75±4.25 -2.47±4.09 -3.63 .001* 

PTSD 

(IES-R) 
44.33±18.77 39.03±22.21 -5.31±14.74 -2.16 .04* 

Impact on 

 family 

(IOFS) 

55.06±10.63 57.97±14.06 2.92±8.27 2.12 .04* 

PICS-F, 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T1, time1; T2, 1 month 

after time 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p<.05 

 

 

 

 

Table 6. Prevalence of Psychological Symptoms of PICS-F using 

Screening Thresholds                                      (N=36) 
  T1 T2 

  n(%) n(%) 

Anxiety (HADS-A≥8) 29(80.6) 23(63.9) 

Depression (HADS-D≥8) 31(86.1) 24(66.7) 

PTSD (IES-R≥18) 33(91.7) 29(80.6) 

Co-morbidity 

(HADS-A≥8 

 & HADS-D≥8 

& IES-R≥18) 

28(77.8) 21(58.3) 

PICS-F, 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T1, time 1; T2, 1 month 

after time 1;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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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는 Table 7, 

8과 같다. 중환자실 퇴실 시인 1차 조사 시점(T1)에서,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월수입이었다.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가 

낮았다(F=5.17, p=.01). T1으로부터 한달 뒤인 2차 조사 시점(T2)에,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였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T2에서의 PTSD점수(t=2.73, 

p=.01)와,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Z=-2.02, p=.0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 중 연속변수인 중환자실 만족도에 따른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는 Table 9와 같다. 중환자실 퇴실 시(T1)에 평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한달 뒤의(T2)의 PTSD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4, p=.04).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 정도는 

T1에서의 불안(r=-.41, p=.01), PTSD(r=-.47, p=.004), 가족에 

대한 영향점수(r=-.37, p=.03)와 T2에서의 PTSD(r=-.48, p=.003),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r=-.38, p=.02)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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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ents on Time 1 (N=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Age 

≤35 11 13.55±5.03 1.80 

(.18) 

13.18±4.62 1.00 

(.38) 

  

49.09±22.48 0.51 

(.61) 

  

55.55±11.41 0.21 

(.81) 

  
36-40 12 10.25±3.98 10.83±4.71 42.92±20.99 56.25±12.89 

≥41 13 12.23±3.61 12.69±3.38 41.62±13.11 53.54±8.03 

Sex 
Female 35 11.97±4.36  12.17±4.29  44.77±18.86  55.31±10.67  

Male 1 12  14  29  46  

Religion 
Yes 21 11.76±3.82 0.34 

(.73) 

11.57±3.57 1.09 

(.28) 

39.62±14.87 1.73 

(.10) 

53.38±10.36 1.12 

(.27) 
No 15 12.27±5.02 13.13±5.03 50.93±22.03 57.40±10.91 

Education 

completed  

High school or less 7 11.43±6.08 3.26 

(.20) 

11.71±5.94 1.68 

(.43) 

40.57±23.81 2.39 

(.30) 

53.57±10.86 2.43 

(.30) university 26 12.50±3.87 12.77±3.49 46.88±17.02 56.31±10.69 

graduate school 3 8.67±2.08 8.67±5.77 31.00±21.07 47.67±9.29 

Marital Status 
Married 34 12.00±4.42 -0.14 

(.917) 

12.18±4.36 -0.28 

(.81) 

44.53±19.09 -0.35 

(.76) 

55.24±10.82 -0.76 

(.50) 
Other 2 11.50±.71 13.00±1.41 46.80±16.97 52.00±8.49 

Family type 
Nuclear family 27 12.00±4.50 0.07 

(.95) 

11.96±4.38 -0.62 

(.53) 

43.89±18.74 -0.24 

(.81) 

54.63±11.72 -0.70 

(.49) 
Extended family 9 11.89±3.89 13.00±3.94 45.67±19.96 57.22±6.42 

Employment 

status on Time 1 

Employed 9 11.00±3.04 1.19 

(.53) 

13.22±2.68 1.32 

(.52) 

41.00±14.36 0.78 

(.68) 

54.00±11.31 0.79 

(.67) 
Unemployed 20 12.50±4.42 12.35±3.87 46.45±17.08 56.80±9.42 

On leave 7 11.71±5.59 10.57±6.58 42.57±28.67 51.4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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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onthly income 

on Time 1 

<300a 13 11.77±4.15 0.10 

(.91) 

11.92±4.29 0.22 

(.81) 

42.92±4.29 0.21 

(.81) 

58.31±7.35 5.17 

(.01)* 

(c<a,b)† 
300-499b 13 11.77±4.29 11.92±4.61 47.08±18.00 58.15±9.57 

≥500c 10 12.50±4.91 13.00±4.028 42.60±22.06 46.80±11.85 

Previous ICU 

 experience 

Yes 19 12.11±4.16 0.19 

(.85) 

12.26±4.19 0.06 

(.95) 

46.32±19.63 0.67 

(.51) 

57.95±9.953 1.78 

(.08) No 17 11.82±4.57 12.18±4.43 42.12±18.09 51.82±10.71 

Visiting 

frequency 

1~2/day 28 12.61±4.43 -1.61 

(.12) 

12.71±4.55 -1.74 

(.08) 

46.54±19.47 -1.39 

(.17) 

56.04±11.01 -1.24 

(.22) frequently or stay 8 9.75±3.54 10.50±2.39 36.63±14.60 51.63±8.94 

Number of 

nursing care 

 participation 

≤2 18 11.67±3.87 -0.42 

(.68) 

12.67±4.17 0.62 

(.54) 

45.83±18.96 0.47 

(.64) 

56.17±11.93 0.62 

(.54) 

≥3 18 12.28±4.79 11.78±4.38 42.83±19.01 53.94±9.37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p<.05,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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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ents on Time 2 (N=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Age 

≤35 11 10.00±4.80 0.51 

(.76) 

10.82±4.79 0.61 

(.55) 

47.73±25.08 1.24 

(.30) 

63.82±12.73 5.47 

(.07) 36-40 12 8.92±3.58 8.83±4.22 35.75±24.48 59.33±13.69 

≥41 13 10.00±4.40 9.69±3.93 34.69±16.27 51.77±13.97 

Sex 
Female 35 9.80±4.13  10.00±4.04  39.69±22.18  58.40±14.03  

Male 1 4  1  16  43  

Religion 
Yes 21 9.00±4.73 1.16 

(.26) 

9.05±4.47 1.18 

(.25) 

31.19±17.54 2.73 

(.01)* 

53.95±14.33 -2.02 

(.04)* No 15 10.53±3.20 10.73±3.86 50.00±23.93 63.60±11.96 

Education 

completed  

High school or 

less 
7 9.14±3.63 

1.98 

(.37) 9.00±3.32 
1.52 

(.47) 35.71±23.31 
0.66 

(.72) 57.00±13.64 
1.65 

(.44) 

university 26 10.12±4.46 10.19±4.49 40.85±22.79 59.04±14.70 

graduate school 3 6.67±1.16 7.67±4.51 31.00±18.33 51.00±10.54 

Marital Status 
Married 34 9.91±4.18 -1.67 

(.11) 

10.06±4.08 -1.56 

(.13) 

39.47±22.47 -0.41 

(.71) 

58.32±14.23 -0.76 

(.50) Other 2 5.00±1.41 4.50±4.95 31.50±21.92 52.00±12.73 

Family type 
Nuclear family 27 9.56±3.97 -0.33 

(.75) 

9.37±3.82 -1.01 

(.33) 

39.04±23.54 0.02 

(1.00) 

56.07±14.44 -1.41 

(.17) Extended family 9 9.89±5.04 10.89±5.44 39.00±18.90 63.07±11.78 

Employment 

status on Time 2 

Stable 28 9.32±4.21 -0.917 

(.38) 

9.43±4.06 -0.76 

(.47) 

38.54±21.30 -0.11 

(.93) 

55.96±14.35 -1.49 

(.15) Changed 8 10.75±4.17 10.88±5.03 40.75±26.70 65.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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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onthly income 

on Time 1 

<300 13 9.38±3.33 0.51 

(.60) 

9.54±4.63 0.88 

(.64) 

37.77±17.51 0.84 

(.44) 

60.00±11.20 1.74 

(.19) 300-499 13 10.54±5.03 10.54±4.43 44.92±27.63 61.23±13.55 

≥500 10 8.80±4.19 9.00±3.74 33.00±1.98 51.10±16.83 

Income 

reduction 

Yes 15 10.20±4.13 0.68 

(.50) 

10.20±3.76 0.11 

(.90) 

44.605±23.96 1.28 

(.21) 

65.20±10.56 2.86 

(.007)* No 21 9.24±4.28 9.43±4.63 35.05±20.53 52.81±14.18 

Previous ICU 

experience 

Yes 19 9.68±4.29 0.07 

(.95) 

10.21±4.35 0.68 

(.50) 

40.26±23.89 0.35 

(.73) 

61.42±12.60 -1.54 

(.13) No 17 9.59±4.30 9.24±4.27 37.65±20.81 54.12±14.97 

Visiting 

frequency 

1~2/day 28 9.68±4.29 0.00 

(1.00) 

9.79±4.36 1.06 

(.80) 

40.21±23.46 0.28 

(.59) 

59.18±12.90 -0.35 

(.56) frequently 8 9.50±4.07 9.63±4.14 34.88±17.87 53.75±17.92 

Nursing care 

participation 

≤2 18 8.83±3.62 -1.16 

(.25) 

9.44±3.94 -0.43 

(.67) 

37.44±23.53 -0.42 

(.68) 

59.39±11.84 1.60 

(.55) ≥3 18 10.44±4.64 10.06±4.63 40.61±21.37 56.56±16.21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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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U,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p<.05, **p<.01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ICU Experience-related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N=36) 

 Time 1 Time 2 

ICU Experience on Time 1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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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action with treatment 

in the PICU 

-.17 

(.31) 

.07 

(.69) 

-.08 

(.64) 

-.09 

(.61) 

-.10 

(.56) 

-.18 

(.29) 

-.24 

(.15) 

-.13 

(.46) 

Satisfaction with nursing in 

the PICU 

-.32 

(.06) 

-.04 

(.80) 

-.18 

(.30) 

-.20 

(.25) 

-.13 

(.45) 

-.21 

(.22) 

-.30 

(.08) 

-.17 

(.32)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33 

(.05) 

-.03 

(.85) 

-.28 

(.10) 

-.27 

(.11) 

-.01 

(.94) 

-.11 

(.52) 

-.34* 

(.04) 

-.20 

(.25) 

Degree of feeling involved in 

decision-making 

-.04 

(.79) 

-.07 

(.87) 

-.23 

(.14) 

-.24 

(.14) 

.67 

(.70) 

.08 

(.66) 

-.32 

(.06) 

-.09 

(.62) 

Degree of feeling supported 

by PICU staff 

-.41* 

(.01) 

-.25 

(.14) 

-.47** 

(.004) 

-.37* 

(.03) 

-.10 

(.57) 

-.26 

(.13) 

-.48** 

(.003) 

-.3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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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특성에 따른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차이는 

Table 10, 11과 같다. 중환자실 퇴실 시인 1차 조사 시점(T1)에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과 관련을 보인 아동의 특성으로는 

입실사유, 응급입원여부, 수술여부가 있었다. 수술 후 간호를 위해 

입원한 경우가 다른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 비해 부모의 우울 점수가 

낮았고(χ2= 11.49, p=.009), 응급 입원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모의 우울점수가 높았다(t=2.32, p=.03). 수술을 받은 집단의 

부모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부모에 비해 우울점수가 낮고(t=-3.15, 

p=.003), PTSD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05, p=.048). 

1차 조사로부터 한 달 뒤인 2차 조사 시점(T2)에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과 관련을 보인 아동의 특성으로는 입실사유와 

응급입원이 있었다. 호흡기계 문제로 입원한 아동의 부모가 다른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 비해 T2에서의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가 

높았고(χ2=12.32, p=.006), 응급입원한 경우에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2.14, p=.03). 

아동의 특성 중 연속변수와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 증상의 

관계는 Table 12와 같다. 중환자실 입원일수는 PTSD 점수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5, 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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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n Time 1                      (N=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Age(year) <1 5 12.80±4.66 1.35 

(.72) 

11.60±4.04 3.92 

(.27) 

44.40±24.59 3.07 

(.38) 

59.40±18.11 2.93 

(.40) 1-5 9 13.11±5.16 14.56±4.42 53.00±19.33 53.89±9.32 

6-11 13 11.69±4.13 11.85±3.21 43.77±12.08 53.85±9.63 

≥12 9 10.78±3.77 10.78±5.17 36.44±22.18 55.56±9.41 

Sex Female 19 11.89±4.62 0.11 

(.91) 

12.21±4.54 0.02 

(.99) 

45.26±19.01 -0.31 

(.76) 

55.11±8.86 -.03 

(.98) Male 17 12.06±4.05 12.24±4.02 43.29±19.03 55.00±12.61 

Birth order First 17 11.18±4.56 1.55 

(.36) 

11.59±4.64 2.05 

(.36) 

42.65±20.25 2.97 

(.23) 

55.24±8.84 0.50 

(.78) Second 15 13.00±4.50 13.13±4.21 49.00±18.63 55.27±12.06 

Third 4 11.50±1.00 11.50±2.38 34.00±6.22 53.50±14.82 

Underlying 

disease 

Yes 17 11.19±3.66 -1.05 

(.30) 

11.89±4.40 -0.45 

(.66) 

41.29±19.11 -0.92 

(.37) 

57.06±10.69 1.07 

(.30) No 19 12.68±4.79 12.53±4.20 47.05±18.55 53.26±10.54 

Past history of 

ICU admission 

Yes  12 11.67±3.89 0.30 

(.77) 

11.58±4.13 0.63 

(.53) 

43.75±20.60 0.13 

(.90) 

59.17±11.61 -1.68 

(.10) No 24 12.13±4.56 12.54±4.12 44.63±18.25 53.00±9.71 

Reason of 

current ICU 

admission 

Respiratorya 10 13.30±4.55 6.20 

(.10) 

13.50±4.53 11.49 

(.009)* 

b,d>c† 

52.70±22.73 6.45 

(.09) 

60.20±13.16 5.70 

(.13) 
Neurologicb 8 13.75±5.01 13.50±3.92 48.13±16.12 53.50±10.04 

Post op carec 12 9.42±2.91 9.25±3.33 33.50±15.22 51.08±8.79 

Otherd 6 12.50±3.73 14.33±3.27 47.00±14.52 56.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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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Emergent 

admission 

Yes 19 12.74±3.81 1.13 

(.27) 

13.68±3.70 2.32 

(.03)* 

49.21±17.53 1.69 

(.10) 

56.21±11.75 0.68 

(.50) No 17 11.12±4.76 10.59±4.32 38.88±19.11 53.76±9.41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5 14.00±5.15 4.656 

(.20) 

12.60±3.05 7.49 

(.06) 

49.60±12.64 54.84 

(.18) 

62.00±11.98 3.29 

(.35) ER 5 12.80±2.95 14.00±3.94 46.60±17.27 53.40±5.73 

Other hospital 14 12.71±4.43 13.57±4.40 49.64±20.49 55.36±11.67 

OR 12 9.92±3.92 9.75±3.86 35.00±17.68 52.50±10.20 

Ventilator Yes 9 13.56±4.50 -1.49 

(.15) 

13.11±3.55 -0.83 

(.43) 

54.44±20.72 -1.83 

(.07) 

59.56±14.05 -1.92 

(.06) No 27 11.44±4.18 11.93±4.47 40.96±17.18 53.56±9.057 

CPR history Yes 2 17.50±4.95 
 

19.00±2.83 
 

69.00±12.73 
 

54.00±1.41  

No 34 11.65±4.11 11.82±4.99 42.88±18.16 55.12±10.94 

Surgery Yes  15 10.33±3.56 -2.02 

(.052) 

9.87±3.48 -3.15 

(.003)* 

37.07±16.75 -2.05 

(.048)* 

54.13±10.41 -0.46 

(.67) No 21 13.14±4.45 13.90±3.99 49.52±18.77 55.71±11.00 

Restraint Yes 15 12.00±3.74 0.03 

(.97) 

10.18±3.52 -0.11 

(.92) 

44.33±17.29 0.00 

(1.00) 

55.47±14.33 0.19 

(.84) No 21 11.95±4.75 12.29±4.76 44.33±20.19 54.76±7.34 

Invasive tubes 0 4 14.50±5.20 1.53 

(.47) 

15.50±3.87 2.56 

(.28) 

49.25±21.61 0.63 

(.73) 

56.00±7.35 1.12 

1~2 15 11.27±4.03 12.00±4.74 41.00±17.69 53.33±9.75 (.57) 

3 or more 17 12.00±4.37 11.65±3.72 46.12±19.74 56.35±12.21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p<.05, †McNema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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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n Time 2                     (N=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Age(year) <1 5 8.20±4.66 1.64 

(.65) 

9.60±4.39 1.78 

(.62) 

38.60±33.81 5.60 

(.13) 

65.80±13.37 5.22 

(.16) 1-5 9 10.78±4.38 11.22±5.31 49.78±22.45 62.78±13.76 

6-11 13 9.85±4.53 9.08±3.55 40.69±17.68 53.85±13.18 

≥12 9 9.00±3.54 9.33±4.36 26.11±17.06 54.78±14.93 

Sex Female 19 9.84±3.34 0.30 

(.77) 

9.79±3.57 0.06 

(.95) 

43.47±21.07 1.25 

(.22) 

57.89±12.25 -0.03 

(.97) Male 17 9.41±5.06 9.71±5.02 34.18±23.07 58.06±16.25 

Birth order First 17 9.47±4.06 1.76 

(.42) 

9.94±4.05 1.17 

(.56) 

41.06±22.21 0.87 

(.65) 

59.65±13.61 .563 

(.76) Second 15 10.47±4.21 10.20±4.14 38.80±22.95 57.33±13.72 

Third 4 7.25±4.72 7.25±5.80 31.25±23.77 53.25±21.39 

Underlying 

disease 

Yes 17 9.82±3.70 0.25 

(.81) 

10.29±4.69 0.72 

(.48) 

39.35±24.82 0.08 

(.94) 

60.06±14.60 0.84 

(.41) No 19 9.47±4.67 9.26±3.89 38.74±20.28 56.11±13.69 

Past history of 

ICU admission 

Yes  12 10.50±3.43 0.87 

(.39) 

11.17±4.06 1.44 

(.16) 

44.17±24.83 0.98 

(.33) 

63.42±13.31 -1.34 

(.19) No 24 9.21±4.52 9.04±4.25 36.46±20.86 55.25±13.90 

Reason of 

current ICU 

admission 

Respiratorya 10 10.60±4.35 1.18 

(.76) 

11.40±3.92 2.11 

(.55) 

 

46.80±28.09 3.78 

(.29) 

69.30±9.78 12.32 

(.006)** 

(a>b,c)
†

 

Neurologyb 8 9.75±4.83 9.63±3.25 44.88±20.08 55.25±12.27 

Post op carec 12 8.83±3.79 9.17±4.13 29.58±14.52 50.83±14.65 

Otherd 6 9.50±4.55 8.33±6.15 37.17±24.72 57.0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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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M±SD 

t, Z, χ2 

or F (p) 

Emergent 

admission 

Yes 19 9.79±4.13 0.23 

(.82) 

9.84±4.57 0.135 

(.89) 

45.11±25.55 1.84 

(.08) 

62.32±12.59 -2.14 

(.03)* No 17 9.47±4.36 9.65±4.00 32.24±15.87 53.12±14.38 

Admission 

route 

General ward 5 12.60±5.51 3.13 

(.37) 

11.00±3.16 0.65 

(.89) 

46.60±26.86 3.23 

(.34) 

62.40±16.41 2.86 

(.41) ER 5 10.80±4.15 9.20±6.61 51.40±22.56 58.00±13.40 

Other hospital 14 8.86±3.90 9.93±4.01 38.00±23.57 61.14±11.83 

OR 12 8.83±3.79 9.25±4.22 31.92±17.72 52.42±15.66 

Ventilator Yes 9 10.11±3.14 -0.40 

(.69) 

11.00±2.96 -0.97 

(.35) 

49.67±28.00 -1.52 

(.14) 

65.78±11.09 -1.88 

(.06) No 27 9.48±4.52 9.33±4.57 35.48±19.25 55.37±14.15 

CPR history Yes 2 14.50±0.71  14.50±2.12  67.00±1.41  69.00±4.24  

No 34 9.35±4.13 9.47±4.19 37.38±21.75 57.32±14.19 

Surgery Yes  15 8.67±3.92 -1.19 

(.24) 

9.20±3.99 -0.65 

(.52) 

31.67±17.48 -1.73 

(.09) 

54.13±14.82 -1.38 

(.17) No 21 10.33±4.32 10.14±4.49 44.29±24.08 60.71±13.17 

Restraint Yes 15 8.20±3.51 -1.80 

(.08) 

8.73±3.41 -1.22 

(.23) 

39.53±26.55 0.11 

(.91) 

58.87±14.58 0.32 

(.75) No 21 10.67±4.40 10.48±4.71 38.67±19.29 57.33±14.01 

Invasive tubes 0 4 11.25±5.19 0.96 

(.62) 

9.50±5.75 0.37 

(.83) 

40.50±24.57 0.92 

(.63) 

63.50±14.20 1.81 

(.40) 1~2 15 9.67±4.91 9.27±5.06 34.47±21.74 54.53±14.82 

3 or more 17 9.24±3.36 10.24±3.23 42.71±22.76 59.71±13.44 

Discharge at 

the time of T2 

Yes 32 9.47±4.21 -0.81 

(.45) 

9.56±4.36 -0.78 

(.45) 

37.50±23.03 -1.46 

(.16) 

56.78±14.38 -1.36 

(.19) No 4 11.00±4.24 11.25±3.30 51.25±7.18 67.50±6.03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p<.05, **p<.01†McNemar’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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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N=36) 

  Time 1 Time 2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Anxiety 

(HADS-A) 

Depression 

(HADS-D) 

PTSD 

(IES-R) 

Impact on 

Family 

(I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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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ity 

(PRISM Ⅲ score) 
.33 

(.05) 

.27 

(.11) 

.28 

(.10) 

.07 

(.68) 

.27 

(.12) 

.27 

(.11) 

.23 

(.17) 

.27 

(.11) 

ICU admission days .10 

(.58) 

-.06 

(.72) 

.17 

(.32) 

.11 

(.54) 

-.05 

(.77) 

.06 

(.74) 

.35* 

(.04) 

.21 

(.22) 

Hospital days .29 

(.09) 

.10 

(.55) 

.20 

(.24) 

.26 

(.13) 

.16 

(.36) 

.16 

(.36) 

.26 

(.12) 

.19 

(.27)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 anxiety; D, depress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OFS, impact on family scale; ICU, intensive care unit; PRISM Ⅲ Score, Pediatric Risk of Mortality Ⅲ Scor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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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에 관한 연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에 대해 

탐색한 연구이다.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 중 과반수가 자녀의 

중환자실 퇴실 한달 후에도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겪는 사회적 문제는 자녀의 중환자실 퇴실 시에 비해, 

한달 뒤에 더욱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PICS-F의 증상 중 심리적 문제인 불안과 우울, 

PTSD를 겪는 대상자가 자녀의 중환자실 퇴실 시에는 각각 전체 

연구대상자의 80%, 86%, 92%이었고, 자녀의 중환자실 퇴실 한달 

후에는 각각 64%, 67%, 81%로 나타났다. 세 가지 증상을 모두 겪는 

대상자는 자녀의 중환자실 퇴실 시 78%, 퇴실 한달 후는 58%로 

과반수의 대상자에게서 자녀의 중환자실 퇴실 1개월 후에도 심리적 

문제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ICS-F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Davidson 등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PICS-F의 여러 심리적 증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PICS-F 증상을 겪는 가족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받는다(Davidson et al., 2012). 자녀가 24시간 이상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중환자실 퇴원 후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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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Colville과 Pierce (2012)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소아중환자실 

퇴원 8개월 뒤에도 자녀의 입원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라고 들을 때마다 놀라거나, 

자녀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병원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zoulay 등 (2005)의 연구에서 심한 

PTSD 증상은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문제의 높은 유병율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심리적 문제가 있는 부모는 

아동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Bartlett et al., 

2004). 따라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삶의 질 상승과 아동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해, 소아중환자실의 입원 아동의 부모가 PICS-

F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PICS-F 예방 및 증상 경감을 위한 

중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나타낸 심리적 문제의 유병율은 다른 

연구들에 비해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성인 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문제의 유병율을 조사한 McAdam, Fontaine, White, 

Dracup과 Puntillo (201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유병율을 보였는데, 대상자의 44%, 27%, 42%가 각각 불안, 우울, 

PTSD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우울, PTSD 증상을 모두 

나타내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는 58%인 반면, 성인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Smith (2016)의 연구에서 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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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선행연구의 대상자들보다 심리적 유병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아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김미라, 2017).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심리적 유병율이 높은 다른 

요인으로는 병원시스템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중환자실은 대부분 1인실로 구성되어 아픈 아동과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이와 달리, 국내의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된 중환자실은 사적인 공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제한된 

면회시간으로 원하는 때에 자녀를 볼 수 없다. 자녀와의 분리는 

소아중환자실 아동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Hagstrom, 2017; Terp & Sjöström-Strand, 2017). 

Jongerden 등 (2013)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을 개방형 공간에서 

1인실로 변경 후, 가족들이 느끼는 중환자실의 분위기, 면회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연구로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PICS-F 증상 중 

사회적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부모의 개인일상생활의 변화, 

대인관계의 감소, 가족계획의 변경, 경제적 손실 등의 사회적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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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의미한다. 소아중환자실에 2일 이상 입원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이 가족의 경제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Clark 등 (2017)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97%가 

결근을 경험하였고, 대상자 모두가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병원비 외에 병원에서의 주차, 

이동경비, 숙박비, 형제를 돌보는 데 수반되는 비용 등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가족의 예산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대상자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체로 한 끼 식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였다.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2년 후 중환자실 입원이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Terp와 Sjöström-Strand (2017)의 연구에서 가족들은 

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였다.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고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에서 의학적 모델에 밀려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Tallon, Kendall, Priddis, Newall, & Young, 2017).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특성 중 아동의 중환자실 퇴실 시와 퇴실 

한달 후에 집중치료 후 증후군과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소아중환자실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입원 아동의 

어머니들은 간호사가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공감하며 보호자에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할 때, 아동의 상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때 불안이 경감된다고 하였다(김미라, 2017). 또한, 병원 입원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정서적 간호중재를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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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서 불안 증상이 낮게 나타났다(김윤경과 전은미, 2007). 따라서, 

정서적 지지, 중환자실 의료진의 공감하는 태도, 치료적 의사소통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 부모의 PICS-F 증상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Jezierska, 2014).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달리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간호사의 중재를 통해 PICS-F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어 간호학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Johnston 

(2018) 또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위해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지지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PICS-F 증상 완화를 돕기 위해 

소아중환자실의 간호사는 우선,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PICS-F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Jezierska, 

2014). PICS-F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어린 태도와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아동의 상태나 치료에 

대해 설명할 때는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Hill, 

Knafl, & Santacroce, 2018). 부모는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자녀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을 부모의 역할 중 하나로 

여긴다(Ames, Rennick, & Baillargeon, 2011). 아동의 상태와 치료에 

대해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기존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한을 느낀 대상자의 무력감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PICS-F 증상 경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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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메이킹 촉진 이론에 기반한 간호중재를 계획해볼 것을 제안한다.  

Davidson (2010)의 센스메이킹 촉진 이론은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머지 가족들이 잘 적응하여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고, 보호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간호활동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간호활동으로 환자 모니터의 수치 설명, 

알람에 대한 설명, 침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손 마사지 등의 

개인위생간호, 관절가동범위 운동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간호활동은 

가족의 스트레스, 긴장, 두려움을 낮춰 가족이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센스메이킹 촉진 이론에 기반한 

간호중재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인지과정에 영향하여 PTSD와 

같은 PICS-F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Davidson, 2010).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는 아동의 중환자실 퇴실 

시에는 PICS-F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없으나, 중환자실 퇴실 한 달 

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중환자실 퇴실 한 달 후에, PTSD 점수와 가족에 대한 

영향 점수가 낮았다. 이는 부모에게 종교가 자녀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힘든 상황을 견뎌 내기 위한 대처기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PICS-F 증상에 대해 조사한 Fumis 등 (2015)의 연구에서도 

종교는 PTSD 증상 발생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가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대인관계의 감소 등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53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PICS-F 유병율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가 PICS-F 

증상을 낮추는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의 간호중재가 PICS-F 증상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대상의 PICS-F 측정 연구이다. 따라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PICS-F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중재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일기관의 일 

소아중환자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둘째,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추적조사가 중환자실 퇴실 한달 뒤에 시행되어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셋째, 가족에 대한 영향척도(IOFS)는 

PICS-F의 사회적 문제의 측정도구로는 처음 시도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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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가족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F)을 탐색한 연구로 PICS-F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측정하였고, 증상의 정도, 시간에 따른 증상의 변화, 대상자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환자실 퇴실 한달 

후에도 심리적 문제를 겪는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가 대상자의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가족의 

사회적 문제는 중환자실 퇴실 시점에 비해 한달 뒤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CS-F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 부모의 PICS-F 

증상 경감을 위해 소아중환자실의 의료진은 아동의 부모가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의료진은 

부모에게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모의 PICS-F 증상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연구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여러 기관의 소아중환자실 

입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추출로 인해 대상자 중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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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포함되어, 부모의 PICS-F 증상을 대변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부모의 PICS-

F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 중재가 

부모의 PICS-F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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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PICS-F 연구요약 표 

 

Author 

(year) 
Sample 

Variable, 

(Instrument) 

Data  

collection time 
Prevalence 

이미미 

(2018) 

Family members 

of patients 

≥3days ICU stay 

•Anxiety & 

Depression 

(HADS) 

•Stress(VAS) 

•ICU adm 

•3days after    

ICU adm 

Not reported 

Beesley et 

al. (2018) 

Family members 

of patients 

APACHE Ⅱ 

score>15  

•Anxiety &  

Depression 

(HADS) 

•PTSD(IES-R) 

•3month after 

ICU adm 

A: 32% 

D: 16% 

P: 15% 

Cairns 

(2018) 

Spouses of 

patients admitted 

ICU≥36hrs 

•Anxiety & 

Depression 

(HADS) 

•Stress 

(Perceived 

stress scales) 

•ICU day1 

•ICU day3 

•ICU day30 

•ICU day90 

Not reported 

Matt et al. 

(2017) 

Main relatives of 

severe sepsis 

patients 

•Anxiety &  

Depression 

(HADS) 

•PTSD(IES) 

•90days after 

patient death 

or ICU dc 

A: 39% 

D: 28.7% 

P: 46.8% 

Petrinec 

and Martin 

(2018) 

Primary decision 

maker of patients 

with MV 

•Anxiety &  

Depression 

(HADS) 

•PTSD 

(PTSD 

check list) 

•3~5days 

after ICU adm 

•30days & 

60days after 

patient death or 

hospital dc 

A: 

45.8%→34.2

%→30.6% 

D: 

14.6%→21.1

%→25.0% 

P: 

0%→7.9%→

11.1% 

Petrinec 

(2017) 

Primary decision 

maker of long-

term acute care 

hospital 

•Anxiety &  

Depression 

(HADS) 

•PTSD 

(PTSD 

check list) 

•3~5days 

after ICU adm 

•30days & 

 60days after 

patient death or 

hospital dc 

A: 

27%→15%→

13% 

D: 

20%→19%→

13% 

P: 

10%→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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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dahl 

et al. 

(2013) 

Spouses of 

severe sepsis 

•Anxiety & 

Depression 

(HADS) 

•PTSD(PTSS) 

•after ICU dc 

(mean 

55month after 

ICU dc) 

A: 64% 

D: 38% 

P: 62% 

Smith 

(2016) 

Decision makers 

of patients with 

MV≥48hrs 

•Anxiety &  

Depression 

(HADS) 

•PTSD(IES) 

•within 6weeks 

after ICU dc 

A: 45.2% 

D: 27.7% 

P: 68.8% 

Warren et 

al. (2016) 

Family members 

of patients 

admitted 

ICU≥48hrs 

•Depression 

(PHQ-8)  

•PTSD 

(PTSD Screen) 

•ICU adm 

•3month after  

ICU adm 

D: 

39%→20% 

P: 

24.3%→17% 

Wolters et 

al. (2015) 

Family members, 

close friends of 

patients ICU 

admitted≥72hrs 

•PTSD(TSQ) 

•Caregiver  

overload(CSI) 

•3month after 

ICU dc 

P: 15% 

Caregiver 

overload: 6% 

van den 

Born–van 

Zanten et 

al. (2016) 

Close related to 

patient with 

MV≥48hrs 

•PTSD(TSQ) 

•Caregiver  

overload(CSI)) 

•3month after 

  ICU dc 

P: 21% 

Caregiver 

overload: 

21% 

PICS-F, 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ICU, intensive care unit; MV, 

mechanical ventilator; adm, admission; dc, discharge; A, anxiety; D, depression, P,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HADS,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VAS, visual analogue scale;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severity classification system); PTSS, post-traumatic symptom scale; 

PHQ-8,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8-item; TSQ, trauma screening 

questionnaire; CSI, caregiver strai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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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 

 

설문지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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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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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증례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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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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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un-Mi Chae, Ph.D., RN 
 

Family members can suffer from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anxiety, depression, or PTSD when their loved one is in intensive 

care unit. They can also experience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problem or restriction in social life. 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 (PICS-F) includes both psychological symptoms 

and social problems of the fami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scribe the PICS-F symptoms 

in parents of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PICS-F symptoms, changes in symptoms over time, and 

the differences in symptoms according to the parents’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The study employed a longitudinal descriptive study design to 

parents of children admitted to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PICU) 

of a tertiary care hospital for at least 48 hours. PICS-F symptoms 

of parents were measured on the day of child’s discharge from the 

PICU (T1) and on 1 month after the T1 (T2). In this study,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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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PTSD score were measured for psychological 

problems of PICS-F and impact on family was measured for social 

problem of PICS-F. Anxiety and depression, PTSD, and impact on 

family were measured using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and ’impact on family scale’, 

respectively. 

Among 41 participants, 36 completed follow-up survey. Majority 

of the parents reported all of three psychological problems, anxiety, 

depression and PTSD, on the day of child’s discharge from the PICU 

(77.8%), and more than a half (58.3%) on 1 month after the T1. 

Impact on family due to PICU admi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ime (t=2.12, p=.04). Factors associated with PICS-F symptoms 

throughout the one month after the discharge is emotional support 

from PICU staff. Emotional support from PICU staff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TSD (T1: r=-.47, 

p=.004/T2: r=-.48, p=.003) and impact on family (T1: r=-.37, 

p=.03/T2: r=-.38, p=.02). Factors associated with PICS-F 

symptoms only on T2 was religion. Parents who have religion had 

lower score in PTSD (t=2.73, p=.01) and impact on family (Z=-

2.02, p=.04) on T2. 

This study revealed high prevalence of psychological symptoms 

and increased social problem among parents of critically ill pediatric 

patients after PICU discharge. These results highlighted the need 

for raising awareness of the PICS-F in clinical settings, and 

emotional support from PICU staff would be helpful for parents.  

Keywords : Post intensive care syndrome-Family(PICS-F),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Longitudinal study, Anxiety, 

Depression, PTSD, Social problem 

Student Number : 2017-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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