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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환이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으로, 중환자실 퇴실 후 환

자와 가족원은 회복에 대한 건강-질병 전환을 경험한다. 또한 가족원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전실 전환기와 일반병동에서 집이

나 재활병원으로 퇴원하는 퇴원 전환기와 같이 상황적 전환을 경험한다. 

이러한 전환기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새로운 돌봄 역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퇴원 시 가족원

의 대처능력인 퇴원준비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에서 일

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퇴원을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문헌고찰을 기초로 관

련 변수들을 선정하였는데 외생변수는 가족원의 불안, 가족원이 지각하

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로 결정하였다. 또한 내생

변수는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준비도이었다. 

이를 통하여 구축된 가설적 모형은 9개의 측정변수와 7개의 이론변수로 

구성되었다. 

가족원의 불안은 병원 불안-우울 척도 중 불안척도(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Anxiety),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

실성은 가족의 불확실성 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 환자의 의존도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ADLs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의 질은 환자와의 관

계의 질 도구(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Scale), 의료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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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질은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사회적지지 도구(Social Support 

Scale-Professionals),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은 주위사람들의 도

움에 대한 사회적지지 도구(Social Support Scale-Others), 퇴원교육의 

질은 퇴원교육의 질 도구(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 돌봄 자기효능감은 돌봄제공자의 자기효능감 도구(Caregiver 

Self-efficacy Scale)로 측정하였고, 퇴원준비도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도구(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Family member)를 이

용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2016년 1월~9월 사이에 서울시내 2개 

종합병원 성인중환자실에 3일 이상 입원 한 후 일반병동으로 전실하여 

퇴원이 예정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

해 면담하였다. 총 181부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중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71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WIN 23.0

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GFI .97, AGFI .88, NFI .95, 

CFI .97, Normed χ2 2.19, SRMR .03으로 권장수준을 만족하였다. 

모형에서 설정한 18개의 경로 중 13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퇴원준비도에는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

실성,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변수가 퇴원준비도를 66.7% 설명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대하여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은 직접

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원의 불안은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퇴원교육의 질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와 총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관계의 질은 퇴원교육의 질과 돌봄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돌봄 자기효능감에는 가족원의 불안, 환자의 의존도, 관계의 질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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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났으며 4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돌봄 자기효능감에 가

족원의 불안, 환자의 의존도, 관계의 질이 직접효과와 총효과에서 유의

한 경로이었다. 또한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질을 매개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교육의 질에는 가족원의 불안, 관계의 질이 영향요인이었으며 

43.5%의 설명력을 보였다. 퇴원교육의 질에 가족원의 불안, 관계의 질이 

직접효과와 총효과에서 유의한 경로이었다.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질을 매

개로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질에는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직

접효과와 총효과에서 유의한 경로이었고, 관계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40.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

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퇴원교육의 질 향상, 돌봄 자기효능감 

강화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이 퇴원준비도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부터 퇴원까지 가족원의 불안을 사정하고 가족

원이 만나는 의료진, 환자,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가

족원의 돌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 중심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임상실무에 적용한다면 실무과학으로서 간호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중환자실, 전환, 가족원, 퇴원준비도, 구조모형

학  번 : 2009-3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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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생존률은 75%로 추정된다(Higlett, Bishop, Hart, & Hicks, 2005). 병

원에서 중환자실의 병상수는 약 2.5%만을 차지하지만, 중환자실 치료는 

고도의 장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고비용의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진

이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중환자는 빠르

게 일반병동으로 전실하게 되고, 일반병동에서 회복 후에도 빠르게 집이

나 재활병원으로 퇴원하게 된다(Chaboyer, 2006; Higlett et al., 2005). 

Chick 과 Meleis (1986)는 전환(transition)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로의 이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생존한 환자와 가족은 긴 

회복 기간과 적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퇴실을 기점으로 장

소의 이동, 회복으로의 이동, 돌봄 부담의 증가 등 새로운 역할로의 이

동이라는 면에서 다양한 전환을 빠르게 경험하게 된다. 중환자와 가족원

은 병원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의 전실(relocation), 일반병

동에서 가정으로의 퇴원(discharge) 등 여러 번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된

다(Chaboyer, Foster, Foster, & Kendall, 2004), 뇌졸중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중환자 가족에게도 적용된 적정 시기 개념틀

(Timing It Right framework)에 따르면, 중환자와 가족은 중환자실 치

료가 이루어지는 사건 시기(event stage), 일반병동에서의 치료가 이루

어지는 안정화 시기(stabilization stage),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준비 시

기(preparation stage), 초기 첫 몇 달 간 집에서 적응하는 실행 시기

(implementation stage), 마지막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적응시기(adaptation 

stage)라는 총 5개의 전환기를 경험하게 된다(Czerwonk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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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와 가족원은 중환자실 퇴실 후 다양한 전환기에 다양한 전환 경

험을 하게 된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전환기에 중환자

와 가족원은 전실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가 감정, 전실스트레

스를 경험한다(Cullinane & Plowright, 2013; Leith, 1999; 권희경 & 

송미순, 2014). 중환자실과 다르게 한 명의 간호사가 많은 환자를 돌보

아야 하는 일반병동에서 환자와 가족은 여러 사람 중 하나라고 느끼며 

치료의 소외감을 경험한다(Cullinane & Plowright, 2013). 특히 한국의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 당 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8명의 절반으

로 부족하여, 한국의 일반병동에서 가족원은 환자의 간병을 담당해야 하

므로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다(권희경 & 송미순, 2014; 이

혜숙, 유미애, 이수경, & 손연정, 2014).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

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생존한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퇴실 후 6개월

까지도 이전의 기능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퇴원 후에도 중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은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한다(Choi, Donahoe, Zullo, & 

Hoffman, 2011). 이처럼 중환자실 퇴실 후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경

험하는 부정적 심리사회적 상태는 전환기에 치료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환기의 중요한 문제이다(Czerwonka et 

al., 2015). 

전환 이론(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중환자 가족원이 전환기에 경

험하는 스트레스, 우울, 부담감은 가족원에게 새롭게 주어진 역할 수행

이 불충분하여 나타나는 불건강한 전환기의 현상인데, 이러한 전환기에 

가족원의 부족한 역할을 키워준다면 역할이 숙련되고, 통합됨으로써 해

소될 수 있다(Meleis, Sawyer, Im, Messias, & Schumacher, 2000). 

그러므로, 전환기를 경험하는 환자 가족원에게는 전환기 이전에 예방적 

전환 간호와 치료적 전환 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정 시기 개념틀

(Timing It Right framework)에 따르면, 가족원의 요구는 중환자와 가

족원의 회복 시기별로 달라지게 되며, 각 시기에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Czerwonka et al., 2015). 중환자실 퇴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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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로 돌아가는 퇴원까지 중환자와 가족원은 일반병동에서의 안정

화 시기,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준비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준비 

시기에 가족원의 목표는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Cameron, 2008),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가족원의 돌봄 역

할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도(권희경 & 송미순, 2014) 일반병동에서 

돌봄 역할에 적응한 가족원은 퇴원에 대해 준비가 된 상태이었다. 이처

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목표는 돌봄에 대

한 자신감을 갖고 퇴원에 대해 준비가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퇴원준비도(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는 급성기 병원을 떠나

는 환자의 회복 정도와 가족원의 퇴원 후 요구되는 돌봄 제공자 역할에 

대한 준비 정도로(Titler & Pettit, 1995), 회복의 지표이다. 이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에서 전환의 반응 양상 중 과정지표인 자신감과 

대처능력 향상(developing confidence and coping)의 과정에 대한 성취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

원의 퇴원 계획 시, 퇴원준비도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퇴원 교육을 계획한다면, 전환기를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효과

적인 지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 이론은 지금까지 어머니 되기, 폐경기 여성의 경험 전환기, 노인

의 전환기, 환자 및 소아 환자 부모의 퇴원 전환기 등에 적용하고 모형

을 구축하여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중범위 이론이다. 이 이론을 중환자

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전환기에 대해 적용해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에 기반

하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하여 가설적인 퇴원준비도 모형을 구성한 후 현

장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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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 이론을 기반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하고 퇴원을 앞둔 환자 가족원

의 퇴원준비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 용어 정의

1) 가족원의 퇴원 준비도(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가족원의 퇴원준비도(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란 환자의 생

리학적, 기능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능력과 제한점, 안정성, 환자와 

가족의 역량, 사회적 지지 이용가능성,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급성기 치료 시설을 떠나는 환자 가족원의 능력

이다(Titler & Pettit, 1995). 이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에서 

자신감과 대처능력 개발(developing coping and confidence)에 해당하

는 개념으로 진단, 치료, 회복, 생활의 제한점과 이용 자원의 수준, 그리

고 관리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다(Meleis et al., 2000). 본 

연구에서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란 Weiss와 Piacentine (2006)이 개발하

고 한국어로 번역한 퇴원준비도 도구(Readiness for Discharge Scale 

- Family caregiver) 중 개인적 상태에 대한 퇴원준비도 7문항, 지식에 

대한 퇴원준비도 8문항, 대처능력에 대한 퇴원준비도 3문항, 기대되는 

지지에 대한 퇴원준비도 4문항, 총 22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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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퇴원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가족원의 돌봄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caregiving)

돌봄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caregiving)이란 자신감 개발을 의

미하며, 가족원이 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능력, 환자의 방해 행동에 반

응할 수 있는 능력, 돌봄에 대해 화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Steffen, McKibbin, Zeiss, Gallagher-Thompson, & 

Bandura, 2002). 이는 Meleis 등의 전환기 이론에서 자신감과 대처능력 

개발(Developing coping and confidence)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진단, 

치료, 회복, 생활의 제한점과 이용 자원의 수준, 그리고 관리 전략에 대

해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다(Meleis et al., 2000). 본 연구에서 가족원의 

돌봄 자기효능감이란 Steffen 등(2002)이 개발하고 오인옥과 김선아

(2015)가 한국어로 번역한 15 문항의 돌봄 자기효능감 도구

(Self-efficacy for Caregiving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3) 환자, 의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

관계의 질은 중환자실 퇴실 후 돌봄제공자 가족원이 만나게 되는 새로

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 이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

론에서 상호작용(interacting)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환기의 새로운 관

게를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Meleis et al., 2000). 본 연

구에서 관계의 질은 환자와의 관계, 의료진과의 관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론 변수인 관계의 질로 정의하였다. 환자와의 

관계는 Archbold 등(1990)이 개발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15문항의 환자

와의 관계 도구(Relationship with Patien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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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료진과의 관계는 Krantz health opinion 

survey 중 김인자와 서문자(1997)가 건강 전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고,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김인자와 서문자(1997)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퇴원 교육의 질(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퇴원교육의 질이란 퇴원을 준비하는 간호중재의 질을 의미한다. 이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에서 간호 치료(nursing therapeutics)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환의 경험을 대처하면서 불건강

한 전환기를 예방하는 것이다(Meleis et al., 2000). 본 연구에서 퇴원교

육의 질은 Weiss 등(2007)이 개발하고, 한국어로 번역한 퇴원 교육의 

질 도구(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Scale) 중 교육을 받은 정도에 

대한 퇴원 교육의 질 6문항과 전달방식에 대한 퇴원 교육의 질 12문항

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5) 가족원의 불안(Caregiver’s anxiety)

가족원의 불안은 퇴원준비도를 제한하는 가족원의 조건 중 하나이다. 

이는 Meleis 등의 전환기 이론에서 전환조건(transition conditions)에 

해당하는 개념이다(Meleis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atith (1983)가 개발하고, 오세만, 민경준과 박두병 (1999)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내 불안을 측정하는 HAD-A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7 -

6)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은 퇴원준

비도를 제한하는 가족원의 조건 중 하나이다. 불확실성이란 환자의 질병

과 입원에 대한 가족원의 반응으로(Mishel, 1983), 본 연구에서는 

Mishel (1983)이 소아를 돌보는 부모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도구를 오인옥과 김선아 (2015)가 수정, 번역한 29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7) 환자의 의존도(Patient’s dependency) 

환자의 의존도는 환자의 조건으로 퇴원준비도를 억제하는 환자의 조건

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Morris 등(1999)이 개발한 사례관리적용 

및 평가도구 중 신체기능을 평가하는 척도 12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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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주 대상자는 중환자 가족원이지만 선행연구로 중환자 가족

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문헌고찰에서는 중환자 

가족원뿐만 아니라, 성인 및 소아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관련 연구

들을 포함시켰다. 

1.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전환기

전환이란 “한 상태나 장소가 다른 상태나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Chick & Meleis, 1986). 이러한 전환기는 생애전환기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어지나, 건강-질병의 회복, 상황적, 조직적 변화에서도 폭넓게 사용

되고 있다(Meleis et al., 2000). 

중환자실 퇴실 후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은 환자의 질병 회복으로 새로

운 돌봄 역할 전환을 경험하고(권희경 & 송미순, 2014), 중환자와 가족

은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전실 전환기, 일반병동에서 집이나 재활병원

으로 가게 되는 퇴원 전환기를 경험하게 된다(Chaboyer et al., 2004). 

중환자실로부터의 퇴실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어 회복되는 과정이고, 

가족원의 돌봄 역할 적응 과정이며, 일반병동으로의 전실, 집이나 재활

병원으로 퇴원이라는 장소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중환자와 가족에게 건

강-질병 전환기, 역할 전환기이며, 상황적 전환기(situational transition)

라고 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의 전실 전환기에 환자는 전실 스트레스와 

전실 불안을 경험하고(손연정, 2008), 신체적 상태의 변화, 일반병동으로

의 전실 후 정보와 의사소통 부족, 안전과 보호의 부족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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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linane & Plowright, 2013). 또한 일반병동으로 전실 후 가족은 전

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양가감정을 경험하며(Leith, 

1999), 국내 연구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 시 가족은 전실 불안, 생존에 

대한 기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한다(권희경, 2008; 권희경 & 송

미순, 2014; 이혜숙 et al., 2014). 

중환자 생존자 가족원은 일반병동 전실 후 의료인의 지지가 부족하다

고 느꼈고(Chiang, 2011),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무능력감에 대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Dellinger, 2010). 중환자 가족원은 일반병동 

전실 시 부담감이 높았는데(이혜숙 et al., 2014), 특히 급성호흡기증후

군(ARDS) 생존자 가족원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Chiang, 

2011; Cypress, 2010). 이처럼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원의 우울 증가, 재정적인 부담, 건강상태 악화가 

있었다(Foster & Chaboyer, 2003).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실 전환기 간호중재로 퇴실 전 전실 준

비 내용이 포함된 편지 전달(Bouvé, Rozmus, & Giordano, 1999), 중

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간호사의 전실준비참여(Bouvé et al., 1999; 

Van Waning, Kleiber, & Freyenberger, 2005). 전실 전환기를 담당하

는 연계간호사(liasion nurse)의 간호의 효과에 관한 연구(Chaboyer, 

Thalib, Alcorn, & Foster, 2007)가 있었으며, 이러한 간호중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스트레스가 감소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재입원일 감소되었

다. 국내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전실 시 간호지속성 유지를 위한 중환

자실-병동간 연계형 전환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있으나(손연정, 

2009), 이는 환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중재 결과도 환자 중

심으로 측정되어 가족원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대문에 가

족원의 부담감 감소를 위한 중재는 아니었다. 또한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신경계 중환자실 뇌손상 환자와 가족을 위

한 전실 전환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

으로의 전실에 대한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부담감,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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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켰다(윤선희, 2012). 이처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와 가족의 전환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에게 나타는 불안, 부담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가족원이 달성해야 하는 역

량 목표를 제시하고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은 없었다.

중환자실 퇴실 후 가정이나 재활병원으로 퇴원하는 퇴원전환기에 관한 

연구는 중환자 가족원의 부담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중환

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입원한 만성 중환자(chronically 

critically ill patient)의 가족원은 중환자실 퇴실 1개월 후, 6개월 후 환

자의 기능적인 상태의 회복이 나쁠수록 가족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

과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환자의 부정적인 감정과 통증이 높을수록 가족

원의 스트레스가 높았다(Choi et al., 2011).   

중환자실 치료 후 가족은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PICS-F, 

Postintensive care syndrome-family)을 경험하는데, 이는 중환자실에

서 환자 치료 및 죽음 후 중환자 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안, 우

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의미한다(Davidson, Jones, & Bienvenu, 

2012). 중환자 치료 후 중후군은 가족원의 대처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중환자실 퇴실 후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

속적인 사정이 필요하다(Davidson et al., 2012). 중환자 치료 후 증후

군 중 외상 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몇 달 후 발생하는 

증상으로(Association, 2013), 중환자실 퇴실 6개월 후 중환자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유병율은 아프리카에서 50%로 나타났고

(Dithole, Thupayagale-Tshweneagae, & Mgutshini, 2013), 호주에서

는 41.2%나 되었다(Sundararajan, Martin, Rajagopala, & Chapman, 

2014).

이처럼 중환자와 가족원의 전환기 연구는 가족원의 심리 사회적 상태

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중환자 생존자와 가족원에 관

한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 가족원에 대한 접근은 각 치료의 단계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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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특별한 현상에 따라 이에 맞는 대상자의 요구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Czerwonka et al., 2015). 

즉 급성기 치료의 시기에는 그에 맞는 치료와 대상자의 요구가 있고, 재

활 치료의 시기에는 그에 맞는 치료와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적정시기 개념틀(“Timing It Right” framework)을 이용

하여 중환자 생존자와 가족원의 요구를 설명하고 있다. 적정시기 개념틀

이란 뇌졸중 생존자와 가족원을 대상으로 개발된 개념틀로 생존자와 가

족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의 특정 시기로 이동하고 이러한 각 시

기에는 각 시기의 특별한 지지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Cameron & 

Gignac, 2008). 중환자도 역시 뇌졸중 환자와 유사하게 질병이 갑작스

럽게 발생하고 긴 회복기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중환자 가족

원에게도 이 적정시기 개념틀을 적용할 수 있다(Lee, Herridge, Matte, 

& Cameron, 2009). 중환자와 가족원의 회복과정을 적정시기 개념 틀에 

따라 구분하면, 첫 번째 중환자실 치료가 이루어지는 급성 사건시기, 두 

번째 일반병동에서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안정화 시기, 세 번째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준비 시기, 네 번째 초기 첫 몇 달간 집에서 적응하는 실행 시

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적응시기로 나뉘어 진다(Czerwonka 

et al., 2015). 각 시기별로 중환자 생존자와 가족원의 경험을 인터뷰한 

질적 연구 결과 대상자는 중증 질환 회복기간 동안 치료의 지속성을 경

험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복 시기마다 가족원의 정보 요구가 변화되고, 

가족은 기대하는 것을 모를 때 두려움과 걱정이 증가되었으며, 생존자는 

의존성 또는 독립성으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Czerwonk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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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의 재원기간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짧아진 재원기간으로 인해 환자는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에 퇴원을 하게 되며(Korttila, 1991), 의료진이 환자 및 가족에

게 퇴원에 대해 교육할 시간도 적다. 특히 중환실에 입실하는 중증질환

은 대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환자와 가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만(Stein-Parbury & McKinley, 

2000), 환자가 안정화되면 일반병동으로 전실되고, 대부분 곧 퇴원이라

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는 예전 상태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한다. 더구나 이러한 전환기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환자와 가족은 퇴원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없다(Chaboyer, 2006).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중환자 가족원의 돌봄역할 적응 과정에 관한 연

구에서는 돌봄역할에 적응한 가족원은 퇴원에 대해 준비된 상태를 보였

고, 돌봄 역할에 적응하지 못한 가족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저하

와 불암감을 표현하며, 의료진이 퇴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내

쳐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였다(권희경 & 송미순, 2014). 또한 중환자 

생존자와 가족원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생존자와 가족원은 긴 회복

시기에 다양한 전환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마다 치료의 지속성

을 경험하지 못하였다(Czerwonka et al., 2015).

환자와 가족이 퇴원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경우, 퇴원 후 환자

의 합병증이 증가하고 재입원이 증가한다(Titler & Pettit, 1995). 당뇨

병과 심장질환자도 퇴원준비도가 낮을수록 재입원일이 증가하였고

(Ashton, Kuykendall, Johnson, Wray, & Wu, 1995), 성인 환자와 아

동의 부모, 산모의 퇴원준비가 높아지면 재입원이 낮아졌다(Weiss et 

al., 2008; Weiss & Lokken, 2009; Weiss et al., 2007). 이처럼 퇴원

준비도는 병원을 떠나는 전환기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의 중요한 중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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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intermediate outcome)이며(Lerret, 2009), 중환자 생존자와 가족원

의 대표적인 회복 지표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준비 정도는 매우 낮았

다(Ramsay, Huby, Thompson, & Walsh, 2014).

퇴원준비도(readiness for discharge)란 급성기 치료 시설을 떠나는 

환자와 가족의 스스로 돌볼 능력(Titler & Pettit, 1995), 환자와 가족이 

퇴원에 대해 준비되었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각 혹은 판단으로 정의

된다(Congdon, 1994; Fenwick, 1979). 퇴원 준비도는 생리학적, 기능

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능력과 제한점, 안정성, 환자와 가족의 역량, 

인지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이용가능성,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다(Titler & Pettit, 1995).

퇴원준비도는 초기에 퇴원에 대해 준비가 되었는지, 예, 아니오의 단답

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되었고(Bernstein et al., 2002; Greene, 

1991), 환자가 스스로 돌볼 능력이 되는지 자신감의 수준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형태로 측정되었다(Clark, Steinberg, & Bischoff, 1997). 통

증, 기분, 에너지, 기능적인 상태, 지식에 대한 정도에 대한 형태로도 측

정되었다(Schaefer, Anderson, & Simms, 1990). 퇴원준비도를 결과 

변수로 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는 퇴원준비도 도구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RHDS)로 내과, 외과 환자

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퇴원준비도에 대한 개념분석을 하였고, 퇴원준비

도를 개인적인 상태, 지식, 대처 능력, 기대되는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Weiss & Piacentine, 2006). 개인적인 상태는 퇴원 전 신체적, 감정

적 상태이고, 지식은 퇴원 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걱정과 

문제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적절성이고, 대처 능력은 퇴원 후 개인

적인 요구와 의료적인 요구를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기대되는 

지지는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기대되는 도움의 정도이다. 퇴원 준비도 

도구는 처음에는 환자가 응답하는 설문지로 사용되었고(Weiss et al., 

2007), 아동의 부모, 산모의 퇴원준비도를 측정하는데도 사용되었으며

(Weiss et al., 2008; Weiss & Lokken, 2009), 나이에 따른 퇴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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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Bobay, Jerofke, Weiss, & Yakusheva, 2010), 환자와 간호

사의 퇴원준비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측정하는데도 사용되었다

(Weiss, Yakusheva, & Bobay, 2010).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로는 환자의 배우자와 소아 환자 부

모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심장 수술 환자를 돌보는 배우

자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 배우자의 62%가 퇴원에 대해 

준비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 대처 전략의 사용, 개인적인 자원, 기대하는 것이었

다(Artinian, 1993). 소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자신감 세우기였다(Lerret, 2009).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신생아중환자실 부모의 퇴원준비

도 관련 연구가 있었으며(Smith, Hwang, Dukhovny, Young, & 

Pursley, 2013), 국내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

족원의 돌봄역할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낙천적 성격, 의료인의 지지, 가족의 지지, 사회경제

적 상태이었다(권희경 & 송미순, 2014). 

상황적 전환기(situational transition) 중 가족원의 퇴원(discharge)과 

전실(relocation) 전환기에 관한 연구는 소아 환자를 돌보는 부모 대상 

연구(Weiss et al., 2008)와 출산한 어머니의 대상 연구(Weiss & 

Lokken, 2009)가 있었다.  

이 중 Weiss 등(2008)은 소아 환자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준

비도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다. 입원한 소아 환자의 부모 135명을 대상

으로 시행하였으며, 퇴원교육의 질 중에서 특히 대상자를 교육하는 간호

사의 전달 기술이 퇴원준비도를 향상시켰다. 퇴원준비도가 높을수록 퇴

원 후 3주동안 대처능력 어려움이 적었으며, 대처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록 퇴원후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퇴원준비도 예측 연구로 Weis와 Lokken 

(2009) 은 전환기 이론을 기반으로 출산한 어머니의 퇴원준비도(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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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ospital Discharge) 예측요인 모형을 구축하였다. 정상아를 분만한 

여성 141명을 대상으로 퇴원 전 퇴원 간호 교육의 질과 퇴원 준비 정도

를 측정하였고, 퇴원 후 대처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 교육의 질 중에서 정보의 내용과 교육한 간

호사의 교육 기술이 퇴원 준비정도의 예측요인으로 38%의 설명력을 보

였다. 퇴원 준비 정도는 퇴원 후 대처 능력의 예측요인으로 22%의 설명

력을 보였다. 또한 퇴원 교육 시 간호사의 스킬, 대처 능력, 환자의 특

성, 출생 입원 요인이 퇴원 후 가족 지지의 사용과 의료기관 사용의 예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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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영향 요인

중환자실 퇴실 후 회복하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원의 불안,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

능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원의 불안

신생아중환자실 퇴실에 대한 가족의 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퇴원 준비

도의 가장 높은 위험요인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경험에 의한 가족의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였다(Smith et al., 2013). 신생아

중환자실 경험과 관련된 엄마의 불안은 엄마의 부모 능력과 환아와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Zelkowitz, Papageorgiou, Bardin, & Wang, 

2009). 중환자 생존자 가족원은 중환자실 퇴실 후 중환자실 후 증후군

(post-intensive care syndrome)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특히 불안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

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증상은 가족의 의사결정 능력을 

감소시킨다(Corrigan, Samuelson, Fridlund, & Thomé, 2007). 중환자

실 퇴실 후 일반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돌봄 역할 경험에 관

한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퇴실 후 불안을 경험하는 가족원은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퇴원에 대한 두려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

였다(권희경 & 송미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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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에는 불확실성(uncertatinty)

이 있다. 불확실성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가족원의 지각은 

환자의 질병과 입원에 대한 가족원의 반응을 말한다(Mishel, 1983). 가

족원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숙련과 대처능력이 

감소하므로(Mishel, Padilla, Grant, & Sorenson, 1991), 가족원이 환자

의 질병에 대해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중요한 변수이다. 심장 수술 후 배

우자의 가족은 치료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퇴원준비가 안

되었음을 경험하였고(Artinian, 1993), 퇴원하는 소아 환자의 부모는 치

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퇴원에 대한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L. 

Smith & Daughtrey, 2000).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돌보

는 가족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돌봄 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권희경 & 송미순, 2014). 

3) 환자의 의존도

중환자실 퇴실 후 환자는 거의 입원 전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회복하

지 못하고(Chaboyer, 2006),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만성 중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가족의 일상생활을 방해하

는 환자의 문제 행동이 많을수록 부담감이 높다고 하였다(Choi et al., 

2011). 또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

의 돌봄 역할 적응 경험 연구에서도 환자의 상태는 외재적 중재적 조건

으로 가족원의 돌봄 역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희

경 & 송미순, 2014), 신생아중환자실 퇴실에 대한 가족의 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성숙이 제시되었다(Splingaire, 

2005).

소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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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보다(Lerret, 

2009), 환자의 질병이 만성적이고 의학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기능 상

태 저하로 인한 의존이었다(Domanski, Jackson, Miller, & Jeffrey, 

200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에서도 환자의 자가간호와 가족원의 돌봄은 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반

응양상으로 나타나 환자와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Schumacher, 1996). 또한 중환자 생존자 가족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에서도 생존자가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족원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끼쳤다(Czerwonka et al., 2015). 이처럼 상호작용은 환자

와 가족원의 전환기 경험에서 중요한 과정 지표이므로(Meleis et al., 

2000), 환자의 의존성과 독립성은 환자와 가족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4) 관계의 질

전환 이론에서 상호작용(interacting)이란 전환기에 대상자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환자와 가족의 돌봄 관계

에서는 자가간호(self-care)와 돌봄(caregiving)이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Meleis et al., 2000). 

신생아중환자실 퇴실 환자 가족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에서 엄마의 

불안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떨어트리고, 퇴원준비도를 낮춘다고 하였다

(Splingaire, 2005). 또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도 

환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돌봄 역할 적응이 높았다(권희경 & 송미순, 

2014). 

만성입원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연구에서도 환자와 가족원의 관계가 좋

을수록 가족원의 부담감,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양영희, 1992), 대장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환자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족원의 역할 적응이 높

았다(Northouse, Mood, Templin, Mellon, & Geor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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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동안 관계의 붕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전환기의 과정이 건강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연결(connectedness)이 나타나고, 단절이나 

고립은 불건강한 전환기에서 나타난다(Schumacher, Jones, & Meleis, 

1999). 이러한 전환기에서 가족원의 관계의 질은 환자를 돌보면서 만나

게 되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돌봄역할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원은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눈

치보기와 같이 새로운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의료진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돌봄 역할 적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권희경 & 송미순, 2014). 그들은 일반 병동의 간호사와 다

른 보호자와의 관계가 안정되고 편안한 경우 안정감을 경험하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소외된 느낌을 경험하였다. 

5) 퇴원 교육의 질 

퇴원 교육은 환자와 가족이 퇴원 후의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치료를 성

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병원 간호 전략이다(Weiss et al., 

2007). 간호사와 환자는 퇴원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Weiss et al., 2010), 일반적으로 퇴원교육의 내용은 일상생활 능력 저

하에 대한 대처, 통증과 상처 관리, 치료와 약물 복용, 합병증 인지, 추

후 치료 서비스 접근이다(Jacobs, 2000). 정보에 대한 요구가 달성되지 

않을 때, 환자와 가족은 퇴원 후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획하지 

않은 의료시설의 방문이 증가한다(Weiss et al., 2008; Weiss & Lokken, 

2009; Weiss et al., 2007). 

퇴원교육을 제공하는 간호사의 전달 기술은 퇴원준비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퇴원교육의 질이 소아 환자의 부모와 내외과 환자의 

퇴원준비도의 가장 강한 예측요인이었다(Weiss et al., 2008; Weiss et 

al., 2007). 또한 기대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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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하다(Melnyk, 1994). 퇴원 교육은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계획

되어야 하고, 이러한 퇴원 교육은 대상자의 자신감과 대처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다(Lerret, 2009). 

6) 돌봄 자기효능감

돌봄 자기효능감(self-efficacy for caregiving)이란 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능력, 방해되는 환자의 행동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돌봄에 대해 

화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Steffen et al., 

2002). 

자기효능감(self-efficacy)란 주어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을 조

직화 하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대처 행위와 스트레스,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그러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신념은 특

별한 자기효능감 신념을 결정하지 못하므로(Bandura, 1997), 돌봄 역할

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돌봄 역할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Steffen et al., 200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돌봄역할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원이 일반병동에서 돌봄에 대한 행위를 학습

하고 잘 할 수 있을 때 돌봄 역할에 대한 적응이 높아졌다(권희경 & 송

미순, 2014). 또한, 소아 환자를 돌보는 부모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

에서 부모의 퇴원준비도를 높이는 것은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과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Lerret, 2009). 

정신질환자 가족원의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원의 돌봄 

자기효능감은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낙천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돌봄 경험이 긍정적으

로 상승하였다(오인옥 & 김선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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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1. Meleis 등의 전환 이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전환기는 

중환자실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반병동이라는 한 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

는 전환기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가족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돌봄 역할이

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적응하는 것으로 병원에서는 퇴원준비도를 달

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한 모형

을 구성하고자 하므로 전환의 속성, 상태,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Figure 1)을 본 연구 모형의 근간으로 하였다.

전환 이론(transition theory)은 전환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 통합적 

문헌고찰, 다섯 개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중범위 이론이다. 전환은 전환 

본질(유형, 양상, 속성), 전환 조건(개인, 지역사회, 사회), 간호 치료, 반

응의 양상(과정 지표, 결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환 본질(nature of transition)은 유형, 양상, 속성으로 나뉘어져 있

는데, 먼저 전환의 유형(type)은 발달기적, 상황적, 건강/질병, 조직적 전

환으로 나뉘어진다. 전환의 양상(patterns)은 단일(single), 다수

(multiple), 인과성(sequential), 동시성(simultaneous), 관계성(related), 

무관계성(unrelated)으로 이루어진다(Meleis et al., 2000). 전환의 속성

(properties)은 인식, 참여, 변화와 차이, 기간, 결정적 시점과 사건이 있

는데, 인식(awareness)이란 전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

(engagement)는 인식이 있어야 일어나는 특징으로 전환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변화와 차이(change and difference)

는 전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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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기간(time span)이란 전환이 이루어진 

기간을 의미하고, 결정적 시점과 사건(critical points and event)이란 

전환의 특정 사건을 의미한다. 

전환 조건(transition conditions)은 전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의미하며, 개인, 지역사회, 사회적 조건으로 나뉘어진다. 개인적 조건

에는 전환에 대한 의미, 문화적 신념과 태도, 사회경제적 상태, 준비와 

지식이 있다. 지역사회 조건은 개인을 둘러싼 주위 환경을 의미하며, 주

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지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조건은 더 

넓은 의미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등을 의미

한다. 

전환의 본질, 조건, 반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로 간호치료

(nursing therapeutics)가 있는데, 간호치료란 전환과정에 있는 인간의 

경험과 과정에 관심을 두고 건강한 전환을 목표로 수행되는 간호를 말한

다. 전환을 경험한 후에는 치료적 중재를, 전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방

적 중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역할에 대해 미리 채워질 때 그 효

과가 높다고 하였다(Meleis, 2010). 

전환의 반응 양상(patterns of response)은 전환의 조건에 따라 나타

나는 최종 목표로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와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로 나뉠 수 있다. 과정지표는 전환기의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감(feeling connected), 상호작용

(interacting), 위치감(location and being situated), 자신감과 대처능력 

개발(developing confidence and coping)이 있다. 연결감은 새로운 관

계 맺기, 가족 친구와 오래된 관계 유지, 건강 전문가와 연결된 느낌 갖

기를 말하고, 상호작용이란 전환의 의미와 전환으로 발전된 행동이 명확

해지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성을 의미한다. 위치감은 한 장

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감과 대처능력 개발은 

진단, 치료, 회복, 제한점, 관리 전략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결과지표는 숙련(mastery), 유동적이고 통합된 정체성(fluid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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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ies)이 있다. 숙련이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

되는 기술과 행동의 숙련된 정도를 말하며, 유동적이고 통합된 정체성이

란 정적이기 보다는 유동적이고 안정적이기보다는 동적으로 재구성된 전

환의 결과를 의미한다. 

전환 이론은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대상자에게 시행되었다. 중년기 여

성의 전환상태를 설명한 구조 모형 연구(조인숙 & 박영숙, 2004), 너싱

홈으로 이동한 노인의 가족 대상으로 전환경험을 인터뷰한 질적연구 

(Davies, 2005), 회복기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중재 제안 연구

(Skärsäter & Willman, 2006), 백인 암환자의 통증경험을 상화특이이론

으로 개발한 연구(Im, 2006), 전환기 이론의 간호치료, 전환조건의 특성

을 규명한 연구(Sindhu et al., 2007)가 있었다. 

전실, 퇴원이라는 상황적 전환기 연구로는 소아환자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퇴원준비도 예측연구(Weiss et al., 2008), 출산한 어머니

의 퇴원준비도 예측연구(Weiss & Lokken, 2009)가 있었으며, 국내에서

는 중환자실과 병동 연계형 전환간호 프로그램 연구(손연정, 2009), 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전환관리 프로그램 연구(조순영, 2010), 신경

계 중환자실 뇌손상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환간호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윤선희, 2012)가 있었다. 그러나, 퇴원준비도를 반영한 선행연구에서는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화요인과 억제요인을 바탕으로 변수 및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한 연구가 없었다. 또한 Sindhu 등(2007)은 전환 

이론의 간호치료가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실무에 적

용되어 평가된 경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전환 대상자에게 맞는 간호치료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전환 결과를 

대상자에게 맞게 정의하고, 전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조건을 바탕

으로 간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환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전환 이론을 대상자의 전환결과와 전환조건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

축한 후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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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nsitions: A middle range theory by Meleis, Sawyer, Im, Shumacher & Messia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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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기틀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중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한 후, Meleis 등 (2000)의 전환 이론을 바탕으로 연

구의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모형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전환 본질(nature of transition) 중 유형(type)은 중환자

실 퇴실 후 집으로 퇴원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전환이므로 건

강-질병 전환(health-illness transition)이면서, 중환자실, 일반병실을 거

쳐 병원을 떠나 퇴원하는 상황이므로 상황적 전환(situational transition)

에 해당된다. 대상자가 경험하는 전환기의 양상은 다수의 복합적인 전환

기이다. 또한 전환의 속성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이라는 상

황을 인식하고 전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중

환자실과 일반병동에서의 역할 차이를 인식하게 되며, 기간은 중환자실에

서 일반병동으로 전실이 결정된 시점부터 일반병동에서 퇴원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이다. 결정적 시점과 사건은 일반병동으로 이동하는 시점이다. 

전환 조건(transition conditions)이란 전환 결과에 촉진적, 억제적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을 말한다. 개인적 조건에는 의

미(meaning), 문화적 신념과 태도(cultural beliefs and attitudes), 사회

경제적 상태(socioeconomic status), 준비와 지식(preparation and 

knowledge)이 포함되며, 환경적 조건에는 지역사회(community)와 사회

(society)가 포함된다(Meleis et al., 2000). 전환 조건은 대상자의 전환 

결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환 

결과는 가족원의 돌봄에 대한 자신감과 대처능력 향상으로 가족원의 퇴

원준비도로 정의하였으며,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중환자 가족원의 퇴원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고찰하였고, 가족원의 조건(가족원의 불

안,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조건(환자

의 의존도)으로 제시하였다. 

간호치료(nursing therapeutics)란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환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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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면서 불건강한 전환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새로운 역할 책임감과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통한 전환 준비이다(Meleis et al., 

2000). 본 연구에서 간호 치료란 퇴원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퇴

원 교육으로 Weiss 등(2007)이 개발한 퇴원교육의 질 도구(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전환 반응 양상(patterns of response) 중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

에서 상호작용(interacting)이란 전환의 의미와 전환으로 발전된 행동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중환자실 퇴실 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로 정의하였으

며, 환자와의 관계의 질, 의료진과의 관계의 질,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신감과 대처능력 개발(developing confidence 

and coping)은 진단, 치료, 회복, 제한점, 관리 전략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Meleis, et al., 2000), 이는 생리학적, 기능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능력과 제한점, 안정성, 환자와 가족의 역량, 사회적 지

지 이용가능성,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하는 능력

(Titler & Pettit, 1995)이라는 퇴원준비도(readiness for discharge)의 

정의와 일치한다.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돌봄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for caregiving)도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전환 반응 양상 중 결과 지표에서 숙련(mastery)이란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행동의 숙련된 정도를 말하는데 

이 결과에 도달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Meleis et al, 2000). 뇌졸중 환자와 중환자 가족을 대상

으로 적용한 “적정시기(TIR) 개념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환기 동안 

중환자 가족원의 목표는 그 시기별로 달라야 하며(Cameron & Gignac, 

2008), 퇴원 전에는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퇴원 후 집에서 적응하는 늦

은 시기에는 가족원의 건강, 숙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퇴원을 앞둔 대상자에게 숙련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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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과지표를 측정하지 않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2와 같으며 각 

개념의 이론적 하위구조는 Figure 3과 같다. 가족원의 불안, 환자의 질

병에 대해 가족원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 관계의 질, 퇴원 

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이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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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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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oretical substruction

CG, Caregiver; HADS-A,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Anxiety; PPUS-FM, Parent’s Perceived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 ADLs, Activities of Daily Living; QHDS, 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Scale; CSE, Caregiver Self-efficacy; 

RHDS-FM,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Fami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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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Transition Theory)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설적 모형을 결정하였

다(Figure 4). 

내생변수는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준비도이

며, 내생변수의 측정변수(y)는 총 6개이다. 또한 외생변수는 가족원의 

불안,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

이며, 외생변수의 측정변수(x)는 3개 이다. 가설적 모형에서 가족원의 

불안,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는 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준비도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

능감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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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ypothetical model

-
 3
1
 -

dtp64
사각형



- 32 -

4. 연구 가설

Figure 4의 가설적 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관계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가족원의 불안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환자의 의존도는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퇴원교육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가족원의 불안은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환자의 의존도는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관계의 질은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돌봄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8. 가족원의 불안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돌봄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환자의 의존도는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관계의 질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퇴원 교육의 질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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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준비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가족원의 불안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퇴원준비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환자의 의존도는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관계의 질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퇴원교육의 질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돌봄 자기효능감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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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

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설명하는 영향 요인들을 종합하여 가설

적 모형을 구축한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

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시내 2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

로 전실한 후 퇴원이 예정된 환자 가족원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내 2개 대학병원 성인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　후　퇴원하는 

중환자 가족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

였다. 

1) 성인 중환자실에서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중환자의 가족원

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의 가족원

3) 일반병동에서 의료진에 의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의 가족원 

4) 돌봄제공자 중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에서 퇴원 교육을 받은 가족원 

5)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원

6)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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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환자의 가족원은 제외하였다. 

1) 중환자실에 재입실한 환자의 가족원

2) 사망 및 타병원 중환자실로 퇴원한 환자의 가족원 

구조방정식 모형은 많은 대상자를 이용하는 통계방법이기 때문에 충분

히 크면서도 합리적인 표본크기 선정이 필요하지만 대상자 수에 대한 간

단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자료들 간의 

차이를 탐지하는 민감성을 증가시키며 모형 검증에 필요한 이상적인 표

본 크기로 200이상을 제안하고 있으나(이은옥 et al., 2007), 표본크기

가 400~500으로 크면 민감성이 증가하여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적합도

가 권장수준을 벗어난다(조선배, 1996). 표본크기에 대한 정확한 범위는 

없지만 절대최소치는 50이며, 추정하려는 특징수의 5~10배가 최소 권

장수준이고, 보통 권장크기는 100~200이므로(이순묵, 1990), 본 연구에

서는 150~200을 목표로 하였다. 일반병동에서 퇴원이 결정된 환자 가

족원 181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퇴원 취소, 중환자실 재입실 및 

문항 미기재 대상자 10명을 제외하여, 최종 1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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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S대학교병원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서울 시내 2개 대학병원에서 자료수집 

허락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해당 병원의 연구 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 완료 후 폐기에 대한 설

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제공하

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보조원 10명에게는 책임연구자

가 사전 2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및 대상자의 윤리적 측

면에 대한 설명, 교육을 제공하고 설문조사 참여시 알게 되는 대상자의 

자료는 비밀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해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원이 옆에서 대

기하였다. 만일 설문지 작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 작성을 보조해 주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현장에서 작성 직후 개

인별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고,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입력, 통계분석은 연구자 1인이 담당하였으며,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

에는 분쇄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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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내생변수는 4가지로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돌봄 자기효능

감, 퇴원교육의 질, 관계의 질이며, 외생변수는 총 3가지로 가족원의 불

안,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이

다.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모두 9가지의 측정 

도구가 사용되었다. 

1) 내생변수

① 퇴원준비도

퇴원준비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Weiss 등(2008)이 개발한 퇴

원준비도 도구(Readiness for Discharge Scale) 중 가족원의 퇴원준비

도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도구이기 때문

에 번역-역번역 방법을 사용하여 번역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원 도

구를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 후 번역된 한글 도구를 전문 영어-한글 번

역가에 의뢰하여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원도구와 역번역된 도구는 역번

역한 전문 번역자와 원 도구 개발자에게 보내어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 후 원도구와 의미가 유사하다는 답변을 받아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도구는(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RHDS)는 가족원의 개인적 상태 7문항, 환자의 개인적 상태 7문

항, 지식 7문항, 대처능력 4문항, 기대되는 지지 5문항으로 총 2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0점 척도이다. 각 하위영역별로 퇴원준

비도를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나,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측정할 경우 환

자의 개인적 상태를 제외하고, 가족원의 개인적 상태, 지식, 대처능력, 

기대되는 지지의 합으로 계산한다. 퇴원준비도 개발 당시 예측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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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타당도를 평가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Weiss & Piacentine, 2006).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② 돌봄 자기효능감

돌봄 자기효능감이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퇴실 후 돌봄 역할에 

대한 대처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능력으로 Steffen 등(2002)이 개발한 

도구를 오인옥과 김선아(2015)가 한국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휴식 갖기, 문제 행동에 대한 대

응과 걱정사고조절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의 총점은 0~150점 범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돌봄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0이었고(Steffen et al., 2002), 한국형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오인옥 & 김선아, 2015).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③ 관계의 질

본 연구에서는 가족원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데 환자와의 관계, 의료

인과의 관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 환자와의 관계의 질

환자와의 관계의 질은 환자와 가족원의 관계의 질 도구로 측정하는

데 Archbold 등(1986)의 Family Caregiving Inventory 도구 중 

환자와의 관계 도구를 양영희(1992)가 번역하여 사용한 15문항의 

4점 척도 도구이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90 이었으며

(Archbold, Stewart, Harvath, & Lucas, 1986), 한국형 도구의 

Cronbach’s alpha=.90이었다(양영희, 1992). 본 연구에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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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lpha는 .95였다. 

⒝ 의료인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의료인과의 관계는 Krantz health opinion survey 중 

김인자와 서문자(1997)가 건강 전문인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문항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인

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개발 당시 .97이었고(김인자 & 서문자, 1997),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7이었다.  

⒞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본 연구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 김인자와 서문

자(1997)가 가족, 친구 및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는 .81이었고(김인자 & 서문자, 1997), 본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④ 퇴원교육의 질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을 퇴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받은 퇴원

교육에 대한 질을 측정하기 위해 Weiss 와 Piacentine (2006)의 퇴원교

육의 질 도구(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 QHDS)

를 개발자의 동의를 받아 번역-역번역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퇴

원교육의 질 도구는 가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퇴원 교육의 내용 6

문항, 교육을 받은 내용 6문항, 교육자의 전달방식 12문항으로 총 2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원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이 퇴

원 교육을 받은 내용 6문항과 교육자의 전달 방식에 대한 12문항을 합

쳐 18문항의 총점을 사용한다. 도구는 0~10점의 라이커트 타입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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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이며,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92는 이었고(Weiss & 

Piacentine, 2006),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2) 외생변수

① 가족원의 불안

가족원의 불안은 Zigmond와 Snaith(1983)가 개발하고, 오세만, 민경

준과 박두병(1999)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문항 중에서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이용하여 불안을 측정하였다(Zigmond & Snaith, 1983). 한국형 

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고(오세만, 민경준, & 박두병, 1999), 본 연구

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②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Mishel(1998)이 개발한 31문항으로 구성된 

가족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Case-Family Member)를 오인옥과 김선아(2015)가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고(Mishel, 1983), 한국형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0이

었다(오인옥 & 김선아, 2015).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③ 환자의 의존도

본 연구에서 환자의 의존도 정도는 미국 보건의료재정청에서 개발한 

사례관리적용 및 평가도구 중 신체기능을 평가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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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문항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사정한 점수로 1~3점의 라이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Morris, 

Fries, & Morris, 1999).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4

이었고(Morris et al., 1999),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8이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Table 1

과 같고, 모두 .70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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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Concepts Measure variables Scale No. of 
items

Cronbach’s 
α

Endogenous 
variables

Developing
coping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22 .92

Developing 
confidence

Self-efficacy 
for caregiving

Caregiver 
Self-efficacy Scale 15 .92

Interacting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Scale

15 .95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althcare 
provider

Social Support Scale
-Professionals 6 .87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family, friend

Social Support Scale
-Others 8 .88

Discharge 
teaching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

24 .95

Exogenous 
variables

Personal 
transition 
conditions

Caregiver’s
anxiety

Caregiver`s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
-Anxiety

7 .90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
-Family Member

29 .90

Environmental 
transition 
conditions

Patient’s 
dependency ADLs Scale 12 .98

Total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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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병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

고,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9월이었다. 연구대상자 선

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중환자실 퇴실 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하였고, 각 병동에 체류기간 동안 퇴원이 결정되었는지를 전자의무기록

에서 퇴원예정환자 조회 기능을 통하여 퇴원예정자를 찾아내었다. 하지

만, 전자의무기록에 퇴원지시 기록이 늦게 입력되거나, 퇴원이 갑작스럽

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해당 병동 수간호사로부터 당

일 퇴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자료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 전 대상자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연구보조원 한 명이 

자가보고 설문지의 응답을 보조하는 경우 대상자 1인의 자료수집에 소

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대상자들은 문항을 이해하거나 답하는데 어려

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0명이 시행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및 위험성,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도구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하

였다. 매일의 자료 수집이 끝난 후 수집한 자료를 검사하여 빠진 문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응답이 있는 경우 면담 대상자와 접촉하여 당일 보완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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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3.0 for Window (SPSS Inc, 2013)와 

AMOS 4.0 (SPSS Inc, 2007)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와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3) 측정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검증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편차, 왜도, 첨

도를 검증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잠재변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에서 공분산행렬을 사

용하였다. 

7)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χ2,, 절대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비교적합지수(CFI), 표준 χ2 (normed χ2), 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을 이용하였다. 

8) 본 연구의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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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가족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가족원의 평균연령은 51.8세였다. 가족원의 성별은 123명

(71.9%)이 여성이었고,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68명(39.8%), 자녀가 

57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간병에 참여하는 가족원의 수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2명인 경우가 62명(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

한 대상자만 간병에 참여하는 경우가 52명(30.4%), 간병 참여 가족원이 

3명인 경우는 39명(22.8%), 4명 이상인 경우는 18명(10.5%)으로 나타

났다. 유료 간병인을 활용한 경우는 44명(25.7%), 유료 간병인을 활용하

지 않은 경우가 127명(74.3%)으로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57명(50.9%), 직업이 없는 경우는 84명

(49.1%)로 나타났다. 월 가계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41명

(24.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44명(25.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44명(25.7%),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42

명(24.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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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mily Caregivers’ Demographics

            (N=171)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Age(yr) 51.8±15.0

Gender
Male 48(28.1)

Female 123(71.9)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68(39.8)

Child 57(33.3)

Parent 22(12.9)

Sibling 14(8.2)

Relative 5(2.9)

Others 5(2.9)

No. of family caregiver

1 52(30.4)

2 62(36.3)

3 39(22.8)

≥4 18(10.5)

Use of paid caregiver
Yes 44(25.7)

No 127(74.3)

Employment status
Employed 57(50.9)

Unemployed 84(49.1)

Monthly income
(1,000won)

≤149 41(24.0)

150~299 44(25.7)

300~499 44(25.7)

≥500 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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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 중 환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 환자의 평균연령은 59.7세였고, 환자의 성별은  100명

(58.5%)이 남성이었다. 환자의 진료과는 내과 53명(31.0%)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흉부외과 41명(24.0%), 일반외과 37명(21.6%), 신경외

과 21명(12.3%), 응급의학과 7명(4.1%), 신경과 6명(3.5%), 재활의학과 

5명(2.9%), 비뇨기과 1명(0.6%) 순이었다. 

대상 환자의 중환자실 체류일수는 평균 6.6일이었고, 퇴원 후 일반병

동 체류일수는 평균 17일이었으며, 총 재원일수는 평균 28일이었다. 중

환자실 입실, 퇴실시 측정하는 중환자 중증도 점수(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Ⅱ)는 중환자실 입실 시 평

균 19.5점이었고, 중환자실 퇴실 시 평균 10.9점이었다. 중환자분류도구 

점수는 중환자실 입실 시 평균 108.4점이었고, 중환자실 퇴실 시 평균 

91.2점이었으며, 환자분류 도구 점수는 일반병동에서 퇴원 시 평균 15.1

점 이었다. 일반병동에서 퇴원 장소는 집인 경우가 140명(81.9%)로 가

장 많았으며, 재활병원이 12명(7.0%), 요양병원이 12명(7.0%), 기타 시

설이 7명(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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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s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171)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Age(yr) 59.7±15.2

Gender
Male 100(58.5)

Female 71(41.6)

Department
of medicine

IM 53(31.0)

NR 6(3.5)

RH 5(2.9)

GS 37(21.6)

URO 1(0.6)

NS 21(12.3)

TS 41(24.0)

EM 7(4.1)

Length of stay

In ICU 6.6±5.8

In general ward 17.0±17.6

In hospital 28.0±26.7

APACHE Ⅱ
score

On admission to ICU 19.5±7.7

On discharge from ICU 10.9±5.5

Patient classification
score

On admission to ICU 108.4±20.8

On transfer from ICU 91.2±18.2

On discharge from hospital 15.1±6.2

Discharge disposition

Home 140(81.9)

Rehabilitation facilities 12(7.0)

Convalescent facilities 12(7.0)

Others 7(4.1)

IM, Internal medicine; NR, Neurology; RH, Rehabilitation; GS, General Surgery; 
URO, Urology; NS, Neurological Surgery; TS, Thoracic Surgery; EM, Emergency 
Medicine; ICU, Intensive Care Unit;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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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서술적 통계값은 

Table 4와 같다. 일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

값 7을 넘지 않아야 한다(배병렬, 2009).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일변

량 왜도와 첨도 기준을 만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를 이룬다. 모수추정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Variable Mean(±SD) Range Skewness Kurtosis

Caregiver’s Anxiety 7.32(±5.12) 0~21 .805 .190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77.44(±16.55) 37~132 .238 .096

Patient’s dependency 18.81(±8.5) 12~36 1.083 -.324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50.13(±9.42) 20~60 -.875 .217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althcare provider

21.57(±5.03) 9~30 -.094 -.668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friend

28.13(±6.55) 8~40 -.336 -.090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118.17(±39.09) 8~180 -.570 -.243

Self-efficacy for caregiving 103.6(±30.08) 0~150 -.538 -.098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152.45(±36.34) 38~220 -.787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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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절

대값(r)이 .9이상이면 변수 간에 매우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개

념의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이은옥 외, 2007).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변

수들은 상관계수의 절대값(r)은 .114~.718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산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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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Observed Variables

x1 x2 x3 y1 y2 y3 y4 y5 y6

x1 1

x2 .503** 1

x3 .255** .309** 1

y1 -.191* -.406** -.273** 1

y2 -.165* -.429** -.114 .444** 1

y3 -.073 -.291** -.143 .299** .369** 1

y4 -.369** -.399** -.183* .410** .448** .244** 1

y5 -.370** -.392** -.067 .458** .303* 318** .502** 1

y6 -.453** -.578** -.262** .513** .357** .278** .718** .596** 1

* p<0.05, ** p<0.01 *** p<0.001

x1   Caregiver’s anxiety 
x2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x3   Patient’s dependency

y1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y2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althcare provider
y3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family, friends
y4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y5   Self-efficacy for caregiving
y6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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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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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의 검정 과정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공분산구조모형이 제안 모델에 얼마나 적합한지

를 살펴보는 절차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간

명적합지수가 있으며, 모형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정보로

서 표준화잔차공분산, 수정지수를 추가할 수 있다(배병렬, 2009). 본 연

구에서 가설모형의 적합지수는 Table 6과 같다. 

절대적합지수 중 χ2은 전반적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로, 

모델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할 수 있다. 즉 χ2값이 작고 확률 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배병렬, 2009). 본 연구 모형의 χ2통계량은 26.22, 유의확

률이 .01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통계량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흔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조선배, 1996). 표본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면서 제안 

모형의 적합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인데,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지수는 .97이었다. 적합지수에

서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수준은 .90이상이므로(배병렬, 2009), 이 

기준에 적합하였다.

절대적합지수 중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FGI)는 적합지수(GFI)를 확장시킨 것으로 모델 내의 자유도를 이용하

여 조정한 값이다. 조정적합지수(AFGI)의 권장수준은 .85이상이며(배병

렬, 2009), 본 연구 모형에서 조정적합지수(AGFI)는 .88이었다. 

중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는 기초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모든 관측변수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가

정하여 가장 제약된 기초모델과 비교하여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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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와 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확인하였

다. 표준적합지수(NFI)는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

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적합지수(NFI)는 0~1까지의 범위를 갖고, 

수용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본다(배병렬, 2009). 본 연구의 모형에서 표준적합지수

(NFI)는 .95로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 모델이 95%향상되었음을 의미한

다. 또 다른 중분적합지수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제안모델과 기초모델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며 0~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비교적합지수(CFI) 값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낸다(배병렬, 

2009). 본 연구 모형에서 비교적합지수(CFI)는 .97로 모형의 적합도 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의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는 모델의 간명도와 관

련된 것으로 모델이 적합도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추정 모수의 수를 고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χ2은 χ2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1

에 가까울수록 모형과 자료 사이에 높은 적합도를 보이며 3이하이면 모

형이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 표준 χ2은 

2.19로 모형의 간명 적합도를 만족하였다. 또한, 간명적합지수 중의 하

나인 SRMR은 .08이하이면 모형이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모형에서 SRMR은 .03으로 모형의 간명 적합도를 만족하였다. 마

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 중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델

을 기각시키는 χ2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써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델의 간명성을 반영한다는 점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MSEA)이 .08이하이면 잘 적

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09로 만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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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l Fit for the Model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Parsimonious fit index

χ2 (p) GFI AGFI NFI CFI Normed
χ2 SRMR RMSEA

Criteria p>.1 >.90 >.85 >.90 >.90 <3 <.08 <.08

Hypothetical
model

26.22
(p=.01) .97 .88 .95 .97 2.19 .03 .09

2) 가설적 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RW), t 값,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Table 

7과 같다.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계의 질

(β=-.626, t=-5.964)과의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40.0%였다. 이

는 가족원이 환자의 질병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지각으로 인하여 환자, 

의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원교육의 질은 가족원의 불안(β =-.282, t=-3.55), 관계의 질(β 

=.628, t=4.41)과의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43.5%였다. 이는 중

환자실 퇴실 후 생긴 가족원의 불안은 의료진으로부터 받는 퇴원교육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의 질

이 높을수록 의료진으로부터 받는 퇴원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을 의

미한다.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가족원의 불안(β =-.267, t=-3.187), 환자

의 의존도(β =.163, t=2.304), 관계의 질(β =.538, t=3.133)과의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하여 44.3%가 설명되었다. 이는 가족원이

의 불안이 낮을수록, 환자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환자, 의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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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준비도는 불확실성(β =-.215, t=-2.829), 퇴원교육의 질(β =.438, 

t=6.471), 그리고 돌봄 자기효능감(β =.213, t=3.165)과의 경로가 유의

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하여 66.7%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환

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을수록, 퇴원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돌

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원의 퇴원준비도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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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β)

C.R.
(t-value) SMC

Quality of relationship
Caregiver’s anxiety .100 1.062

.400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626 -5.964***
Patient’s dependency -.131 -1.526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Caregiver’s anxiety -.282 -3.55***

.435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116 1.008
Patient’s dependency .041 .556
Quality of relationship .628 4.41***

Self-efficacy
for caregiving

Quality of relationship .538 3.133**

.443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135 1.2269
Caregiver’s anxiety -.267 -3.187**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077 .677
Patient’s dependency .163 2.304*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Quality of relationship .084 .701

.667

Self-efficacy for caregiving .213 3.165**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438 6.471***
Caregiver’s anxiety -.069 -1.117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215 -2.829**
Patient’s dependency -.059 -1.161

* p<0.05, ** p<0.01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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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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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가설적 모형의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관계의 질에 대하여 가족원이 환자의 질병에 대해 지각하는 불확실성

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퇴원교육의 질에 대하여 가족원의 불안과 관계의 질은 유의한 직접효

과가 있었고, 불확실성은 관계의 질을 통한 부적 간접효과가 있었다. 

돌봄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관계의 질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불

확실성은 관계의 질을 통한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또한 돌봄 자기

효능감에 대하여 가족원의 불안과 환자의 의존도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퇴원준비도에 대하여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교육의 질, 불확실성은 직

접효과가 있었고, 관계의 질은 퇴원교육의 질과 돌봄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가족원의 불안은 퇴원교육의 질을 통한 간

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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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effect

Quality of relationship

Caregiver’s anxiety .100 - .100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626*** - -.626***

Patient’s dependency -.131 - -.131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Caregiver’s anxiety -.282*** .063 -.219*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116 -.393** -.276**

Patient’s dependency .041 .083 -.042
Quality of relationship .628*** - .628***

Self-efficacy for caregiving

Quality of relationship .538** .085 .622**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315 - .135
Caregiver’s anxiety -.267** .024 -.243*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077 -.374** -.297**

Patient’s dependency .163* -.076 .087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Quality of relationship .084 .407** .491**
Self-efficacy for caregiving .213** - .213**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438*** .029 .466**
Caregiver’s anxiety -.069 .139* -.208*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in 
patient’s illness -.215** -.237* -.452**

Patient’s dependency -.059 -.011 -.07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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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가설 18가지 중 13개의 연구가설은 지지되

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관계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가족원의 불안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2.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626, t=-5.964)와 총효과(β=-.62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환자의 의존도는 관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퇴원교육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가족원의 불안은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82, t=-3.55)는 유의하였고, 간접효

과(β=.063)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219)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116, t=1.008)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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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β=-.393)와 총효과(β=-.27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지지되었다. 

가설 6. 환자의 의존도는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7. 관계의 질은 퇴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628, t=4.41)와 총효과(β=.62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돌봄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8. 가족원의 불안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67, t=-3.187)는 유의하였고, 간접

효과(β=.024)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243)가 유의

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9.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돌봄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77, t=.677)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접효과(β=--.374)와 총효과(β=-.297)가 유의하여 지지되었

다.

가설 10. 환자의 의존도는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163, t=2.3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 간접효과(β=-.076)와 총효과(β=.087)가 유의하지 않

아 지지되었다.    

가설 11. 관계의 질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538, t=3.133)는 유의하였고, 간접효

과(β=.085)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622)가 유의하

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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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퇴원 교육의 질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 

퇴원준비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가족원의 불안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69, t=-1.117)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간접효과(β=.139)와 총효과(β=.-.208)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4.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퇴원준비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15, t=-2.829), 간접효과(β=-.237)

와 총효과(β=-.45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5. 환자의 의존도는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 

가설 16. 관계의 질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084, t=.701)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407)와 총효과(β=.49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7. 퇴원 교육의 질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438, t=6.471)가 유의하였고, 간접효

과(β=.029)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466)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8. 돌봄 자기효능감은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13, t=3.165)와 총효과(β=.2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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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설명하는 영향 요인들을 종합하여 모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모형검정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

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구조모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의 가족원

으로 중환자는 중환자실에서 3일 이상 입원한 환자로 정의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 환자의 중환자실 체류일수는 평균 6.6일이었고, 중환자 중증

도 점수(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 

Ⅱ)는 입실 시 평균 19.5점이었는데, 이는 중환자실 퇴실 후 만성 중환

자를 돌보는 가족원 대상 연구(Choi et al., 2011)에서 환자의 중환자실 

체류일수인 25.5일보다 낮았고, 중환자실 입실 시 APACHE Ⅱ 점수 19

점보다 높았다. Choi 등(2011)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만성 중환자로 인

공호흡기 적용 3일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환자실 체류일수가 

본 연구 대상자의 체류일수보다 더 높았으나, 중증도 점수는 비슷한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환자 대상의 다른 연구 대

상자와 비교했을 때, 중환자의 일반적인 중증도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평

균적인 중환자의 가족원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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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

준비도에 초점을 두고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근간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는 가족원의 불안,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를 외생변수로,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준비도를 내생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이 모형은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직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은 환자, 아동의 부

모, 출산 후 산모(Weiss et al., 2008; Weiss & Lokken, 2009; Weiss 

et al., 2007)의 퇴원준비도를 초점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퇴원준비도 모형의 

검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 모형에는 중환자 생존자 가족원에게 적

용된 적정시기 개념틀(Timng It Right framework)과 중환자실에서 일

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적응과정을 바탕으로 개념이 

제시되어 중환자 가족원에게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또한 퇴원준비도 중에서도 중환자실 퇴실 후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

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퇴원준비

도를 향상시키는 중재를 위한 기본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퇴

원준비도 모형은 퇴원준비도를 매개요인으로 입원환자의 특성과 퇴원 후

의 적응여부와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나(Weiss et al., 2008), 본 연구에

서는 퇴원준비도를 최종 변수로 제시하여 중환자실 퇴실 후 일반병동에

서 형성되는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그리고 돌봄 자기효능감을 매개

변수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지수는 절대적합지수 중 표본

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오류를 보여줄 수 있는 χ2을 제외하고는 절대

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모두 권장 수준을 만족하였으며, 

검증 과정을 거친 모형에서 8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설명력은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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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으로 확인하는데, 퇴원준비도는 66.7%의 높은 설명

력을 보였다. 내과, 외과 환자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연구(Weiss et al., 

2007)에서는 퇴원 정보의 내용과 퇴원 교육 간호사의 전달 기술이 퇴원

준비도의 예측요인으로 38%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퇴원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의미있는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여 퇴원준비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 환자의 부모의 퇴원준비도 예측 연구(Weiss et al., 2008)에서 

퇴원 교육의 질이 퇴원준비도를 51% 설명하였고, 본 연구 결과에서 불

확실성,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교육의 질이 퇴원준비도를 66.7% 설명하

였는데, 이는 퇴원교육의 질이 퇴원준비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임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돌봄 자기효능감이 퇴원준비도를 설명하는 요인임을 검

증함으로써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예측요인 연구(Weiss et al., 

2008; Weiss & Lokken, 2009; Weiss et al., 2007)는 회귀분석을 통

해 퇴원준비도의 예측 요인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퇴원준비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요인과 경로를 분석하

고 모형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병원은 입원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간호사 1명당 환자 13

명)을 두고 있어 1명의 간호사가 많은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

국의 일반병동에서 환자가 입원할 경우 가족은 환자의 간병을 담당해야 

되므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전환기에 환자의 가족원은 

환자의 간병에 많은 참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

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모형은 퇴원 후 돌봄이라는 가족원

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돌봄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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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를 보이며,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을 대

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

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병동에서 

퇴원 전 가족원 불안,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의 의존도 뿐

만 아니라,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과 같은 과정 지

표를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지지되었으므로 중환자실 퇴실 후 

환자를 돌보게 될 가족원의 퇴원준비를 위해 포괄적으로 사정, 중재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로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

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원의 불안,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

실성,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확실성,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은 퇴원준비도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족원의 불안과 관계의 질은 간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교육의 질은 퇴원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퇴원 교육의 질 중에서 정보의 내용과 교육한 간호사의 

전달 기술을 퇴원준비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제시한 기존의 선

행연구 결과(Weis & Lokken, 2009)와 일치한다. 퇴원교육의 질은 내용

을 잘 받았는지와 전달된 방식을 통해 잘 이해했는지를 통해 측정되므

로, 퇴원 교육 시 간호사는 요구도에 맞는 퇴원교육의 내용을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가족원에게 전달할 때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퇴원 교육이라는 간호 중재에 의해 퇴원준비도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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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돌봄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

한 자신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Lerret, 

2009)와 일치한다. 돌봄 자기효능감은 과거에 환자를 돌보는 업무 위주

의 돌봄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환자를 돌보는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원이 스스로 휴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teffen et al., 2002). 특히 중환자실 

퇴실 후 집에서 만성 중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은 환자의 신체적 기능 상

태의 저하, 문제 행동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에 제한과 부담감이 높으므로

(Choi et al., 2011), 돌봄 자기효능감은 돌봄에 대해 업무 위주의 자신

감을 높이는 것보다 가족원이 환자를 돌보면서도 가족 자신의 일상생활

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직접적으로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주며, 관계의 질을 통해 퇴원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성은 대상자의 대처능

력을 감소시키는데(Mishel, 1991), 중환자 퇴실 환자 가족(권희경 & 송

미순, 2014), 심장수술 후 배우자(Artinian, 1993)와 환아를 돌보는 부

모(Lerret, 2009)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도 가족들의 불확

실성이 높을수록 가족은 퇴원준비가 안되었음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의

료진은 환자와 가족원의 퇴원을 준비할 때, 가족원이 환자의 질병에 대

해 모르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찾아내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

해를 도움으로써 가족원의 불활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 감소는 가족원의 대처 능력 중 퇴원준비도 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원의 불안이 퇴원준비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엄마가 불안할 경우 신생아와의 상호작

용이 감소하여 퇴원준비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Splingaire, 2005).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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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가족원의 불안은 관계의 질과 퇴원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가족원의 불안이 높을수록 퇴원교육의 질과 돌봄 자

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간접효과를 통해 퇴원준비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치료 후 중환자와 가족에게 나타나는 중

환자 치료 후 증후군(PICS-F, Postintensive care syndrome-family)에 

관한 종설 연구에 따르면(Davidson et al., 2012), 중환자 치료 후 중후

군은 퇴원 후 돌봄에 필요한 가족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

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가족원의 불안이 돌봄 자기효능감이라는 대처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원의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 중 하나인 불안을 중환자실 퇴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가족원의 불안이 높은 경우 불안의 원인을 찾아내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는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환자 생존자와 가족에 관한 질

적 연구에 따르면(Czerwonka et al., 2015), 중환자와 가족원은 긴 회

복 시기별로 치료의 지속성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두려움과 걱정을 느꼈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퇴실 후 일주일 이내에 

높을 수 있는 가족원의 불안만을 측정하였으나, 가족원의 중환자 치료 

후 증후군의 하나로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비탄 및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측정도 필요할 것이다. 

관계의 질은 퇴원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퇴원교육

의 질과 돌봄 자기효능감을 통해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는 소아 환자 부모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부모

의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Lerret, 

2009), 의료인의 지지, 가족의 지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

하는 환자 가족원의 돌봄 역할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권희

경 & 송미순, 2014)와도 일치한다. 중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관계의 

질은 환자, 의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로 가족원을 중심으로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의료진과 같이 새롭게 만나는 관계의 

질 일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의 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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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의료진과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퇴원교육의 질이 높았는데, 의료진의 지지가 높을수록 퇴원 교육에 대해 

잘 이해하고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환자 치료 기간 동안 환

자 가족원과 의료진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의료진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uerbach et al., 2005). 

따라서 가족원이 일반병동에서 의료진과의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

재가 필요한데,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 시 일반병동에 대한 충

분한 설명과 의료진 연계를 통한 전환간호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손연정, 2009; 윤선희, 2012). 

관계의 질은 일반병동에서 새롭게 만나는 의료진과의 관계뿐만 아니

라,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인 환자,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도 포함

하는데 기존의 관계의 질도 퇴원교육의 질과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환자 

가족원의 돌봄 역할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권희경 & 송미순, 

2014)에서 가족원은 중환자실 퇴실 후 환자의 의식 변화, 의존도로 인

해 환자와의 관계의 질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환자와 가족원간

의 관계, 상호작용의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한다. Meleis 등 (2000)은 돌

봄 전환의 과정지표로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는데, 환자와 가족의 관계에

서 환자의 자가간호와 가족의 돌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가족의 돌봄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환자

실 퇴실 후 가족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은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돌봄이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질 중 가족 및 친

구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돌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 및 친구가 있거나 가족 및 친구에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돌봄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가족원의 자가간호(self-care)를 중심으로 구성된 돌봄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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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Merluzzi, Philip, Vachon, & Heitzmann, 

2011)에 따르면, 돌봄 자기효능감은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

고, 환자를 잘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원 자신을 돌보고 어려운 상

호작용과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를 돌

보는 가족원이 돌봄의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자신의 감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환자와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족원의 돌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퇴원에 대한 준비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환자의 의존도는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퇴원준

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퇴원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가족원이 지각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퇴원교

육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이 제시되었으며, 가족원의 불안, 관계의 질은 

퇴원교육의 질과 돌봄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처럼 많은 요인이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환자

의 의존도는 퇴원준비도를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소아 환자를 돌보는 부모의 퇴원준비도에 관한 선행 연구(Lerret, 2009)

에서도 퇴원준비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미있는 상호작용

과 자신감 개발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퇴원교육의 질, 돌봄 자

기효능감이 퇴원준비도를 더 강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의존도를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만 측정하였는데, 돌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자의 문제 행동과 같이 환자의 의존도를 설명하

는 다른 변수들을 좀 더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

족원의 퇴원준비도 구조모형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가족원의 불안,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

성, 돌봄 자기효능감과 함께 관계의 질, 퇴원교육의 질이 대상자의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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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

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계

획할 때, 환자, 의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퇴원교육과 돌봄 자기효능감 향상 교육을 계획한다면 가족원의 퇴원준비

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원 당일에 이루어지

는 일반적인 퇴원교육이 아니라, 퇴원교육 전담간호사 인력이 확충되어 

중환자실 입원부터 시작되는 사건시기부터 안정화 시기, 준비시기, 초기 

실행시기, 후기 적응 시기까지 가족원의 요구도에 맞는 퇴원교육의 내용

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가족원의 퇴원준비도와 돌봄 숙련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퇴원교육

의 질, 돌봄 자기효능감,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의 불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중환자실 퇴실 후 가족원의 불안 사정 및 불

안 중재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퇴원교육의 질 측정 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

동으로 전실 시 이루어진 간호와 일반병동의 퇴원 간호가 구분이 어려

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에 대한 교육의 질과 전실 준비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의 전실

부터 병동에서의 퇴원까지 대상자를 추적하고, 퇴원준비도를 측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중환자 가족원 대상의 모형을 처음으로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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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와 적용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간호이론 측면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중환자 가족원을 대상

으로 퇴원준비도 구조모형을 처음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바탕으로 뇌졸중 환자 등과 같

이 급성기 질환이지만 긴 회복기를 겪게 되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의 이론적 밑받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간의 경로를 바탕으로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키

는 퇴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재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환자, 의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활용, 가족원의 불안, 환

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이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퇴원준비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종합병원에서 중

환자실을 퇴실하는 환자와 가족을 간호할 때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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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제공하였다. 특히 퇴

원교육의 질이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퇴원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시기부터 중환자와 가족원의 요구에 맞는 퇴

원교육의 내용을 계획하고, 효과적인 교육 전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퇴원교육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임상 실무에 적용한다면 중환자실 

퇴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향상, 재입원률 감소뿐만 아니

라, 간호 실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의 모형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에게 

가족원의 불안과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환자, 의

료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퇴원교육 프로그

램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대상자의 퇴원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 위주의 돌봄이 아니라 가족원 자신을 

돌보고 환자와 주위의 가족 및 친구에게 부탁하는 연습을 통해 돌봄 자

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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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시내 2개 종합병원 성인중환자실 입원한 후 일반병동

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 17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퇴원준비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 경로를 검증

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짐으로써 대상자의 퇴

원준비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대

상자의 퇴원준비도는 66.7%의 설명력을 가지며 퇴원 교육의 질이 직간

접적 경로를 가지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돌봄 자기효능감이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돌봄자기효능감은 가족원의 불안, 환자의 의존도, 관계의 

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44.3%가 설명되었다. 퇴

원교육의 질에는 가족원의 불안, 관계의 질이 영향을 갖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퇴원교육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43.5%였다. 관계의 질에는 환

자의 질병에 대한 가족원의 환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요 영향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의 질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40.0%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를 돌

보는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향상을 위하여 퇴원교육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일반병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퇴

원 교육에서 변화하여 중환자실 입실에서 퇴원까지 환자와 가족원의 요

구도에 맞는 퇴원교육을 계획하고, 대상자에게 퇴원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퇴원 교육 전담 인력 확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퇴

원교육의 질 다음으로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돌봄 자기효능감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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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업무 위주의 돌봄이 아니라 가족원 자신을 돌보고 가족원 

주위의 환자, 가족, 친구 및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에 대해 

연습한다면 대상자의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원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조기에 사정하고, 가족

원과 환자, 의료진, 다른 가족 및 친구와 의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를 시도한다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실

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중환자 가족원 퇴원 교육에 가족원의 불안 감소, 불확실성 감소, 관

계의 질 향상, 돌봄 자기효능감 증가 방안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2) 임상에 퇴원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되어 중환자와 가족원의 가족중

심 퇴원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 개발이 필요

하다. 

3)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는 중환자 가족원의 돌봄 숙련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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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by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Intensive Care Unit to General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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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refers to the passage from one life phase, condition, or status 

to another, and the family of patients discharged from an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 a health and illness transition for recovery. In addition, they 

experience a situational transition similar to that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an intensive care unit to a general ward, or discharged from a general ward 

to their own homes or a rehabilitation hospital. Because this stage is very 

fast, family caregiver’s role insufficiency during this stage results in an 

unhealthy transition. When family members taking care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an intensive care unit to a general ward do not perform up 

to expectations as caregivers, they may have less discharge readines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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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ne of the coping abilities of family members. When preparing for 

discharg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diness for 

discharge of family members taking care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an 

intensive care unit to a general w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diness for discharge of family members taking care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an intensive care unit to a general ward, and to provide meaningful 

results that serve as a basic reference in enhancing readiness for discharge. 

Related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caregiver’s anxiety,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and the patient’s dependency.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self-efficacy for caregiving, and readiness for discharge. The causal model 

was comprised of nine measurement variables and seven theoretical 

variables. 

The caregiver’s anxiety was measured based on the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Anxiety, the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based on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 and the 

patient’s dependency based on the ADLs Scale.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was measured based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tient Scale,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althcare providers based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althcare Provider Scale,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friends based on the Social Support Family 

Scale,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based on the 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 the self-efficacy for caregiving based on the 

Caregiver Self-efficacy Scale, and readiness for discharge based on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Family member. 

To verify the hypothetical model,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6 at two general hospitals in Seou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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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were family members in charge of patients who had been 

transferred to a general ward after being admitted for 3 days in an intensive 

care unit and were expecting to be discharged. Out of the 181 responses, 

the final number used in analysis was 171.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WIN 23.0 and AMOS 4.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ypothetical model had acceptable goodness of fit with a GFI of .97, 

AGFI of .88, NFI of .95, CFI of .97, Normed χ2 of 2.19, and SRMR of 

.03. 

Out of the 18 paths set under the model, 13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actors affecting readiness for discharge were the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and the 

self-efficacy for caregiving. These variables had an explanatory power of 

66.7%. With regard to the readiness for discharge of family members with 

patients transferred from intensive care unit to general ward, the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and the 

self-efficacy for caregiving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The caregiver’s anxie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otal effect and indirect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The quality of 

relationship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otal effect and indirect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and the self-efficacy for 

caregiving. 

The factors affecting caregiving self-efficacy were the caregiver’s anxiety, 

the patent’s dependenc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4.3%. With regard to self-efficacy for 

caegiving, the patient’s anxiety, the patient’s dependenc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The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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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otal effect and indirect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were the anxiety of 

family members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3.5%. With regard to discharge teaching, the 

caregiver’s anxiet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The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otal effect and indirect effect in combination with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regard to the quality of relationship, the caregiver’s perceived 

uncertainty of diseas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This 

variable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the 

readiness for discharge among family members of patients transferred from 

an intensive care unit to a general ward by alleviating the uncertainty of 

disease felt by family members, improving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and strengthening the self-efficacy for caregiving. Moreover,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ursing if the results ar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family-centered discharge training program, which resolves 

the anxiety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throughout all stages from 

admission in intensive care unit to hospital discharge, and strengthens their 

self-efficacy for caregiving based on improved relationships with healthcare 

providers, patients, family and friends. 

Keywords : Intensive care unit, Transition, Family caregiver,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 2009-3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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