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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말말말씀씀씀

  무엇인가 답답하던 나의 일상에서 변화와 도전이 필요했던 시기에 대학

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돌이켜 보면 매 순간 많은 

갈등과 방황 속이었고, 또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논문의 시작부터 완성되기까지 명쾌하게 길잡이를 해주고 학문의 

열정을 가르쳐주신 김소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지지해 주시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유지수 교수님

과 바쁘신 중에도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신정빈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허락해 주신 일산병원과 국립재활

원, 보바스병원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자료

를 수집하여 많은 도움을 달라며 힘드신 와중에도 기꺼이 자료수집에 응해

주신 환자가족 여러분께 무엇보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진행과정을 확인하며 격려해 주신 일산병원 

부은희 팀장님과 김혜선 수간호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생활을 하

는 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41병동 간호사님들과 갈등과 방황의 시기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친구 김향과 박인숙, 그리고 늘 내 편이 되어

준 친구 동연이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논문을 쓰는 도중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 걱정했었는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해각 팀장님과 의료팀 선배님들께

도 감사를 전합니다.

  학교생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힘이 되어 준 동기생들 성란언니, 

숙희언니, 수정언니, 은영언니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바쁘기만 한 며느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

시는 시어머님과 시댁식구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와 오빠, 언니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에 늘 든든한 후원자이며, 지난 2년 반 동안 불평불만 

한번하지 않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남편 김태균에게 감사 이상의 마음을 전

합니다.

                                                 2005년 6월

                                                 윤미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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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뇌졸중 환자를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기능상의 장

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간병하면서 환자가 겪어가는 재활단계마다 가족

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중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후의 교육요구도를 파

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상자가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바탕

으로 퇴원 시나 퇴원 후에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뇌졸중을 진단받고 서울소재 1개 재활원과 경기도 소재 2개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외래 통원치료를 하고 있거나 외래를 통하여 재활치

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족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본 연구

자가 개발한 4점 척도의 도구로 질병의 정보영역 7문항, 환자간호영역 22

문항, 환자추후관리 영역 9문항,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영

역 13문항으로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5 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

는 PC-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뇌졸중 환자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퇴원 후 교육요구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퇴원 후 교육요구도의 관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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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총 평균 3.40    

   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병 3.67점, 그 다음이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 3.40점, 환자간호    

   3.37점, 환자추후관리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  

   은 문항은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대처방법이었고, 뇌졸  

   중의 재발방지법,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방법,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마비된 쪽을 간호하는  

   법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 항목 중에 3점 이하로 ‘알고 싶지 않  

   다’로 나타난 항목은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욕  

   창예방법 및 관리법,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였  

   다. 

2.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와의 관련요인으로는 환자가족   

   의 특성 중 간호교대자의 유무만이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차이(t=2.02   

   p<.05)를 보였고, 환자의 특성으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  

   이(t=3.9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졸중 환자가족은 퇴원 후에도 높은 교육

적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적 요

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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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에도 간호교대자의 유무와 같은 가족의 특성을 확인하여 교육을 시행

하고, 환자의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가족에 대하여는 입원 시부터 더욱

더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원 후에도 연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교육요구도, 환자가족,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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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경제 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 노령화와 더불

어 뇌졸중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뇌졸중은 매년 6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주된 사망원인 중 2위를 차지한다(통계청, 2001). 더욱이 뇌졸중 

환자의 70~75%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지닌 채 삶을 영위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지속적인 도움과 장기적인 간호가 요구되는 주요 만성질환이다(김현미 등, 

1998).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한 조기퇴원의 추세, 재활이나 복지시설의 부족 

등으로 급성기에 사망하는 20% 외의 환자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에 의해 보살펴진다(김소선, 1992). 가족이 간호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숙달

되는 것은 가정에서 환자간호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족의 

적응은 환자의 재활결과에 영향을 미친다(Evans 등, 1992). 뇌졸중 환자 

가족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치료, 원인, 예후 등에 대한 정보, 자가 간

호수준이 저하된 환자관리에 관한 정보, 그 외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게 된다(박정하, 2000).

  재활간호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교육하는 것이며 대

상자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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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원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간호를 수행할 뿐만 아

니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입원해 있는 기간과 퇴원 후 가정에서의 기

본적인 간호를 가르쳐야 한다(조복희 등, 1999).

  뇌졸중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교육 내용 

및 요구정도에 관한 연구(유성희, 2003; 박정하, 2000; 조복희 등, 1999; 

박효선, 1998)와 뇌졸중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간의 교육요구도 차이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정하, 2000)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은 

한방병원이나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재활의학

과나 신경과에 입원해 있거나 또는 외래 혹은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 및 보

호자를 대상으로 유병기간이 적게는 1달 미만에서 2년 이상으로 시기적으

로 다양하였고 뇌졸중의 발병횟수도 다양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유병기간

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로 3차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가족의 입

원 및 퇴원시 교육요구도(유성희, 2003)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

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퇴원 전에 퇴원 후 환자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

움과 환자의 의료적 상태, 정서적 상태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오정은, 2001).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지각하는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

은 것은 교육방법과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박정하, 

2000). 뇌졸중의 질병 특성상 손상된 질환과 장애정도에 따라, 질환을 돌

보는 여건에 따라 교육 요구도는 다를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

해서는 먼저 다양한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간병하면

서 환자가 겪어가는 재활단계마다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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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상자가 급성기

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가족이거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함께 연구한 것

으로서 퇴원 후의 대상자들만의 요구를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뇌졸중을 진단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생

활하면서 느끼는 교육요구도의 중요성을 알아보아 그를 바탕으로 퇴원 시

점의 환자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만족감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퇴원 후 외래를 통해 외래치료를 하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요구도를 

확인하고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퇴원한 뇌졸중 환자가족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시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

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졸중 환자 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둘째, 뇌졸중 환자 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의 관련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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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 뇌졸중 환자 가족

  어버이와 자식, 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져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으로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로서(이희승, 

1990), 이 연구에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외래치

료를 하는 환자를 돌보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중 

한사람을 의미한다.

 2) 교육요구도

  환자의 건강문제,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

고자 하는 주관적인 요구정도(전산초, 1974)로, 이 연구에서 교육요구도란 

관련문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뇌졸중 환자 가족의 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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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재재재활활활치치치료료료단단단계계계

  뇌졸중 환자는 발병 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신경 외과적 치료가 끝난 후 

재활의학과의 재활치료의 과정을 밟게 된다. 뇌졸중 환자는 재활치료를 통

해 신체적, 인지적인 향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의 

자연적 회복 정도는 다양하며 대부분의 신체적 기능의 향상은 초기 3-6개

월 내에 일어난다. 

  전세일(1992)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단계를 4단계로 보고 있는데 제 

1단계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에서의 입원 상태, 제2단계는 재활병동 또

는 재활센터의 포괄적 재활로서 뇌졸중 환자가 재활의학전문의, 재활간호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심리사, 사회사업가 등을 주

축으로 한 재활팀에 의한 본격적인 포괄적 치료를 받게 되는 시기이다. 

제3단계는 퇴원 후 외래환자로서 통원재활단계로, 재활센터에 입원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퇴원이 결정된다. 첫째, 기대했던 기능

이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회복이 안 되었더라도 재활팀이 미리 평가하여 

선정했던 치료목표에 도달했을 때이다. 둘째, 치료효과의 정지 일 때이다. 

재활센터에 입원한 초기부터 현저하게 회복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회복의 진행상태가 정지되었을 경우 퇴원을 하게 된다. 셋째, 일

정기간 치료를 시도했으나 치료효과가 전혀 없을 때이다. 재활의학전문의

의 평가나 재활 치료팀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계획대로 일정기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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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을 때 퇴원을 하게 된다. 넷

째,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이다. 환자의 상태가 반드시 입원해 있을 필요 

없이 밤에는 집에서 자고 낮에는 다시 재활센터에 와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퇴원 할 수 있다고 했다. 제 4단계는 직장복귀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로, 취업한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휴학을 

한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가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 

  남선영(1998)은 뇌졸중 환자의 질병경험은 발병기, 적극적 치료기, 재활

기로 구분하였다. 발병기에는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는 초기로 의료기관 선

택양상이 나타나며, 적극적 치료기에는 질병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며 능동

적으로 참여하고 의료기관이나 건강회복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시기로 

보았다. 재활기는 대상자나 가족은 지치고 치료섭생에 둔감해지며 치료활

동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소선(1992)은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우 환자의 회복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경험을 나타내었다. 발병에서 입원까지, 입원에서부터 퇴

원 전까지, 퇴원 후에서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까지,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기부터 홀로서기까지로 구분하여, 이들 시기별 경험

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환자가족의 돌보는 활동, 환자가족이 지

각한 책무감, 환자가족이 인지하고 지각한 회복양상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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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요요요구구구

  뇌졸중은 환자의 1/3이 발병 후 한 달 내에 사망하며, 생존하는 경우에

도 50% 이상이 뇌병변의 부위에 따라 편마비나 언어, 감각, 인지 장애를 

포함한 기능장애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부담까지 초래하고 있다(서문자 등, 1999). 

김소선(1992)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담당하는 가족은 환자의 회복시

기에 따라 다른 경험을 나타내었다. 발병에서 입원까지의 환자가족은 갑작

스런 발병으로 인한 놀라움으로 정신적 위기감을 경험하고 살려만 달라는 

심정으로 의사에게 매달리고, 입원 초기에는 생사문제로 심한 불안감을 느

낀다. 환자가 퇴원하여 독립적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퇴원 직

후 나타나는 환자의 절망감과 의존감,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돌보는 역할 외의 역할 수행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낸

다. 환자가 홀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환자가족의 불안감이 감소되

고 환자는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되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환자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능동적인 재활이 시작된다. 뇌졸중 환자를 담당하는 가족은 의

료지식이 전혀 없고 환경적 준비나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돌봄으로써 정신적 위기감, 신체적 불편감, 죄책감,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절망감,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뇌졸중 환자가족은 뇌졸중 발병당시 당황하고 걱정하며 절망감도 느끼

게 되고, 환자를 오래 돌보게 되면서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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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공간적인 활동제한, 역할부담, 두려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가족 혹은 사회심리적인 지지체계의 결여,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어

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남선영, 1998; 안수연, 1997).

  Hirst 등(1986)은 돌보는 가족의 요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요구에는 인지적 분야에서는 환자의 손상형태, 치료과정, 건강과 관련된 

이용자원의 정보가 필요하며, 정서적 분야에서는 다른 가족의 정서적 반응

과 유사한 경험 등 정상적 또는 기대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반응을 

아는 것 등을 내용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Rosenthal 등(1993)은 급성기 단계(처음 발병 후 6개월 이내의 병원 입

원상태)에 있는 뇌졸중 환자의 부인들이 인식하는 욕구에 대해 연구하였

다. 27문항을 조사하여 연구한 결과 뇌졸중 환자의 부인들이 남편의 간병

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을 가장 큰 욕구로 나타내었으며, 퇴원계

획에 자신의 의견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욕구, 치료진이 남편을 처치하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욕구, 남편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활동들을 할 수 있

게 될 때에 대한 예후적인 측면에 높은 욕구를 나타내었다. McLean 등

(1991)은 퇴원 후 집에 거주하거나 낮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뇌졸중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였는데 인터뷰 내용을 통해 표출된 욕구를 범주화 한 결과 환자

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환자의 신체적 돌봄에 관한 욕구, 정서적 욕구, 본

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 휴식에 대한 욕구, 보건교육에 대한 욕구, 퇴원 이

후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었다. 급성기 이후 단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의 욕구는 환자의 신체적인 돌봄의 차원에서 보다 부양하는 가족 본

인의 욕구도 표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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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33...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의의의 교교교육육육요요요구구구

  뇌졸중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빠른 재활을 위해 간호사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환자의 질병상태나 특수한 치료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졸중 환자가 최상 수준의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교

육하여야 한다. 교육은 학습을 증진시키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으로 대상자

들로 하여금 부족 된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의

식적이며 신중한 활동이다(김명자 등, 1997).

  Evans 등(1992)은 뇌졸중 환자가족은 환자의 심리․ 사회적인 부적응에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회복에 도움을 주며 환자의 행동 및 정서적인 반응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은 환자가족의 역

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남미숙, 1998; 김병은 등, 

1997) 가족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 가족기능, 환자의 적응에 긍정적 효과

를 가져 온 것으로 보고 되었다.(Evans 등, 1998)

  뇌졸중 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요구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많이 있

다. 교육요구도를 사정하는 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Matthis(1991)는 

Clark & Rakowski(1983)의 장애를 가진 환자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바탕

으로 환자돕기, 보호자의 안녕유지하기, 가족의 안녕유지하기, 건강과 인적

자원의 4가지 영역에 대한 45개 문항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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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1995)는 Matthis의 45개 문항 중 20개 문항을 설문도구로 이용

하여 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문항은 환자의 일

상생활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복희 

등(1999)의 연구에서도 위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환자의 활동을 증진시

키는 법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왔고, 환자의 상태가 점차로 악화되는 것

을 수용하는 법, 환자의 질병과정과 환자상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는 

법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Wiles 등(1998)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뇌졸중 발생 직후(입원기간동안), 퇴원 직후(퇴원 후 1개월 동안), 퇴원 장

기 후(2-12개월) 세 기간으로 나누어 총 21명의 대상자를 면담하였고 교

육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뇌졸중에 대한 정의 및 원인, 예방, 치료 

등의 임상적 정보와 환자간호 및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적 정보, 사회자원

에 관한 정보 3영역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세 그룹 모두에서 뇌졸중의 

정의, 원인, 예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뇌졸중 발생 직후와 퇴원 직

후에는 환자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도

움이 되는지, 약물복용, 가정간호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특히 

퇴원 직후에는 환자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침상오르내리기 등 환자에 대

한 직접적인 관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장기간 지난 환자 가족들

은 회복에 대해 절망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면서 언

제 환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운전, 성생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유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한 급

성기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의 정보영역, 환자간호영역, 입원생활 

안내영역, 환자추후관리 영역, 가족의 안녕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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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나누어 입원 및 퇴원시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보았는데 

교육요구도는 입원 및 퇴원시의 교육요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

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입원 및 퇴원 시 모두 질병에 대한 정보영

역, 환자추후관리 영역, 환자간호영역,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에 대한 정

보영역, 입원생활안내영역 순이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질병에 

대한 정보영역으로 입원시가 퇴원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요구도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김미희

(1997)의 뇌졸중 환자가족의 간호요구에서는 간호제공자의 성별, 간호기

간, 환자의 투병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효선(1998)

은 뇌졸중 환자 가족의 가정간호이용경험에서 일상생활유지와 관련된 교육 

및 원조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절개관관리, 비위관 및 위관관리, 재

활 및 운동과 관련된 관리, 응급상황관리, 배뇨관 및 욕창관리 등의 요구

를 가지고 있었다. 안수연(1997)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배우자가 처

음 증상이 발현했을 때 대처방법과 뇌졸중의 치료방법, 투여되는 약물처방

과 향후 치료계획, 뇌졸중의 예방 및 합병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연환(1999)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가족은 환자간호에 필요한 정

보 및 간호술 중 마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운동처방, 응급처치 및 

대처방안, 투약, 식이, 혈압측정 등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뇌졸중 환자 및 그 가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교육요구도를 가지

고 있고 끊임없이 정보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국외에 몇 편의 

질적 연구가 있을 뿐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Johnson 등(1997)의 

연구에서는 뇌졸중이 발병한지 6개월 이전의 그룹과 발병한지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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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그룹에서 교육요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8%이상의 차이가 나서 환

자나 가족이 질병의 이환기간에 따라 교육요구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김소선(1992)의 연구에서는 환자가족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겪는 경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정서적 위기감, 신체적 불편감, 죄책감, 불안

감,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절망감,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범주로 통합하

였고 뇌졸중 환자가족의 돌봄 활동을 직접보조, 치료적 활동, 정보획득, 정

서적 지지, 감독활동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주로 환자의 건강문제를 관리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환자가족은 이러한 역할 외

에 가정과 사회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자

의 재활과정 속에서 가족의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경험을 극

복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재활계획을 해야 한다고 제

언하였다. 조복희 등(1999)은 뇌졸중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과 가족 부담감 

및 교육적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자는 양방과 한방에 입원한 환자로, 

발병횟수가 1회에서 3회 이상까지였으며, 재원일수 또한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상까지 다양하였다. 박정하(2000)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5개 

종합병원에서 입원, 통원치료, 가정간호를 받거나 1개 보건소에서 가정간

호를 받고 있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를 돌보는 기간이 최소 3

개월 미만에서 24개월 이상으로 대부분 장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

영희(2000)의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한방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하는 등 유병기

간이나 유병횟수, 의료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Hirst 등(1986)은 간호사가 교육을 계획할 때 대상자의 교육요구를 정확

하게 사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가족이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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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정도와 가족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스트레스원이 있는지, 가족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적, 경험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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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이 연구의 대상은 뇌졸중을 진단받고 서울소재 1개 재활원과 경기도 소

재 2개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하고 있거나 외래를 통하

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가족 중 설문의 내용이 이해 가능한 환자 

가족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 교육요구도

  연구도구는 뇌졸중 환자의 교육요구도에 대한 문헌고찰과 뇌졸중을 진단

받고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재입원한 환자 가족 10명을 대상으

로 ‘퇴원 후 생활하면서 특히 궁금했던 점, 퇴원 전에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면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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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면접 시 나온 내용으로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복용의 필요성 여부, 목

욕서비스나 주택개조 서비스 같은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이용법, 장애

인 등록절차와 공적인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 외에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중

복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문항 총 52문항을 만들어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 검

증을 위하여 간호대 교수 2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신경과 전문의 1

인, 재활병동 수간호사 1인, 신경과병동 수간호사 1인, 재활병동에 4년 이

상의 경력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

았다.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4점 척도로 하여 ‘매우 타당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타당하지 않다’ 2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를 1점으로 측

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 지수(index of validity : CVI)를 

산출하여 80% 이상의 CVI를 나타낸 문항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51문항은 80%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CVI 75%의 ‘영양제나 건

강보조식품 복용의 필요성 여부’ 항목은 삭제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

을 바탕으로 ‘뇌졸중의 예후(환자의 회복가능정도, 회복기간 등)’는 ‘뇌졸중

의 회복가능정도, 회복기간’으로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

야 할 음식’은 ‘뇌졸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어휘를 수정했고 ‘반맹증, 시

야결손에 대한 관리법’은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예방법’의 방법과 중복

되는 뜻을 가지므로 삭제하였다. ‘침술이나 마사지, 다른 민간요법 등의 필

요성 및 효과’는 ‘대체요법(침술이나 마사지)의 필요성과 효과’ ‘민간요법의 

필요성과 효과’의 2문항으로 분리, 수정하여 최종 51문항을 확정하였다.

교육요구도의 하위영역은 질병 7문항, 환자간호 22문항, 환자추후관리 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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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 13문항으로 총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점수는 전혀 알고 싶지 않다(1점)에서 정말 알고 싶다(4점)까지 4점 

척도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그 밖에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하는 기타 내용은 ‘기타 궁금한 

점’ 이라는 란을 두어 기록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5 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뇌졸중 환자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교, 동거여부, 환자와의 관계, 월수입, 교육경험, 교육받

은 형태, 환자를 돌본 기간, 가족의 형태, 간호교대자 여부, 간호교대자의 

도움정도, 간호교대자의 교대빈도와 교대시간, 교대해주는 사람이 대상자

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고, 환자의 일반

적 특성으로 환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발병횟수, 마비부위, 언어장애, 

인지장애, 유병기간, 퇴원기간을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2)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Barthel Index로 측정하였다.

Barthel Index(1958)를 양영희(1992)가 수정하여 개발한 10문항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는 10점에서 30점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20점 

이하 일때는 ‘도움이 필요하다’의 의존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21점 이상일 

경우는 ‘혼자 잘 한다’로 독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

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박연환(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8 이었고 이 연구에

서는 Cronbach’s Alpha는 0.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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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기기기간간간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6일에서 4월 20일까지 2주간 연구기관의 동

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재활병동 근무경력 3년 이상

의 보조연구자 1인이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진료를 

대기하거나 재활센터에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를 기다리는 보호자를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작성이 가능한 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

고, 설문 작성을 어려워하는 대상자는 본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대면면접

법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총 133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이 연구에서 정

의한 뇌졸중 환자 가족의 정의에 부적절한 대상자가 작성한 3부를 제외한 

130부를 분석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PC-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자

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2) 뇌졸중 환자가족의 교육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뇌졸중 환자와 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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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 요구도에 응한 대상자는 총 130명으로 

A병원 40명, B병원 60명, C병원 30명 이었다.

1) 뇌졸중 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

  뇌졸중 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

은 만 22세에서 75세 까지로 평균 만 51세 이었고 51세에서 60세 사이의 

분포가 32.3%로 가장 많았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21.5% 여성이 78.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아 대부분 여성에 의해 환자가 돌보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6.9% 대졸 이상이 36.2%를 차지하였

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36.9% 없는 사람은 63.1%로 과반 수 이상이 직

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대상자의 33.1%가 기독교였고 30.8%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

았다. 환자와의 동거여부는 함께 산다가 88.5% 함께 살지 않는다가 

11.5%로 대부분 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62.3%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19.2% 부모 

8.5% 며느리 6.2% 형제 3.9%로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미혼자녀와 

함께 산다 63.1% 부부만 산다 25.4%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

이 30%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은 12.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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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시 뇌졸중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유무는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

이 48.5%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이 51.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교육

받은 사람 중에 교육을 받은 형태는 66.7%가 집단교육을 받았고 30.2%가 

의료진의 개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돌본 기간은 1개월에

서 134개월로 평균 26개월 이였고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 돌본 군의 분

포가 3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2개월 미만이었다.

  간호교대자의 유무에서는 68.5%가 간호교대자가 있고 31.5%가 간호교

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교대자의 도움정도는 27%가 보통 도움

이 된다고 했고 27%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간호교대자의 월 교

대빈도는 1회에서 30회로 평균 10회로 나타났고 5회이하가 55.1%로 가장 

많았다. 교대해주는 경우 일 교대시간은 1시간에서 24시간으로 평균 9시

간이었고 4시간 이하가 37.1% 9시간 이상이 34.8%로 나타났다. 교대해주

는 사람은 49.4%가 대상자의 자녀였으며 다음이 형제로 20.2%로 였다.

<표1> 뇌졸중 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
  n=130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범 위

성별 남 28 21.5

여 102 78.5

연령 30세 이하 10  7.7 50.5±11.9 22-75세

31-40세 이하 16 12.3

41-50세 이하 35 26.9

51-60세 이하 42 32.3

61세 이상 27 20.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 16.9

고졸 61 46.9

대졸이상 47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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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범 위

직업 유 48 36.9

무 82 63.1

종교 기독교 43 33.1

천주교 26 20.0

불교 21 16.2

무 40 30.8

동거여부 함께 산다 115 88.5

함께 살지않는다. 15 11.5

환자와의 배우자 81 62.3

관계 자녀 25 19.2

부모 11 8.5

형제 5 3.9

며느리 8 6.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 12.3

100-200만원 미만 37 28.5

200-300만원 미만 38 29.2

300만원 이상 39 30.0

교육경험 유 63 48.5

무 67 51.5

교육형태 집단교육 42 66.7 n=63

의료진 개별교육 19 30.2

기타 2 3.2

환자를 돌본 12개월 미만 35 26.9 25.9±22.3 1-134개월

기간 12-24개월 미만 45 34.6

24-36개월 미만 17 13.1

36-48개월 미만 12 9.2

48개월 이상 21 16.2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33 25.4

미혼자녀와 산다 82 63.1

기혼자녀와 산다 15 11.5



- 21 -

                                                       

2)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발병횟수, 마비부

위, 언어장애, 인지장애, 유병기간, 퇴원기간, Barthel index를 분석한 결

과는 <표2>와 같다. 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70% 여성이 30% 였고, 연령범

위는 19세에서 83세에 이르며 평균 57세이며 51세에서 60세 이하의 분포

가 33.9%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2.3% 대졸이상이 40.8% 

였다. 발병횟수는 83.9%가 1회로 나타났다. 마비부위는 왼쪽마비가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범위

간호교대자 유 89 68.5

무 41 31.5

도움정도 전혀 도움 안됨 3 3.4 n=89

거의 도움 안됨 24 27.0

보통 도움 됨 24 27.0

많이 됨 18 20.2

매우 됨 20 22.5

교대빈도 5회 이하 49 55.1 9.9±10.0 1-30회  

(월) 6-10회 이하 14 15.7 n=89

11-20회 이하 8 9.0

21회 이상 18 20.2

교대시간 4시간 이하 33 37.1 9.0±07.4 1-24시간

(일) 5-8시간 이하 25 28.1 n=89

9시간 이상 31 34.8

교대해주는 부모 5 5.6 n=89

사람 형제 18 20.2

자녀 44 49.4

배우자 8 9.0

기타(간병인) 1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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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른쪽마비가 42.3% 양쪽 마비와 마비 

없음이 각각 2.3%로 나타났다. 또한 43.1%의 환자가 언어장애를 44.6%가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유병기간은 3개월에서 134개월이었으며 평균 

29.1개월로 나타났다.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이 31.5%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나타냈고 48개월 이상이 20.8%로 그 다음 많은 분포였다. 퇴원한 기

간은 1개월에서 84개월이었고 평균 17.5개월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이 

43.1% 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Barthel index로 10점에서 30점까지 

나타났고 평균 21.5점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n=130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범 위

성별 남 91 70.0

여 39 30.0

연령 40세 이하 14 10.7 56.6±12.4 19-83세

41-50세 이하 18 13.9

51-60세 이하 44 33.9

61-70세 이하 38 29.2

71세 이상 16 12.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5 26.9

고졸 42 32.3

대졸이상 53 40.8

발병횟수 1회 109 83.9

2회 이상 21 16.1

마비부위 왼쪽 69 53.1

오른쪽 55 42.3

양쪽 3 2.3

무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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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인 Barthel index를 항목별로 살펴보

면 ‘소변가리기’가 2.58점으로 가장 독립적이었고, 다음이 대변가리기, 식

사하기, 누웠다 일어나 앉거나 침대나 이부자리 밖으로 나오기, 개인위생, 

화장실 사용, 평지 걷기 순이었다. 평점 2점 이하의 의존적인 항목으로 목

욕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옷 신발의 착용과 벗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3>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범 위

언어장애 유 56 43.1

무 74 57.0

인지장애 유 58 44.6

무 72 55.4

유병기간 12개월 미만 33 25.4 29.1±24.8 3-134개월

12-24개월 미만 41 31.5

24-36개월 미만 17 13.1

36-48개월 미만 12 9.2

48개월 이상 27 20.8

퇴원기간 6개월 미만 56 43.1 17.5±19.9 1-84개월

6-12개월 미만 17 13.1

12-24개월 미만 18 13.9

24-36개월 미만 16 12.3

36개월 이상 23 17.7

Barthel 20점이하(의존적) 53 40.8 21.5±06.1 10-30점

Index 20점이상(독립적) 77 59.2



- 24 -

 

222...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퇴퇴퇴원원원 후후후 교교교육육육 요요요구구구도도도

1)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 요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40±0.4점

으로 ‘약간 알고 싶다’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병이 3.67±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안녕과 사회자원 3.40±0.6점, 환자간호 3.37±0.5점, 환자추후관리 

3.25±0.5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가 높은 문항 중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문항은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대처방법,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방법, 뇌졸중의 합병

증과 예방법, 마비된 쪽을 간호하는 법,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표3>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Barthel Index 항목 평균 표준편차

1.식사하기 2.43 0.74

2.누웠다 일어나 앉거나,침대나 이부자리 밖으로 나오기 2.34 0.77

3.개인위생 2.31 0.80

4.화장실 사용 2.12 0.83

5.목욕하기 1.46 0.72

6.평지 걷기 2.05 0.82

7.계단오르내리기 1.75 0.77

8.옷 신발 착용 및 벗기 1.90 0.77

9.대변가리기 2.52 0.74

10.소변가리기 2.58 0.70

전체 평균 21.45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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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뇌졸중의 회복가능정도와 회복기

간,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 예방법, 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법이었다. 교육요구도 문항 중에 3점 이하로 ‘알

고 싶지 않다’로 나타난 문항은 4가지로서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욕창예방 및 관리법,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였다. 뇌졸중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4>

 <표4>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

영역  교육요구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질 병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3.76±0.62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3.75±0.61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 3.73±0.54

뇌졸중의 회복가능정도, 회복기간 3.67±0.64

뇌졸중의 치료과정 3.61±0.70

뇌졸중의 증상 3.58±0.70

뇌졸중의 원인과 고 위험 인자 3.56±0.74

소  계 3.67±0.50

 가족의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재활서비스 3.62±0.61

 안녕과 환자가족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 3.59±0.59

 사회자원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 3.54±0.67

환자를 돌보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3.53±0.73

뇌졸중 환자 가족모임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3.47±0.75

환자가족의 개인적 시간을 위해 환자를 맡기는 법 3.44±0.79

진료비 부담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법 3.37±0.88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서비스 이용방법 3.37±0.89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법 3.32±0.84

치료계획에 다른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3.25±0.87

목욕서비스, 주택개조서비스 같은 지역사회내의 복지

  서비스 이용법 
3.19±1.01

장애인 등록절차와 공적인 복지혜택 3.41±0.84

의료기구(휠체어, 워커)나 운동기구의 대여 법 3.08±1.07

소  계 3.4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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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교육요구도 문 항 평균±표준편차

 환자간호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 3.86±0.37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법
3.76±0.45

마비된 쪽을 간호하는 법 3.75±0.56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3.73±0.58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예방법 3.66±0.60

환자가 화내거나 우울해 할 때 대처법 3.63±0.59

환자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3.62±0.63

환자의 적절한 자세와 체위변경방법 3.60±0.67

환자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 3.53±0.64

재활치료(물리, 작업, 언어치료)의 지속여부 3.52±0.75

뇌졸중 환자의 식이요법 3.42±0.72

인지(정상적인 사고와 이해능력)장애에 대한 간호법 3.42±0.83

혈압측정법과 정상범위 3.29±0.82

배변문제( 변비, 설사 등) 관리법 3.22±0.85

환자의 수면을 돕는 법 3.15±0.92

배뇨문제(요실금, 소변 줄 관리 등) 관리법 3.13±0.88

뇌졸중 환자 목욕시키는 법 3.12±0.85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구 및 구입 법 3.08±0.98

언어장애 시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3.02±1.14

뇌졸중 환자의 옷 입히는 법 3.01±0.88

욕창예방 및 관리법 2.78±1.06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2.78±1.09

소  계 3.37±0.50

 환자추후

 관리

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법
3.64±0.61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법 3.58±0.69

대체요법(침술이나 마사지 등)의 필요성 및 효과 3.52±0.74

지속적인 병원방문 또는 추후관리 여부 3.49±0.78

민간요법의 작용 및 효과 3.38±0.80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법 3.18±0.94

사회생활(직장, 모임)의 지속여부 3.06±0.84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2.75±1.06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 2.61±1.14

소  계 3.25±0.50

   전체   평균 3.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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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영역은 평균 3.67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로 나타났다. 이중 ‘뇌졸

중의 재발방지법’이 3.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졸중의 원인과 고 

위험 인자’가 3.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영역에서는 평균 3.40점의 요구도를 나타냈다.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재활서비스’가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의료기구(휠체어, 워커)나 운동기구의 대여법’이 3.08점으로 가장 낮

은 교육 요구도로 나타났다. 

  환자간호영역은 평균 3.37점의 요구도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요구도는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으로 3.86점을 나타내어 

전체 교육요구도 중에서도 1위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환자를 들

어 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으로 평균 2.78점으로 3점 이하를 나타

냈다. 

  환자추후관리영역에서는 평균 3.25점의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요구도는 ‘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법’

으로 3.64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가 

2.61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뇌졸중 환자의 성

생활’이 2.75점으로 3점 이하로 나타났다.

3.뇌졸중 환자가족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뇌졸중 환자가족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의 차이는 <표5>와 같다. 환자

가족의 특성 중 간호교대자의 유무만이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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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간호교대자가 있는 경우가 평균 3.45점으로 간호교대자가 없는 경우 

평균 3.29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2 

p<.05) 입원시 뇌졸중에 대한 교육경험은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환자를 

돌본 기간은  6-12개월 미만인 경우와 36-48개월 미만인 경우가 교육요

구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5> 뇌졸중 환자가족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의 차이  

  *p<.05

n=130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교육요구도

t 또는 F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28 3.32±0.45     -1.08

여 102 3.41±0.42

연령 30세 이하 10 3.30±0.45      0.50

31-40세 이하 16 3.47±0.39

41-50세 이하 35 3.42±0.45

51-60세 이하 42 3.42±0.41

61세 이상 27 3.32±0.44

교육수준 중졸이하  22 3.43±0.37      1.43

고졸 61 3.45±0.40

대졸이상 47 3.31±0.47

직업 유 48 3.38±0.45     -0.28

무 82 3.40±0.41

종교 기독교 43 3.36±0.50      0.30

천주교 26 3.43±0.41

불교 21 3.36±0.36

무 40 3.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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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교육요구도

t 또는 F
평균±표준편차

동거여부 함께 산다 115 3.37±0.42     -1.61

함께 살지 않는다. 15 3.56±0.42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81 3.39±0.44      1.57

자녀 25 3.42±0.40

부모 11 3.20±0.37

형제 5 3.37±0.40

며느리 8 3.69±0.35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 3.47±0.42      1.07

100-200만원 미만 37 3.35±0.48

200-300만원 미만 38 3.48±0.35

300만원 이상 39 3.33±0.43

교육경험 유 63 3.43±0.43      0.94

무 67 3.36±0.42

교육형태 집단교육 42 3.45±0.44      1.68

의료진 개별 교육 19 3.34±0.41

기타 2 3.90±0.44

환자를 돌본기간 12개월 미만 35 3.45±0.43      1.47

12-24개월 미만 45 3.42±0.46

24-36개월 미만 17 3.26±0.35

36-48개월 미만 12 3.56±0.45

48개월 이상 21 3.28±0.35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33 3.40±0.50      2.89

미혼자녀와 산다 82 3.35±0.41

기혼자녀와 산다 15 3.63±0.24

간호교대자 유 89 3.45±0.40      2.02*

무 41 3.29±0.4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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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뇌졸중 환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뇌졸중 환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는 <표6>와 같다. 환자의 

특성 중 Barthel Index 점수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Barthel Index 

점수가 20점 이하(의존적)인 경우가 평균 3.56점으로, 21점 이상(독립적)

인 경우의 평균 3.28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5 

p<.01) 언어장애가 있을 때, 인지장애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교육요구

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퇴원기간이 12개월 미만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교육요구도

t 또는 F
평균±표준편차

도움정도 전혀 도움 안됨 3 3.78±0.22      0.91

거의 도움 안됨 24 3.44±0.40

보통 도움됨 24 3.45±0.45

많이 됨 18 3.34±0.42

매우 됨 20 3.50±0.33

교대빈도 5회 이하 49 3.46±0.41

     

     2.44

(월) 6-10회 이하 14 3.37±0.31

11-20회 이하 8 3.16±0.48

21회 -이상 18 3.60±0.35

교대시간 4시간 이하 33 3.41±0.38      2.24

(일) 5-8시간 이하 25 3.35±0.43

9시간 이상 31 3.56±0.38

교대해주는 사람 부모 5 3.16±0.41      1.03

형제 18 3.42±0.50

자녀 44 3.44±0.37

배우자 8 3.46±0.38

기타(간병인) 14 3.58±0.3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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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1

<표6> 뇌졸중 환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n=130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교육요구도

t 또는 F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91 3.35±0.45 -1.80

여 39 3.50±0.35

연령 40세 이하 14 3.30±0.33 1.35

41-50세 이하 18 3.27±0.46

51-60세 이하 44 3.46±0.42

61-70세 이하 38 3.36±0.40

71세 이상 16 3.54±0.5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5 3.46±0.31 1.52

고졸 42 3.43±0.40

대졸 이상 53 3.32±0.50

발병횟수 1회 109 3.38±0.43 1.27

2회 이상 21 3.49±0.39

마비부위 왼쪽 69 3.37±0.43 0.78

오른쪽 55 3.40±0.43

양쪽 3 3.06±0.20

무 3 3.68±0.30

언어장애 유 56 3.46±0.36 1.58

무 74 3.35±0.47

인지장애 유 58 3.48±0.40 1.27

무 72 3.35±0.44

유병기간 12개월 미만 33 3.44±0.44 0.83

12-24개월 미만 41 3.44±0.45

24-36개월 미만 17 3.25±0.35

36-48개월 미만 12 3.44±0.50

48개월 이상 27 3.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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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교육요구도

t 또는 F
평균±표준편차

퇴원기간 6개월 미만 56 3.44±0.43  0.85

6-12개월 미만 17 3.44±0.42

12-24개월 미만 18 3.35±0.47

24-36개월 미만 16 3.23±0.39

36개월 이상 23 3.39±0.41

Barthel 점수 20점 이하(의존적) 53 3.56±0.35

 

3.95***

21점 이상(독립적) 77 3.2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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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고고고 찰찰찰

1.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

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뇌졸중 환자가족의 교육요구

도를 급성기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가족만을 대상(유성희, 2003; 이은화 

등, 2002)으로 하거나, 입원 및 외래,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

가족을 대상(조복희 등,1999; 박정하, 2000)으로 하여 퇴원 후의 가정에서 

간호를 해본 경험이 있는 뇌졸중 환자가족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재활치료단계의 한 단계인 병원을 퇴원 한 후의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가정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알고자하는 교

육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급성기의 뇌졸중 환자 가족이 

퇴원한 후 가정에 복귀하였을 때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오랜 돌봄 기간으로 부담감이 증가한 가족들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개

발 시 구성할 내용과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병원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재활치료 

및 외래치료를 하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재활병동이나 재활병

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보호자가 판단하여 기입

함으로써 전문가가 점수를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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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일반화시켜 해석 할 경우에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2.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가족 130명 중 78.5%가 여성으로 여성대상자

의 비율이 높았고 환자와의 관계도 배우자 62.3% 자녀 19.2%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

성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유성희, 2003; 박정하, 2000; 

조복희 등, 1999). 대상자는 88.5%가 환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11.5%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유성희(2003)의 연구에서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83.3% 인 것과 박정하(2000)의 연구에서 80% 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조복희 등(1999)의 연구의 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가 입

원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본 연구는 퇴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함께 사는 가족에 의해 돌보아

지고 있는 경우가 높다고 본다.

  뇌졸중 환자 가족이 환자가 입원 시 뇌졸중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집단이 48.5%,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이 51.5% 였다. 이은화 등

(2002)의 연구에서 뇌경색 진단 3-4일이 경과한 환자가족 대상의 경우 

36%에 비해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퇴원한 환자 

를 돌보는 경우는 연구대상자들이 환자를 돌본 기간이 평균 25.9개월로 

장기간인 점과 특정 재활원이 환자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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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교대자의 유무의 경우도 68.5%가 간호 교대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자가 입원 및 외래,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의 가족

인 박정하(2000)의 연구에서의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교대자는 

49.4%가 대상자와 자녀관계였다.

  이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알아보는 Barthel 

Index 점수는 30점 만점에 21.5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을 많은 부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목욕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옷 신발 착용 및 벗기로 민들레(2002)의 

연구에서도 위의 항목이 보호자의 최소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한 경우로 일

치하였다. 그 중 ‘목욕하기’ 항목은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항목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옥구조가 계단식 구조물이 있

는 경우가 많고 목욕시설도 편리화 되어있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있으리라

고 본다. 따라서 퇴원 전에 위 항목에 대한 교육 및 환경적 준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환자간호영역의 교육요구도 항목 

중 ‘환자 목욕시키는 법’ 3.12점 ‘목욕서비스, 주택개조 서비스 같은 지역

사회내의 복지서비스 이용법’ 3.19점  ‘환자의 옷 입히는 법’ 3.01점으로 

교육요구도를 나타냈다.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3.40±0.4점으로 

높은 교육요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는 입원동안의 뇌졸중 환자가족의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유성희(2003)의 연구결과에서의 입원시에 평균 3.11

점, 퇴원시에 평균 3.03점과 유사하나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뇌졸중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자로서 질병의 급성단계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퇴원 후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질병의 악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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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 입원, 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어 퇴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지

속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에 입

원하고 있을 때에는 치료자에게 의존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직접 간

호를 담당해야 하므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요구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병이 3.67±0.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이 3.40±0.6점, 환자간호 3.37±0.5점, 환자추후

관리 3.25±0.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질병

에 대한 정보영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환자추후관리 영역, 환자간호

영역,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영역, 입원생활안내 영역 순으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질병에 대한 정보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박정하(2000)의 연구에서도 환자가족들이 질병에 

대한 지식부분에 대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Wiles(1998)의 연구에

서도 입원중이나 퇴원 2-12개월 후에도 뇌졸중이 무엇인지, 뇌졸중의 원

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질병에 대한 정보영역은 

환자가 입원이나 퇴원이라는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교육요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 환자간호에 비해 환자추후관리가 낮은 요구도

를 보인 것은 유성희(2003)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연구가 퇴원한 

환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현재 지속적으로 병원의 외래를 방

문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로, 환자의 추후관리에 

대해 그 동안의 경험적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요구도가 높은 문항의 순위를 살펴보면,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

한 처치와 대처방법,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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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방법,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마비된 쪽을 간호하는 법,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 순으로 

높았다. ‘응급상황에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교

육항목으로 나타났는데 뇌졸중이 처음 발생했을 때 환자가족은 사전 지식

이 없는 상태로 대처방안을 몰라 어려움을 경험하고(안수연, 1997) 병원에

서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뇌졸중의 재발이나 환자의 상태 악화 시 대처방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박정하(2000)의 연구에서 

뇌졸중의 예방 및 재발방지 방법, 응급상황에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순으로 나타났고, 강현숙(1997)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가정간호요구의 우선순위에서 응급처치 및 대처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실제 뇌졸중 환자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과 환자가 위급할 때 

믿고 후송할 수 있는 의료연락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대체요법(침술이나 마사지 등)의 필요성 및 효과’ 3.52점 ‘민간요법의 

작용 및 효과’ 3.38점으로 비교적 높은 요구도로 나타났다. 이는 안수연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뇌졸중 급성기 이후에는 환자의 증상조절과 합병

증 치료를 위해 양방, 한방의 의료를 동시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치료기관도 여러 곳을 다녀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과 같이 일

관성 있는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도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복용하기도 

하는 등 뇌졸중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과 김소선(1992)에 의하면 대안

적, 보조적 치료활동 및 이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은 환자가족이 회복속도 

및 기간에 시간적 제한을 둔 경우 더욱 적극적이고 때로는 무분별한 병원

순례나 처방이행을 하였고 이는 환자를 지치게 하고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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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볼때, 환자가족들의 교육시 뇌졸중의 치료에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

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회피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요구

된다.

  교육요구도 문항 중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인 것은 환자를 들어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욕창예방법 및 관리법,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술이

나 담배의 허용여부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Barthel Index 점수

가 평균 21.5점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독립적인 사람이 많아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생활에 대해 교육요구도가 낮은 것은 대상자의 연

령이 51세 이상이 53.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함으로서 성생활에 대한 교

육요구도가 낮을 수 있겠고, 한국인의 정서상 성생활에 대한 표현을 자유

롭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정은(2001)의 연구에 의하면 성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는 나이가 많고 신체적 장애와 재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성행위를 하면 죽

는다고 생각하는 등, 성 재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는 뇌졸중 환자 가족의 특성 중 

간호교대자의 유무이다. 간호교대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교육요

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김미희(1994)의 연구에서는 환자가족의 연령과 간호기간에 따라 교육

요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정하(2000)의 연구에서는 종교

에 따라 유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 환자와의 관계, 학력, 경제적인 

정도, 동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



- 39 -

다.

  간호교대자가 없는 경우의 환자가족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과중한 

일에 대한 신체적 구속과, 환자에 대한 정신적 구속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이것이 장기화되면 우울감 또는 절망감으로 발전되기도 한다(김소

선, 1992). 간호교대자가 있는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무에서 경험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자주 교대 될수록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일관

성이 없어 환자가 불안 해 하거나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므로 이

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교육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교육경험에 따라 교육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이은화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환자를 돌본 

기간이 평균 25.9개월로 장기간의 돌봄 경험으로 경험 속에서 지식을 습

득하여 교육경험이 큰 영향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Rodgers 등(1999)은 환자가족은 정보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

원 후 돌봄 과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돌봄의 어려움에 대하여 예

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서 교육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교육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거

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대상자들의 관심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고 했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Barthel 

Index 점수가 20점 이하(의존적)인 경우가 21점 이상(독립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정하(2000)의 연구에서 환자의 일

상생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증가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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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은화(2002)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정도와 가족의 교육적 요구와의 상관관계는 역의 관

계를 나타냈다. 반면 조영희(2000)의 연구에서는 순상관계를 보여 상반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가간호 수준이 낮은 군에서 가족의 부담감

이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남미숙, 1998)를 미루어 볼 때 일상생

활의존도가 높은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가족의 역할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과 신체적 장애가 심한 환자가

족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문제 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교육대상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교육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

므로 의료인은 뇌졸중 환자와 가족의 교육에 앞서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를 

사정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재활과 가족의 적응

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교대자의 유무에 따

라,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구성내용으로는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대처방법,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방법,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마비된 쪽을 간호하는 법,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뇌졸중의 회복가능정도와 회복기간,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 예방법, 장

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법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재활과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겠다.



- 41 -

ⅥⅥⅥ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결론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퇴원 후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

고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상자가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퇴

원 시나 퇴원 후에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소재 1개 재활원과 경기도 소재 2개 병원의 재활의학

과에 외래 통원치료를 하거나 외래를 통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뇌졸중 

환자가족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4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95 이

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PC-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는 4점 만점에 총 평균 3.40점

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병 3.67점, 그 다음이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 3.40점, 환자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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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점, 환자추후관리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

은 문항은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와 대처방법이었고, 뇌졸

중의 재발방지법,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방법,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마비된 쪽을 간호하

는 법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도 항목 중에 3점 이하로 ‘알고 싶지 

않다’로 나타난 항목은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욕창예방법 및 관리법,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술이나 담배의 허용 여

부였다. 

 2)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와의 관련요인으로 환자 가족의 

특성 중 간호교대자가 있는 집단이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t=2.02 p<.05), 환자의 특성 중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20점 미만

으로 의존적 일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t=3.95 p<.001)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졸중 환자가족은 퇴원 후에도 높은 교육

적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장애로 인한 생활환경과 

가족의 역할 변화는 뇌졸중 환자와 그를 둘러싼 가족의 지속적인 문제이며 

계속되는 요구사항이므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 가

족을 위한 교육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시에도 간호

교대자의 유무와 같은 가족의 특성을 확인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환자의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가족에 대하여는 입원 시부터 더욱더 중점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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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제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퇴원 시나 퇴원 후   

   의 가족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감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뇌졸중 환자가족의 교육경험이 퇴원 후 교육요구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뇌졸중 환자 가족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수행된 교  

   육의 이해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뇌졸중의 만성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가족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간  

   호교대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가족의 형태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가  

   족교육 프로그램이나, 환자의 일상생활수행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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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내용타당도 의뢰서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 ’에 대한 내용타당도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졸중 환자가족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  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

다.

 교육요구도 내용은 뇌졸중 환자가 퇴원 후에 받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질병

의 정보영역, 환자간호영역, 환자추후관리영역, 가족의 안녕 및 사회자원에 대

한 정보영역으로 나누어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각

각의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타당한 정도 하나에 “V”표 해 주십

시오.

 만약, ‘타당하지 않다’와 ‘전혀 타당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 아래 비고란에 

그 대안을 기입하여 주시고,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으면 기입 부탁드립니

다.

  선생님의 도움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3월

                                              연구자  윤미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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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항                    목

매 우 

타 당

하다

타 당

하다

타 당

하지 

않다

전 혀

타 당

하 지 

않다

질병질병질병질병

1 뇌졸중의 원인

2 뇌졸중의 증상

3 뇌졸중의 치료과정

4 뇌졸중의 합병증 예방법

5 뇌졸중의 예후(환자의 회복가능정도, 회복기간 등)

6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7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

환자간호환자간호환자간호환자간호

8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9 혈압측정법과 정상범위

10 재활치료(물리, 작업, 언어치료)의 지속여부 

11 환자의 적절한 자세와 체위변경방법

12 마비된 쪽 간호하는 법

13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14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법

15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

16 배변문제( 변비, 설사 등) 관리법

17 배뇨문제(요실금, 도뇨관 관리 등) 관리법

18 환자가 화내거나 우울해 할 때 대처법

19 뇌졸중 환자 목욕시키는 법

20 뇌졸중 환자의 옷 입히는 법

21 환자를 들어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22
환자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

(오락프로그램, 취미활동 등)

23 환자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24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예방법

25 반맹증, 시야결손에 대한 관리법

26 인지(정상적인 사고와 이해능력)장애에 대한 간호법

27 환자의 수면을 돕는 법

28 언어장애 시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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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항                    목

매 우 

타 당

하다

타 당

하다

타 당

하지 

않다

전 혀

타 당

하 지 

않다

29 욕창예방 및 관리법

30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구 및  구입법

환자추후관리 환자추후관리 환자추후관리 환자추후관리 

31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 

32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법

33 사회생활(직장, 모임)의 지속여부 

34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35 침술이나 마사지, 다른 민간요법 등의 필요성 및 효과

36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복용의 필요성 여부

37
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

는 법

38 지속적인 병원방문 또는 추후관리 여부 

39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법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및 및 및 및 사회자원사회자원사회자원사회자원

40 환자가족의 개인적 시간을 위해 환자를 맡기는 법

41 뇌졸중 환자 가족모임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42 환자가족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

43
환자를 돌보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44 진료비 부담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법

45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

46 치료계획에 다른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47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법

48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서비스 이용방법

49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재활서비스

50 의료기구(휠체어, 워크)나 운동기구의 대여법

51
목욕서비스, 주택개조서비스 같은 지역사회내의 복지서

비스 이용법 

52 장애인 등록절차와 공적인 복지혜택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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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결과

번 호         항                    목 CVI(%)

질병질병질병질병

1 뇌졸중의 원인 92.5

2 뇌졸중의 증상 90.0

3 뇌졸중의 치료과정 95.0

4 뇌졸중의 합병증 예방법 100.0

5 뇌졸중의 예후(환자의 회복가능정도, 회복기간 등) 92.5

6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95.0

7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 85.0

환자간호환자간호환자간호환자간호

8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80.0

9 혈압측정법과 정상범위 87.5

10 재활치료(물리, 작업, 언어치료)의 지속여부 92.5

11 환자의 적절한 자세와 체위변경방법 97.5

12 마비된 쪽 간호하는 법 95.0

13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92.5

14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화 파악하는 법 95.0

15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 97.5

16 배변문제( 변비, 설사 등) 관리법 95.0

17 배뇨문제(요실금, 도뇨관 관리 등) 관리법 95.0

18 환자가 화내거나 우울해 할 때 대처법 90.0

19 뇌졸중 환자 목욕시키는 법 92.5

20 뇌졸중 환자의 옷 입히는 법 90.0

21 환자를 들어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95.0

22 환자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오락프로그램, 취미활동 등) 85.0

23 환자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92.5

24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예방법 87.5

25 반맹증, 시야결손에 대한 관리법 90.0

26 인지(정상적인 사고와 이해능력)장애에 대한 간호법 90.0

27 환자의 수면을 돕는 법 87.5

28 언어장애 시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95.0

29 욕창예방 및 관리법 97.5

30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구 및  구입 법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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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항                    목 CVI(%)

환자추후관리 환자추후관리 환자추후관리 환자추후관리 

31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 97.5

32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법 97.5

33 사회생활(직장, 모임)의 지속여부 87.5

34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90.0

35 침술이나 마사지, 다른 민간요법 등의 필요성 및 효과 85.0

36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복용의 필요성 여부 75.0

37 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법 97.5

38 지속적인 병원방문 또는 추후관리 여부 97.5

39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법 92.5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및 및 및 및 사회자원사회자원사회자원사회자원

40 환자가족의 개인적 시간을 위해 환자를 맡기는 법 90.0

41 뇌졸중 환자 가족모임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92.5

42 환자가족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 90.0

43 환자를 돌보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95.0

44 진료비 부담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법 92.5

45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 90.0

46 치료계획에 다른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87.5

47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법 87.5

48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서비스 이용방법 87.5

49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재활서비스 95.0

50 의료기구(휠체어, 워커)나 운동기구의 대여법 90.0

51 목욕서비스, 주택개조서비스 같은 지역사회내의 복지서비스 이용법 87.5

장애인 등록절차와 공적인 복지혜택 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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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설문지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란에 “V" 표 해 주십시오.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 1)남              □ 2)여

3. 귀하의 환자와의 관계는? ___________

4. 귀하의 교육정도는?

    □ 1)무       □ 2)초등 졸   □ 3)중 졸      □ 4)고 졸      □ 5)대졸 이상

5. 귀하의 환자와 동거여부는?

    □ 1)함께 산다            □ 2)함께 살지 않는다

뇌졸중 환자가족들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 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간호사이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뇌졸중 환자 가족들이 퇴원 후에 집에서 지내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결코 본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2005년 3월

                                                                연구자  윤미경 드림

연락처:017-27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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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직업은?

   □ 1)있다.(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             □ 2)없다.

7. 귀하의 종교는?

   □1)기독교      □2)천주교       □3)불교       □4)무         □5)기타

8. 가족의 월수입은?

   □1)99만원까지   □2)100-199만원   □3)200-299만원   □4)300만원 이상

9. 입원기간동안 뇌졸중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1)예 (9-1질문에 답하세요)          □2)아니요

 9-1)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형태의 교육이었습니까?

    □1)병원집단교육        □2)의료진의 개별교육       □3)기타__________

10. 환자를 돌본 기간은?  ______  년  _____개월

11. 가족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1)부부만 산다.   □2)미혼자녀와 산다.   □3)기혼자녀와 산다.

12. 환자를 돌보는데 다른 가족이 교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예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2)아니요

13. 교대를 해 주는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 1)전혀 도움이 안 됨    

  □ 2)거의 도움이 안 됨

  □ 3)보통정도로 도움이 됨(환자 거동이나 식사준비 등 보조)

  □ 4)많이 도움이 됨(머리 감기기, 목욕 등 힘든 일을 할 때도 도와줌)

  □ 5)매우 많이 도움이 됨(환자 간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임)

14. 교대해 주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      )주에  (     )회 또는   (    )달에  (     )회

15. 매회 교대해 주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회 당  (      )시간

16. 교대를 해 주는 사람은 본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1)부모     □2)형제     □3)자녀     □4)배우자     □5)기타_________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1.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________년 _______월

2. 퇴원 한 날은 언제 입니까?  ________년 _______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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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성별은?

   □ 1)남              □ 2)여    

4. 환자의 나이는?   만__________세

5. 환자의 교육정도는?

   □ 1)무       □ 2)초등 졸   □ 3)중 졸      □ 4)고 졸      □ 5)대졸 이상

6. 환자의 진단명은?

   □ 1)뇌경색        □2)뇌출혈

7. 환자의 발병횟수는?

   □ 1)1회     □ 2)2회    □3)3회 이상  

8. 환자의 마비부위는?

   □1)왼쪽       □2)오른쪽      □3)양쪽         □4)무

9. 환자의 언어장애가 있습니까?  

   □ 1)예             □ 2)아니요

10. 환자의 인지(정상적인 사고와 이해능력)장애가 있습니까?  

   □ 1)예             □ 2)아니요

11. 귀하가 보시기에 환자분이 일상생활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항           목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혼자 

잘한다

1. 식사하기

2. 누웠다가 일어나 앉거나 침대나 이부자리 밖으로 나오기

3. 개인위생(세수, 양치질, 면도하기)

4. 화장실 사용(옷 입고 벗기, 물 내리기, 뒤처리하기)

5. 목욕하기

6. 평지에서 걷기

7. 계단 오르내리기

8. 옷과 신발의  착용 및 벗기

9. 대변가리기

10. 소변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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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뇌졸중  뇌졸중  뇌졸중  환자가족의 환자가족의 환자가족의 환자가족의 교육요구도 교육요구도 교육요구도 교육요구도 조사입니다조사입니다조사입니다조사입니다.

다음은 뇌졸중 환자 가족이 환자를 간호하면서 알기 원하는 내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가장 알고 싶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V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항                    목

정 말 

알 고 

싶다

약간 

알고

싶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전 혀

알 고 

싶 지 

않다

1 뇌졸중의 원인과 고 위험 인자

2 뇌졸중의 증상

3 뇌졸중의 치료과정

4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법

5 뇌졸중의  회복가능정도, 회복기간

6 뇌졸중의  재발방지법

7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

8 뇌졸중 환자의 식이요법

9 혈압측정법과 정상범위

10 재활치료(물리, 작업, 언어치료)의 지속여부 

11 환자의 적절한 자세와 체위변경방법

12 마비된 쪽을 간호하는 법

13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14
뇌졸중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 관찰과 중요한 변

화 파악하는 법

15 응급상황 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및 대처방법

16 배변문제( 변비, 설사 등) 관리법

17 배뇨문제(요실금, 도뇨관 관리 등) 관리법

18 환자가 화내거나 우울해 할 때 대처법

19 뇌졸중 환자 목욕시키는 법

20 뇌졸중 환자의 옷 입히는 법

21 환자를 들어올리거나 휠체어를 태우는 방법

22
환자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

(오락프로그램, 취미활동 등)

23 환자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24 환자의 안전유지법과 사고예방법

25 인지(정상적인 사고와 이해능력)장애에 대한 간호법

26 환자의 수면을 돕는법

27 언어장애 시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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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

호
                 항                    목

정 말 

알 고 

싶다

약간 

알고

싶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전 혀

알 고 

싶 지 

않다

28 욕창예방 및 관리법

29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구 및  구입 법

30 술이나 담배의 허용여부 

31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법

32 사회생활(직장, 모임)의 지속여부 

33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34 대체요법(침술이나 마사지)의 필요성 및 효과

35 민간요법의 필요성과 효과

36
장애범위 내에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법

37 지속적인 병원방문 또는 추후관리 여부 

38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법

39 환자가족의 개인적 시간을 위해 환자를 맡기는 법

40 뇌졸중 환자 가족모임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41 환자가족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

42
환자를 돌보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43 진료비 부담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법

44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

45 치료계획에 다른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46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법

47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서비스 이용방법

48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재활서비스

49 의료기구(휠체어, 워커)나 운동기구의 대여법

50
목욕서비스, 주택개조서비스 같은 지역사회내의 복지

서비스 이용법 

51 장애인 등록절차와 공적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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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hhh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aaalllNNNeeeeeedddsssooofffFFFaaammmiiilllyyyCCCaaarrreeegggiiivvveeerrrsssooofff
SSStttrrroookkkeeePPPaaatttiiieeennntttAAAfffttteeerrrDDDiiisssccchhhaaarrrgggeee

Mi Kyoung Yo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 Sun Ki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ducational needs 

of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after discharge,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is and provide practical education at the 

moment of or after discharge based on the educational contents that 

the subjects dem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0 family caregivers of those 

who were outpatients or going regularly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to one rehabilitation center in Seoul and the department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at two hospitals in Kyonggido after being 

diagnosed with stroke. The tool for this study was a four-point 

scal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which consisted of 51 items in 

total including 7 in information about stroke, 22 in the 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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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 the follow-up care of patient and 13 in caregiver well-beings 

and information of social resources. The credibility of this tool was 

Cronbach’s Alpha 0.95. 

The period of collecting data was from April 6 to 20 in 2005.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computer statistics using PC-SAS 

8.1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roke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were analyzed using error and percentage. For 

the educational needs of post discharge,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were used. Regarding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educational needs of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after discharge appeared to be relatively high as 3.40 points on   

  the total average out of a possible 4. When the educational needs  

  were looked into for each domain, the highest was information     

  about stroke with 3.67 points, which was followed by caregiver    

  well-beings and information of social resources with 3.40 points,  

  and the patient care with 3.37 points, and the lowest was the     

  follow-up care of patient with 3.25 points. The item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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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st educational need was the necessary measures and ways   

  of treatment for patients on emergency, while the one of the      

  lowest was whether to allow them to drink or smoke. 

2. Regarding facto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needs of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after discharge, only the existence   

  of care relief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t=2.02 p<.05) for the  

  educational needs. As for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Activity of  

  Daily Living(ADL)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t=3.95 p<.001).  

By putting all of the above results together, the family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were found to have high educational needs even 

after discharge. Based o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considering the priority of the educational 

demands. When the family caregivers are educated, famil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xistence of care relief should be 

identified. In addition, for the families on which patients depend 

highly for their daily living, more intensive educ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from the moment of hospitalization and programs for 

continuous education even after discharg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 educational needs, family-caregivers,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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