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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이 논문이 있기까지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지켜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
광을 드립니다.또한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을 매번 먼저 알아주시고 저보다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용

기를 북돋아 주신 김소야자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중요한 점들을 날
카롭게 일깨워 주시고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유일영 교수님,항상 넓은
이해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김선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몽골과 연변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전하시는 오가실 교수님과 장순복

교수님,간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유지수 교수님,항상 온화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김희순 교수님,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시는 김수 교수님,그
리고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자 선정에 도와주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던 금란 선생님,부족한 논문

을 꼼꼼히 봐주신 박정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명지병원,일산병원,세브란스병
원과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보진 못하지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었던 나의 소중한 친

구 정욱,정주,나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준 현종,그리고 학위과정을 함께 하
게 된 윤현정 선생님,고윤희 선생님,나래,주영,정은,복희,그리고 김현정 선생
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못 드리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외할머니,

아버지,어머니,언니,형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준 정신분열병환우의

가족 여러분들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12월
김김김 민민민 정정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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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웹웹웹에에에 기기기반반반한한한 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을을을 위위위한한한
교교교육육육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웹에 기반하여 개
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웹상에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내용 분석,개요 및 초안 개발,웹 구현의 총 3단

계로 이루어졌다.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존 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
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논문 등 총 14건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분석
하였다.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를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 2인에게 검
증받은 후 문헌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였다.마지막으로 개발
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웹으로 구현하고 전문
가 집단 4인에게 검증받은 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웹 사이트 이름은 ‘가족과 한마음'이며,

URL은 http://www.familymaum.net이다.총 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신분열병의 이해(원인,증상,치료방법,증상관
리),약물관리(약물의 종류 및 효능,약물의 부작용,부작용에의 대처방법),위기관
리(공격 행동,위기 대처법),재발관리(약물 순응,재발의 징후,재발시 대처),재활
및 회복(회복의 개념,재활치료,치료효과의 영향 요소),권리와 옹호(권익 옹호,
옹호의 기술과 전략),가족의 대처(의사소통기술,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지역사회
자원 제공)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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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은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경기도 소재 G정신보건

센터에서 DSM-Ⅳ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여,외래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인터넷 까페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5명을 본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교육 전과 후에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연구도구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였고 웹상에 구현되었다.교육 전과 교육 후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WilcoxonSigned-RankTest로 검증하였다.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은 교육 후 평균점수가 22.4점으로 교육 전 평균점수

20.2점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816,p=.414).정신질
환자에 대한 태도는 교육 후 평균점수가 119.2점으로 교육 전 평균점수 112.8점보
다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Z=-2.041,p=.041),본 교육 프로
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운영상의 경제성을 갖춘 새로
운 중재 프로그램 방법을 시도한 데에 의의를 갖는다.따라서 앞으로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을 위한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그 효과가 검증
될 것을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용될 것을 제언한다.

���������������������������������������������������������������������������

핵심되는 말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웹기반 교육 프로그램,지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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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정신분열병은 대표적인 만성 정신질환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 중 1% 정도인 46
만 4천명이 정신분열병 환자로 추정된다.환자의 75%가 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17-25세의 나이에 발병하여 인지,지각,정동,행동,사회활동 등의 다양한 정신기
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써 증상 뿐 아니라 경과와 예후도 다양하며,상당
수의 환자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Hales,
Yudofsky& Talbott,1999).
이러한 정신분열병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가 겪는 문제점은 첫째,재발과 재입

원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둘째,인지과정의 장애로 인해 현실에 대한 지각을 왜곡
하여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서 적절한 사회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스
트레스에 취약하며,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셋째,대부분의 가정환경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부담감으로 지지적이지 못하여,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퇴원 후 9개월 이내에 재발 가능성이
3-4배나 높다(홍주은,2006).
정신과 치료가 성공하려면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정신질환자에

게 가족은 최초의 진단자이며 치료 경로를 선택하는 사람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자라는 점에서 정신과 환자의 조기 발견,조기 치료 그리고 재
활에 중요한 단위라 하겠다(이정식,김광일,오동열,1991).따라서 병원,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약물 관리 방법,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
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명자,정승례,
2002;설진화,2004;Li& Arthur,2005;Ranetal,2003).
그러나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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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주 1회,6주 정도의 교육 기간이 소요되고,장기 교육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교육 기간이 다소 길어서 참여
자가 교육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김명자,정승례,2002),정신분
열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꺼
리는 가족도 있었다(Ranetal,2003).또한 이길자와 김철권(2000)은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대해 초점을 맞추
고 있어 가족이 정신분열병환자를 돌보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고 대처방법을 제공하는 교육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인 시간·비용상의 접근의 어려움,사

회적 편견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석의 어려움,질병 상황에 대한 통합적 이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가족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증가와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원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웹에 기반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가족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헌고찰
을 통해 확인한 후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에게 적용한 후 정신분열병

에 대한 지식,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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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 헌헌헌 고고고 찰찰찰

111...가가가족족족 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Butler(1983)는 가족 내의 정신질환 발생은 가족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반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첫째,가족들이 정
신질환자가 가족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둘째,발병초기에 가족
내에 존재하는 가족의 불화합이 정신질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심화된다.셋째,가
족 내의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따르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인식함으로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발병사실을 숨기고 비밀로 하려고 하여 가족과 환자를 고립
시키게 된다.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질병 특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
한 수치심,분노,치료 및 예후에 대한 불확실함,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
로 여러 가지 고통과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엄윤경,2005).
이러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돕는 길은 정신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관리방법에 대한 훈련과 치료팀과의 편안한 협력자 관계를 유지함으
로써 가능하다(Marshall,2003).정신장애인과 가족환경간의 상관관계가 많은 연구
들에 의해서 입증되자,정신장애인이 살아가는 환경조건,즉 가족환경을 변화시키
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가족개입 프로그램이다.가족 교육 프로그
램은 그 주된 내용과 실시 횟수,장소,방법 등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전형적으로
정신장애의 원인,진단,증상,병의 진행과정,치료법에 관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
고,가족간의 대화와 문제해결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교육
적 요소와 치료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Solomon,1996).
가족이 지지자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열병의 원인,진단,증상,약

물치료 및 재발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바람직한 대처방법을 알아야 한다.
지지적인 가족구성원은 환자의 투약을 효과적으로 돕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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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간호할 수 있지만(NationalInstitutesofHealth,2002),반대로 정신분
열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을 때 비효과적인 충고
를 하게 되면 치료가 중단되기 쉽다.
가족 교육의 중요성은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환자가 병원에

서 퇴원한 후에는 사회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며 둘째,가족이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환자의 재발률과 재
입원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셋째,24시간 환자와 함께 지내면서 야기되는 가족
내 갈등과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
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넷째,가족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경우 환자의 경과 및 예
후가 훨씬 더 좋아지며 다섯째,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서혜향,2003).
정신분열병에 대한 가족의 지식은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써 전

문적인 도움의 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오현주(2000),김용분과 이정
섭(1999)의 연구결과에서 가족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담감을 경험
하고 있으며 질병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원한다고 보고하였다.오현주
(2000)의 연구에서 전문적인 도움의 요구는 ‘환자가 더욱 활동적일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하는 방법’과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효과와 부
작용에 대한 교육’,‘불안감소를 위한 상담’,‘환자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의 정보를 얻는 것’의 순으로 보고되었다.송현복(2003)의 연구에서 가족 교육
시 교육받고 싶은 내용으로 ‘환자의 장래적응’,‘재발관리’,‘질병증상’,‘질병 정보’,
‘가족의 책임’,‘약물 부작용’,‘경제적 부담’,‘환경 안전’의 순으로 보고되었다.이상
의 연구결과에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에게 질환에 대한 지식의 요구도가 높았
으며 이는 또한 가족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은 정신질환에 대해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 있

으나,일반인에 비하여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것에 대해 좀 더 비관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고 한다.또한 인식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심
한 장애로 보며,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환자의 치료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친다(손민숙,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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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말하는 걱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장래 및 예
후에 관한 걱정으로 ‘앞으로 환자가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있을까’,‘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자살이나 병사하지 않을까’,‘병이 재발하지 않을까’,‘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병이 유전되지는 않을까’,‘자기관리를 하지 못하고 학업이나
가정생활을 꾸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것이다.또한 가정에 관한 걱정으로
환자의 난폭한 행동이 가족에게 끼치는 위협,가족분위기 변화와 가족의 정서적인
문제,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견대립을 포함한 가족 상호간의 불화,가족구조의 파
괴,환자의 발생으로 다른 자녀의 학업이나 사회생활,결혼 등에 영향,환자를 돌
보느라고 다른 자녀들에게 소홀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것이다(손민숙,
2002).
정신분열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보호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과 동시에,가족 구성원의 적응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겪
게 되는 고통을 완화하고,자신감을 갖게 하며,자신의 세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
으로써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가족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정
민,1986).더욱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기반의 치료적인 변화로 인해 정신질환자들
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가족
에 대한 시각 역시 변화를 보여,과거에는 정신질환의 원인제공자로 인식되던 가
족이 이제는 환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2차적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으
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따라서 환자의 치료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환자 가족에게 관심을 두고 우선적으로 가족이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인 체
계가 되도록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치료 등을 제공하여 정신분열병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이경은,2002).
현재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들을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① 교육적

개입법 :일차적으로 정신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 ② 기술훈련 개입
법 :일차적으로 환자를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③ 지원적 개입법 :
일차적으로 가족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서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목적
④ 종합적 개입법 :정보와 기술 훈련,그리고 지원을 종합한 단일 개입법의 4가
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모든 가족 교육 개입법은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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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포함하고 있다(Zipple& Spaniol,1987).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으나 효과적인 가족 접근 방법으로서의 공통적인 요소는 ① 치료자와
가족 간에 진실한 동맹관계를 맺는다 ② 환자의 성격발달과정이나 가족의 역사를
밝히기보다,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개선시킨다 ③
정신분열병의 생물학적 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환자를 나무라지 않으
며 가족의 죄의식을 감소시켜 준다 ④ 가족간의 정서표현강도를 감소시키고,의사
소통을 분명하게 하고 개선시킨다 ⑤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적
기술을 사용하는 대응전략을 가르친다 등이다(Lam,1991).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 교육은 Anderson과 Hogarty의 정신교육적 가족치료

모형과 Falloon과 Liberman의 행동적 가족관리 모형이 널리 알려져 있고,우리나
라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도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어 개발되어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약물관리,재발관리 등
의 지식과 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의사소통,가족 부담감 등의 가족의 적응력 향
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교육 방법으로는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약물관리
에 대한 지식은 주로 강의나 비디오 시청 등으로 진행되고,가족의 스트레스 대처,
문제해결 훈련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역할극,토론 등의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철권(1993)은 가족 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으로 준비작업,정신분열병에 대한 이해,올바른 가족의 태도,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손명자(1994)가 개발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은 연수회와 사후가족관리로 구성되

어 있다.연수회는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회기는 3시간 동안의 강의,토의,
역할극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사후가족관리는 9회기(3개월간 2주에 1회,3개월간
1달에 1회)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회기는 2시간 동안의 토의로 진행된다.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의 정의,원인,치료,약물 부작용
관찰방법 실습),환자의 증상 및 체험(양성 증상 및 음성 증상,증상에 대한 이해
실습,환자의 내적 경험,병의 경과 및 재발경고신호 관찰방법 실습),가족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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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형성(가족들의 공통적인 정서 경험,감정 명료화하기 실습,가족들의 공통
적인 대응 방식,대응방식 명료화하기 실습,환자와 대화하는 방법,대화하는 방법
실습),환자의 행동 관리(집안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방법,집안 규칙 정하기 실습,
문제행동을 다루는 방법),사회 복귀(환자의 일상생활,목표설정 및 달성,목표정하
기 실습,가족의 일상생활,가족들간의 역할분담 계획 짜기 실습,기타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Falloon(1999)이 개발한 통합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전문가,정신질환자,그

리고 환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교육 및 인지,행동적 치료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을 돕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하였다.
Falloon(1999)의 프로그램은 1부 기본과정과 2부 고급과정으로 나누어진다.1부 기
본과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① 정신건강팀에 정신질환자와 자원집단(가족)을 통합
하기 ② 환자가 회복하고 또한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구하기 ③ 주요 에
피소드에 대한 조기징후를 인식하고 또한 심각한 위기를 예방하기 ④ 정신질환자
들과 그 가족의 문제 및 목표를 사정하기 ⑤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해 이해하기
⑥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나누기 ⑦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
을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기 ⑧ 문제를 도와 달라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요청하기
⑨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⑩ 문제해결과 목표 달성하기
⑪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문제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기로 구성되어
있다.2부 고급과정으로 ① 위기관리 ② 각 진단별 교육 및 투약관리,조기경고 징
후 인식과 예방하기 ③ 불쾌한 생각과 목소리에 더 잘 대처하기(증상관리)④ 수
면관리 ⑤ 친구사귀기 ⑥ 보상 활동 증가시키기 ⑦ 분노와 좌절에 대처하기 등을
다루고 있다.
송영선(2000)은 김철권(1993),손명자와 배정규(1994),손정우(1996)의 프로그램

을 수정·보완하여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6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는 강의,토의,역할극,실습 및 과제제공으로 진행된다.대학병원 신경정신
과에서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 중 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회
이상 프로그램에 결석한 가족 3명을 제외한 8명이 최종 대상자이다.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신분열병의 이해(정신질환의 분류,정신분열병의 유형,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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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의 원인(생물학적 요인,심리적 요인,사회문화적 요인),정신분열병의
증상과 대처(양성증상,음성증상의 이해,가족이 흔히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대처방법),정신분열병의 치료와 재활(입원치료,약물치료,정신치료,정신재
활치료),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역할(치료동반자로서의 가족의 중요성,가족의 마
음가짐,재발경고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정신보건법에 대한 이해)등을 다루고 있
다.
김명자와 정승례(2002)는 손명자와 배정규(2000)의 정신분열병과 가족,Semire

PsychiatricRehabilitationCenter(1999)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가족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8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는 2시간 동안의 강의,
토의,역할극,실습으로 진행된다.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 중 14명이 실험군으로 선정되었고 8회의 가족 교육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받은 12명이 최종 대상자이다.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신분
열병의 개념 및 원인(발병원인,병의 경과 및 예후),정신분열병의 증상(양성 증상,
음성 증상),약물관리(약물관리의 중요성,약물복용 방법,약물 부작용 이해와 대처
방법),증상관리와 재발관리(문제증상에 대한 경험나누기,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연
습,재발경고신호 관찰),의사소통(바람직한 대화방식,들어주기와 말하기,감정전
달과 요구사항 기술),가족 부담감(가족 자신의 욕구에 대해 말하기,가족의 돌봄
경험 및 감정 공감하기,가정의 문제 말하기,가정의 장기 계획 토의),퇴원 후 생
활(환자의 퇴원 후 생활에 대한 토의,정신보건센터,재활센터,가족협회 임원과의
만남)등을 다루고 있다.
Ran등(2003)은 정신교육적 가족 치료 모형,스트레스 취약 모델,상호작용적

정신교육적 가족 중재 모형에 기반하여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9회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회기는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정보제
공,지지,조언 등으로 진행된다.333명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이 대상자로 선정
되었고 그 중 7명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워서 교육 프
로그램 참석을 거부하여 최종 대상자는 326명이다.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정
신분열병의 정의,증상,진단 기준,경과 및 예후,약물치료를 포함한 치료,재발
방지와 환자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한 관리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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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진화(2004)는 손정우(1996),송영선(2000)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6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는 강의,역할극
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정신분열병의 이해,정신분열병의 치료
와 재활,정신분열병의 증상과 대처,정신분열병의 약물 및 일상생활 관리,가족의
올바른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볼 때,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정신

분열병의 원인과 증상,치료 방법 및 가족의 대처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
고 있으며,각 연구자가 강조하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다.따라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교육 내용을 포함하면서 정
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가상의 환자의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진단,입원치료,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까지의 일련의 질병 경과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대처에 중점
을 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또한 교육 방법으로 웹을 활용하여 시·
공간적 제약 및 사회적 낙인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나 혹은 직장에서 자가 학습하
고,문의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 및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료실을 이용하여
보충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가가가족족족 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제공기간에 따라 크게
단기 프로그램과 장기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프로그램의
진행기간별로 살펴보면 짧게는 2주에서(이길자,김철권,2000)부터 길게는 18개월
(이영호 등,2000)에 걸쳐 매우 다양하지만 3개월 미만에 걸쳐 실시한 단기 가족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기 가족교육프로그램의 연구들은 가족교육이 정신분열병에 대한 가족의 지

식을 향상시키며(김명자,정승례,2002;송영선,2000;설진화,2004),가족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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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김명자,정승례,2002),거부감(설진화,2004;송영선,2000)및 불안(설진화,
2004)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또한 가족교육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엄윤경,2005;김희국,2006),가족의
대처 능력(이길자,김철권,2000)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희망을 고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애경,2007).
박현주(2002)는 20명의 정신분열병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시행한

후 결과를 분석한 결과,환자의 약물에 대한 지식,약물복용 이행 정도가 높아졌
고,가족의 약물에 대한 지식,돌봄제공자 역할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이는
약물교육이 정신분열병환자와 그 가족에게 약물지식과 약물복용 이행,돌봄제공자
역할의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또한 이는 가족
교육 내용 중 약물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손정우 등(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 교육 후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환자에

대한 걱정과 거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불안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장미희(1998)의 연구에서는 가족 교육 후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약물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증상관리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므로 질병의 대처에 대해서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이차적 치료자의 역할을 제
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단기 가족교육프로그램이 가

족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3개월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제공된 가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가족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임상적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단기 가족교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예를 들면,
이영호 등(2000)은 장기 가족치료와 사례관리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였으며,손명자
(1995)의 연구는 교육내용에 대한 추후지도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였다.연구결과,
장기 가족교육은 장애인의 재입원율과 증상(이영호 등,2000;손명자,1995)감소
뿐 아니라 가족의 대처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을(이영호 등,2000)고취하는 데 효
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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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등(2000)은 가족 교육 종료 9개월 후에 실시한 추적조사에서 장애인의
재입원율 감소와 사회재활실태의 호전이 지속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한편 김철
권 등(1995)은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율의 감소는 가족 교육 종료 9개월 후에도 여
전히 지속되었으나 가족의 거부감 정도에 대한 효과는 9개월 후까지 지속되지 않
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Ran등(2003)은 326명의 정신분열병환자

의 가족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가족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족
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
로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또한 환자의 치료순응이 증가하고 재발률이 감소하
였음을 보고하였다.더욱 중요한 것은 9개월 후 가족 교육을 받은 환자군의 재발
률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군보다 1/2가량 줄었다는 것이다.Li등(2005)은 101명
의 정신분열병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교육을 실시한지 3개월 및 9개월 후
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증상 및 기능이 호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가족교육이 지니는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년이 지난 후 추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들도 발표되었는데(Falloonetal,1985;Hogartyetal,1991;
Leffetal,1985;Tarrieretal,1989),연구결과들은 가족개입 프로그램을 제공받
은 집단의 재발률이 가족개입 종료 직후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
나 이러한 수치들은 약물치료나 일상적 서비스만 제공받은 집단에 비하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볼 때,단기 교육 프로그램과 장기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취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단기 가족교육프로
그램의 장점인 2주에서 4주 정도의 효율적인 교육기간과 장기 가족교육 프로그램
의 장점인 교육내용에 대한 추후 관리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또한 교육의 일차적 효과인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증가와 이를 통한
정신질환자 가족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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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웹에 기반하여 개
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며,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기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분석

확인된 교육내용을 토대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가족의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웹 프로그램 구현 및 전문가 집단에게 검증 받은 후 수정•보완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평가

<그림 1> 연구의 절차

기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분석

확인된 교육내용을 토대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가족의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웹 프로그램 구현 및 전문가 집단에게 검증 받은 후 수정•보완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평가

<그림 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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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단단단계계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단단단계계계

(((111)))분분분석석석단단단계계계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

석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 교육 프
로그램과 연구 논문 등 총 14건이 포함되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 교육 프
로그램인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2004)의 교육 프로그램,NAMI(2001)의 교
육 프로그램과 김명자,정승례(2002),김애경(2007),박현주(2002),설진화(2004),손
명자(1994),송영선(2000),이길자,김철권(2000),Li& Arthur(2005),Leavey et
al(2004),Ranetal(2003),Chien,Norman& Thompson(2004),Dycketal(2002)
의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 방법을 분석하였다.

(((222)))개개개요요요 및및및 초초초안안안 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가족의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를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과병동 수간호사 1인)에게 검증받은 후 교육 프로그램
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333)))웹웹웹 구구구현현현 단단단계계계
개발된 프로그램 내용을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웹으로 구현한

후 내용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였다.홈페이지의 제작 기간은 10
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7주가 소요되었다.전문가 집단은 정신분열병환자와
가족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서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수 2인,아동간호학 교수 1인,정신과 병동 수간호사 1
인의 총 4인이었다.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반영
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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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단단단계계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단단단계계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G정신보건센터에서 DSM-Ⅳ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여,
외래 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인터넷 까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
당하는 자로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전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
외한 5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자

(((222)))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0문

항),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28문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32문항)및 프로그
램 평가문항(객관식 8문항,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웹상에 구현되었다.

①①① 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척척척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측정

을 목적으로 개발된 임영미와 안양희(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정신
분열병의 원인 7문항,증상 3문항,약물 8문항,치료 5문항,재발 5문항으로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렇다”,“아니다”,“모른다”의 선다형 질문으로 되어 있
으며,연구대상자가 “모른다”로 응답할 경우 문항의 정답이 틀린 것으로 하였다.
정답을 1점,오답을 0점으로 처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28점까지이며,점수가 높
을수록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도구 개발 당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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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ronbach's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892이었다.

②②② 정정정신신신질질질환환환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척척척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하면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태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박성연(1989),김언주(1988)의 양육태도 도
구와 김철권(1999)의 가족부담감 도구를 엄윤경(2005)이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
증한 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정서적 부담 15문항,재활 의
지 6문항,과보호 3문항,자율적 태도 3문항,애정적 태도 5문항으로 총 3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1점에서 5점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32점에서 최고
160점까지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됐음
을 의미한다.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sα=.785이었다.

(((333)))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 대상자는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G정신보건센터에서 DSM-Ⅳ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여,
외래 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인터넷 까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으로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전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5명이었다.정신보건센터 팀장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가족들이 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대상자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웹상에 구현된 [교육 전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
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한지 1주마다 이메일을 통해 가족들의 교육 참여를
격려하였고 [교육 후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또한 인터넷 까페 ‘정신분열병환자
의 가족 모임’의 게시판에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렸으며 이
후의 자료수집 방법은 위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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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 forWindows15.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를 구한다.
2)교육 전과 후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평균을 구한다.

3)교육 전과 후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Signed-RankTest를 시행한다.

4)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객관식 문항은 실수를 구한다.
5)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주관식 문항은 내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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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웹에 기반하여 개
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111단단단계계계(((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단단단계계계)))

111)))분분분석석석단단단계계계

(((111)))교교교육육육내내내용용용 분분분석석석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체로 정신분열병의 진단,증상,원인,예후 등을 포
함하는 정신분열병의 특성과 치료 방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고한 문헌과 연구논문인 경우 연구목적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그 예로 약물관리나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정보
및 가족의 대처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프로그램도 있었다.각 프로
그램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내용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 교육 내용 중 연구자가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정신분열병의 이해(원인,증상,치료방법,증상관리),약물관리(약
물의 종류 및 효능,약물의 부작용,부작용에의 대처방법),위기관리(공격 행동,위
기 대처법),재발관리(약물 순응,재발의 징후,재발시 대처),재활 및 회복(회복의
개념,치료효과의 영향 요소,재활치료),권리와 옹호(권익 옹호,옹호의 기술과 전
략),가족의 대처(의사소통기술,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지역사회 자원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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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기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김명자,정승례(2002)
2)김애경(2007)
3)박현주(2002)
4)설진화(2004)
5)손명자(1994)
6)송영선(2000)
7)이길자,김철권(2000)

1) 2) 3) 4) 5) 6) 7)

정신분열병의
이해

정신분열병의 정의 O
정신분열병의 유형 O O
정신분열병의 원인 O O O O O O
정신분열병의 증상 O O O O O
병의 경과 및 예후 O O O

정신분열병의
치료와 재활

입원치료 O O O O O
약물치료 O O O O O O
정신치료 O O O O O
정신사회재활 O O O O O
직업재활 O O O O

약물관리 약물관리의 중요성 O O
항정신병약물의 종류 및 효과 O O O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 O O O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과 대처 O O O O

증상 및
재발관리

양성증상 및 음성증상 관리 O O O O
재발경고 신호 O O O O
재발에 대한 대처방법 O O O O
위기관리 O

가족의 대처 치료동반자로서의 가족의 어려움과 중요성 O O O
스트레스관리 O
문제해결능력 O

의사소통 경청 O O
공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O O O

지역사회 자원
의 이해

정신보건법의 이해 O O
가족과 환자의 일상생활 O O
권익 옹호의 기술과 전략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가족협회 소개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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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기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결과(계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2004)EducationProgram
9)NAMI(2001)EducationProgram
10)Li& Arthur(2005)
11)Leavey,Gulamhussein,Papadopoulos,Johnson-Sabine,Blizard& King(2004)
12)Ran,Xiang,Chan,Leff,Simpson,Huang,Shan& Li(2003)
13)Chien,Norman& Thompson(2004)
14)Dyck,Hendryx,Short,Voss& McFarlane(2002)

8) 9) 10) 11) 12) 13) 14)

정신분열병의
이해

정신분열병의 정의 O O O O O O
정신분열병의 유형
정신분열병의 원인 O O O O O
정신분열병의 증상 O O O O O O
병의 경과 및 예후 O O

정신분열병의
치료와 재활

입원치료 O O O O O O
약물치료 O O O O O O
정신치료 O O O O O
정신사회재활 O O O O O
직업재활 O O O O O

약물관리 약물관리의 중요성 O O
항정신병약물의 종류 및 효과 O O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 O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과 대처 O O

증상 및
재발관리

양성증상 및 음성증상 관리
재발경고 신호 O O O
재발에 대한 대처방법 O O
위기관리 O O

가족의 대처 치료동반자로서의 가족의 어려움과 중요성 O O
스트레스관리 O O O
문제해결능력 O O O O

의사소통 경청 O O O
공감 O O O O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O O O O

지역사회 자원
의 이해

정신보건법의 이해 O
가족과 환자의 일상생활 O O O O
권익 옹호의 기술과 전략 O O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가족협회 소개 O O O O O O



- 20 -

(((222)))교교교육육육 방방방법법법 분분분석석석

교육 프로그램의 횟수는 각 프로그램마다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주 1회,총 2회
에서 12회로 이루어졌고 평균 6회기로 구성되어 있었다.회당 1시간에서 3시간 정
도의 교육시간이 소요되었다.손명자(1994)의 프로그램은 본 교육이 끝난 후 추후
교육시간을 6개월 동안 총 9회 가지기도 하였다.
교육방법은 기존의 강의를 이용한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는데,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방법은 강의,토의,역할극 및 실습,교육자
료 제공,비디오 시청,웹 활용 순이었다.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강의,토의,
역할극 및 실습 등 3가지 이상의 교육방법을 병행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
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각 회기별 운영방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시작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정리시 질문 및 답변,과제,학습내용 정리 등으로 프로
그램을 마무리하고 있었고,재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소책자 및 약물카드를 제공하
기도 하였다.기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은 <표 2>에 분석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이 더욱 증가되면서 접근이 용이한 웹의 특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다.한 예로,용인정신병원
의 ‘정신질환환우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조울증을 모두 포함하는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일부 정신보
건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교육 자료도 상당수 있었다.그러나 이러

한 홈페이지의 교육 자료들은 교과서 형태로 진술되어 있고 전문용어로 되어 있
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인 환자의 가족이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또한 정
신분열병의 원인,증상,치료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이 정신분열병환
자를 돌보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
된다.따라서 가족이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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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기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법 분석결과

교 육 방 법

강의 토의
역할극
및 실습

교육자료
제공

비디오
시청

웹활용 기타

김명자,정승례(2002) O O O O
김애경(2007) O O O O 과제제공
박현주(2002) O O O O O
설진화(2004) O O O
손명자(1994) O O O O
송영선(2000) O O O 과제제공
이길자,김철권(2000) O O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2004) O
Dyck,Hendryx,Short,Voss,& McFarlane(2002)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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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요요요 및및및 초초초안안안 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111)))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요요요 개개개발발발

1단계에서 분석한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분열병환자 가족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본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를 개발하였다.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수 1인과 정신과 병동 수간호사 1인에게 문헌조사를 통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개요의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여 수정·보완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총 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분열병의 이해,약물관리,

위기관리,재활 및 회복의 내용을 포함하였다.정신분열병을 진단받은 가상의 한
환자의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진단,입원치료,재활치료 및 사회복귀까지의
일련의 회복 과정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대처에 중점을 두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
요를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 과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 가족이 생

각하는 대처행동을 직접 웹상에 작성하면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이를
[마이페이지]의 <코치의 피드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족공간]의 <문
의 게시판>을 통해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자료
실>에는 전국 정신보건센터의 연락처와 약물 정보 사이트를 제공하였다.



- 23 -

<<<표표표 333>>>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Categories Details

첫 화면

회원가입
공지사항
관련 사이트
QuickLink-자료실,마이페이지

홈 안내

인사말 및 연구목적
프로그램 안내
자문위원
관련 사이트

1과
정신분열병!아는게 힘

들어가기
현우가 이상해요.
여러분이 현우의 어머니라면?
-“병원에 가기 싫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현우의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신분열병이란 무엇인가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우는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가족이 할 수 있는 증상관리
마무리하기

2과
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들어가기
현우가 손을 떨고 어눌하게 말해요.
여러분이 현우의 아버지라면?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
-정신치료약물!그것이 궁금하다.
-꾸준한 약물복용을 위해 도와주세요.
-아하~~약물의 부작용이로군요.
-오해를 이해로
그냥 퇴원하면 안 되나요?
퇴원시 현우의 가족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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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교육 프로그램의 개요(계속)

Categories Details

3과
위기상황 119

들어가기
현우가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여러분이 현우의 누나라면?
-공격행동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재발의 징후가 보일 땐 이렇게
-현우의 누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현우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마무리하기

4과
희망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기
현우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우의 가족이라면?
현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받게 되나요?
-회복으로 한걸음 더!
-재활을 위한 공간
현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든든한 옹호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현우네 가족
-이해하며 대화하며
-대화기술:1인칭 표현법과 공감반응
-스트레스 나누기
-나의 일기
마무리하기

마이페이지 코치의 피드백

자가진단 교육 전 설문
교육 후 설문

가족공간
공지사항
문의 게시판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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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초초초안안안 개개개발발발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에 따라 문헌에 근거해 교육내
용을 서술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제작하였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 1건과 연구 논문 1건,관련 저서 3건,그리고 병원에서 운영하
는 홈페이지의 교육 자료 2건을 포함한 총 7건을 검토하여 본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초안 개발시 사용된 문헌은 <표
4>와 같고 개발된 내용은 <부록 2>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표표표 444>>>교육 프로그램 초안 개발에 사용된 문헌

Categories References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용인정신병원 WHO협력기관(2004).정신질환환우들의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
연구 논문

박현주(2002).약물교육이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계
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저서 민성길 외(2006).최신정신의학.서울:일조각
이광자,유숙자,이소우,김소야자,김윤희,원정숙 외(2006).정신간
호총론.서울:수문사
이만홍,유계준(1999).정신분열병의 통합재활치료.서울:하나의학사

홈페이지 교육 자료 삶 공성숙 정신과 의원 홈페이지 교육 자료
제천병원 홈페이지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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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웹웹웹 구구구현현현 단단단계계계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웹으로
구현하였으며 제작 소요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7주가 소요되었다.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수 2인,아동간호학 교수 1인,정신과 병동 수간호사 1인의
총 4인의 전문가에게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여 최종 수정·보
완하였다.
본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웹 사이트 이름은 ‘가족과 한

마음'이며,URL은 http://www.familymaum.net이다.구현된 프로그램의 첫 화면
은 <그림 2>와 같으며 전체 내용은 화면순서에 따라 <부록 2>에 첨가하였다.

<그림 2>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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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단단단계계계(((교교교육육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단단단계계계)))

웹에 기반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에 대
한 지식,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한
예비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정신분열병환자 가족구성원의 연령범
위는 27세-50세로 평균연령은 34.2세이었고 성별 분포는 남자가 2명,여자가 3명
이었다.학력은 고졸이 2명,대졸이 3명이었다.최근 1년 동안 의료기관이나 시설
에서 시행하는 질환 및 약물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은 1명이었고 나머지 4
명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환자의 질병 기간은 1년 미만이 2명,3년에서 5년 미만이 3명이었다.환자의 치

료 형태는 외래 통원치료 및 낮병원 이용이 3명,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명이었다.

222)))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정정정신신신질질질환환환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변변변화화화

(((111)))정정정신신신분분분열열열병병병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은 사후평균점수가 22.4점으로 사전평균점수 20.2점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WilcoxonSigned-RankTest를 사용한 결과 Z값 -.816으로
유의수준이 .414(p>.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지식도구의 5개 하위 영역 중에서 각 영역내 문항들의 사후 평균 정답율을 분

석한 결과 증상(100%),치료(84%),원인(80%),재발(80%),약물(70%)에 관한 문항
들의 평균 정답율의 순으로 나타났다.지식도구의 각 문항에서 응답자중 얼마나
정답을 맞췄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답율을 분석한 결과,증상 영역의 ‘정신분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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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이상항 행동이 항상 나타난다’,‘정신분
열병환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방에 혼자 있는 것은 나태
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실제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증상은 정신분열병에서 나타난다’문항의 정답
율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인 영역의 ‘정신분열병은 뇌의 질병이다’,재발 영역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약물 영역의 ‘항정신병약을 복용하면 때로는 손
이 떨리거나 입이 마르거나 졸립다’문항의 정답율이 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22)))정정정신신신질질질환환환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사후평균점수가 119.2점으로 사전평균점수 112.8점

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WilcoxonSigned-RankTest를 사용한 결과 Z값 -2.041
으로 유의수준이 .041(p<.05)이므로 교육 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교육
후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표 5>.따라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웹에 기반
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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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 (N=5)

333)))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객관식 8문항,주관식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 5명 중 평가에 응답한 3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본본본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객객객관관관식식식 평평평가가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식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내용의 양에 대한

문항에는 ‘적당하다’가 3명이었고 교육내용의 이해 정도에 대한 문항에는 ‘쉬웠다’
가 2명,‘보통이다’가 1명이었다.설명,예시,그림 등의 교육 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에는 ‘매우 적절하다’가 2명,‘보통이다’가 1명이었고 교육 자료의 주의 집중
정도에 대한 문항은 ‘그렇다’가 2명,‘보통이다’가 1명이었다.교육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문항은 ‘비교적 유용하였다’가 3명이었고 학습시 흥미도는 ‘흥미있다’가 2명,
‘보통이다’가 1명이었다.본 사이트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문항에는 ‘비교적 쉬웠

사전 평균 사후 평균 Z값
유의도
(2-tailed)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20.2 22.4 -.816 .414

원인
치료
증상
약물
재발

5.6
3.6
2.4
5.6
3.0

5.6
4.2
3
5.6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112.8 119.2 -2.041 .041

정서적 부담감
재활의지
과보호
자율적 태도
애정적 태도

57.8
17.8
10
11.8
15.4

58.8
21.6
11.2
11.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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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2명,‘아주 쉬웠다’가 1명이었고,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비교
적 만족한다’가 3명이었다.

(((222)))본본본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주주주관관관식식식 평평평가가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식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
본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은 교육 매체로서 인터넷 이용의 효용성으로 인터

넷으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1명).

② 본 프로그램에서 좋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본 프로그램에서 좋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회원 가입시 실명으로 가입

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특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
이 실명으로 가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므로 회원 가입시
익명 사용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1명).그리고 각 과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 가족이 생각하는 대처행동을 직접 웹상에 작성하면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
공해 주고,이를 [마이페이지]의 <코치의 피드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문항이 각 강좌의 앞부분에 구성되어 있어 교육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므로 각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 확인학습 형태로 배치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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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111...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웹에 기반한 가족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수행된 방법론적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강의식으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교육 매체로서 비디오(이길자,김철권,2000),웹(용인정신병원)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강의식으로 개발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의 가족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교육 자료들은 정신분열병의 원인,증상,치료방

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삶 공성숙 정신과 의원 홈페이지,제천병원 홈페
이지 교육자료).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정신분열병을 진단받은 가상의 한 환자의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초기진단,입원치료,재활치료 및 사회복귀까지의 일
련의 회복 과정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대처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였는데 이는 송영선(2000)과 박현주(2002)의 연구에서 교육 내용을 요약한 소책자
를 제공하여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또한 기존의 강의식 프로
그램에서 교육자와 학습자간에 이루어지는 질문 및 응답,토의 등을 문의게시판을
통해 가능하게 하였다.
웹에 기반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내용 분석,개요 및 초안 개발,

웹 구현의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정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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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의 이해(원인,증상,치료방법,증상관리),약물관리(약물의 종류 및 효능,약물
의 부작용,부작용에의 대처방법),위기관리(공격 행동,위기 대처법),재발관리(약
물 순응,재발의 징후,재발시 대처),재활 및 회복(회복의 개념,재활치료,치료효
과의 영향 요소),권리와 옹호(권익 옹호,옹호의 기술과 전략),가족의 대처(의사
소통기술,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지역사회 자원 제공)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송현복(2003)의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요구도

조사 결과 가족 교육시 교육받고 싶은 내용에 관한 항목 중,‘환자의 장래적응’,
‘재발관리’,‘질병증상’,‘질병 정보’,‘가족의 책임’,‘약물 부작용’,‘경제적 부담’,‘환
경 안전’의 순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재활 및 회복,
재발관리,약물관리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구성한 것과 유사하며 따라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내용은 가족의 요구도가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홈페이지는 정신분열병의 이해,약물관리,위기관리,재활

및 회복의 총 4과로 구성되어 있다.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
어야 할 주요 내용은 많았으나 이를 모두 웹으로 구현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따
라서 교육 내용 중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웹으로 구현하고 개별 약물에 대
한 정보는 약물정보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지역사회자원은 정신보건
센터의 연락처를 자료실에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교육 후 지식의 5개 하위 영역내 문항들의 사후 평균 정답율을 분석한

결과 증상(100%),치료(84%),원인(80%),재발(80%),약물(70%)에 관한 문항들의
평균 정답율의 순으로 나타났다.원인 영역의 ‘정신분열병은 뇌의 질병이다’,재발
영역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약물 영역의 ‘항정
신병약을 복용하면 때로는 손이 떨리거나 입이 마르거나 졸립다’문항의 정답율이
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교육 후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정신분열병의 증상에
관한 지식은 높으나 원인,재발,약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이는
본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의 원인,재발관리 및 약물관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웹상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현주(2002)는 정신분열병환자와 그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그 효과를 연구한 결과 환자와 가족의 약물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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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교육 방법으로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정신분열병환자 약물 프로
그램을 수정한 소책자를 이용한 강의,사회기술 및 독립적인 생활기술훈련 모듈
비디오(약물관리)를 시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따라서 약물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도 사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개발되어진 후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운운운영영영 및및및 효효효과과과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웹에 기반한 가족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자 수행된 방법론적 연구로 본 프로그램의 운영과 정신분열병에 대
한 지식,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예비조사 결과를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들의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첫째로 경기도에 소재한 G정신보건센터
팀장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가족들이 본 사
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대상자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웹상에 구현된 [교
육 전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한지 1주마다 이메일을 통해 가족들의 교육
참여를 격려하였고 [교육 후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둘째로 인터넷 까페 ‘정신
분열병환자의 가족 모임’의 게시판에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렸으며 이후의 교육 참여 격려 방법은 위와 동일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자가 사용한 방법 외에 병원의 정신과 병동이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연
구에 동의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교육 전 설문을 시행한 후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주어 교육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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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구자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즉각
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자 외에 정신보건
간호사,정신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지원이 필요하며,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
그램이 임상현장,지역사회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등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
용되기 위해서 이러한 정신 보건전문기관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의 웹에 기반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교육 후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은 평균점수가 22.4점으로 교육 전 평균점수 20.2점보다 2.2점이 증가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816,p=.414).이는 김명자와 정승례(2002)의 8회
기로 구성된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동일한 도구로 평가한 연구에서
실험군의 교육 전 지식 점수 16.58점에서 교육 후 지식 점수 23.08점으로 교육 후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또한 설진화(2004),송영선
(2000),Li& Arthur(2005),Ran등(2003)의 연구에서도 교육 후 지식 점수가 유의
하게 증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본 연구 결과와의 이러한 불일치는 본 연구
의 평가가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그쳤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대
상자 수를 선정하여 반복연구를 한다면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예상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웹에 기반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교육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는 평균점수가 119.2점으로 교육 전 평균점수 112.8점보다 높게 측정되었고,사전
과 사후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041,p=.041).이는 Ran등(2003)의 9
회기로 구성된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 진행한 연구에서 실험군의 교육 후 태
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와 일치했다.또한 엄윤경(2005)의 연구에서도 기
존의 가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족에게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
과와 일치했다.따라서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정신질
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비교적 만족한다’이며,본 교육 프

로그램의 장점은 ‘교육 매체로서 인터넷 이용의 효용성’이었고,수정․보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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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으로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익명 사용 고려’와 ‘교육 순서의 재배치 고려’
이었다.본 연구에서는 회원 가입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가족이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는 실명 없이 아이디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또한 각 과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 가족이 생각하는 대처행동을 직접 웹
상에 작성하여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분은 각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 배
치하여 복습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웹에 기반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은 교육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이 높고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는 질환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유용하
다 할 수 있다.또한 웹상에서 대상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다
면 간호 중재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운영상의 경제성을 갖춘 새로
운 중재 프로그램 방법을 시도한 데에 의의를 갖는다.지금까지 웹에 기반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이 더욱 확대 보급되면서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될 것이라 사료된다.또한 정신간호학 영역에서
웹에 기반하여 개발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한 연
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따라서 앞으로 계속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될 것을 기대한다.



- 36 -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기존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단점인 시
간·비용상의 접근의 어려움,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석의 어려움,질병
상황에 대한 통합적 이해 부족 가능성,교육 요구의 불충분한 반영 가능성을 보완
하기 위해 웹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웹상에서 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
로 평가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내용 분석,개요 및 초안 개발,웹 구현의 총 3단

계로 이루어졌다.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존 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
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논문 등 총 14건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분석
하였다.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를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 2인에게 검
증받은 후 문헌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개발하였다.마지막으로 개발
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웹으로 구현하고 전문
가 집단 4인에게 검증받은 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웹 사이트 이름은 ‘가족과 한마음'이며,

URL은 http://www.familymaum.net이다.총 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신분열병의 이해(원인,증상,치료방법,증상관
리),약물관리(약물의 종류 및 효능,약물의 부작용,부작용에의 대처방법),위기관
리(공격 행동,위기 대처법),재발관리(약물 순응,재발의 징후,재발시 대처),재활
및 회복(회복의 개념,재활치료,치료효과의 영향 요소),권리와 옹호(권익 옹호,
옹호의 기술과 전략),가족의 대처(의사소통기술,가족의 스트레스 관리,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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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제공)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은 2008년 12월 8일부터 2009년 1월 7일까지 경기도 소재 G정신보건

센터에서 DSM-Ⅳ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여,외래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인터넷 까페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족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5명을 본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교육 전과 후에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연구도구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였고 웹상에 구현되었다.교육 전과 교육 후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WilcoxonSigned-RankTest로 검증하였다.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은 교육 후 평균점수가 22.4점으로 교육 전 평균점수

20.2점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816,p=.414).정신질
환자에 대한 태도는 교육 후 평균점수가 119.2점으로 교육 전 평균점수 112.8점보
다 증가하였으며,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Z=-2.041,
p=.041),본 교육 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웹을 활용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은 시․공간적 접근성과 효율

성이 높아 간호 중재 중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둘째,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효과 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중재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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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 보건소,정신보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용될 것을 제언한다.
둘째,정신분열병환자의 가족을 위한 웹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

되고 그 효과가 검증될 것을 기대한다.
셋째,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가족의 교육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

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여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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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aaaWWWeeebbb---bbbaaassseeedddEEEddduuucccaaatttiiiooonnnPPPrrrooogggrrraaammm
fffooorrrFFFaaammmiiillliiieeesssDDDeeeaaallliiinnngggwwwiiittthhhSSSccchhhiiizzzoooppphhhrrreeennniiiaaa

Kim,Minjeong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researchisamethodologicalstudydevelopingaweb-basededucation
program forfamiliesthathaveto dealwith amemberwith schizophrenia.
Reviewingofexistingprogramsandstudiesweredonetoidentifythecontents
ofprogram.Validity ofthe contents was tested by the experts from the
multidisciplinaryteam.
The contents ofthe program include;information aboutschizophrenia,

medicationmanagement,crisismanagement,relapsemanagement,rehabilitation
and recovery,advocacy strategies,and coping strategies forfamilies.This
studymadethewebsite(www.familymaum.net)andconsistsoffourclasses.
Five families dealing with schizophrenia were collect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ofthedevelopedprogram by using self-reportedquestionnaires
including knowledge aboutschizophrenia and attitude toward patients with
mentalhealthproblems.WilcoxonSigned-RankTestwasusedtoanalyzethe
differencesbetweenthepre-testandpost-testscores.
Theresultsareasfollows;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attitude

toward patients with mentalhealth problems between the pre-te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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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est(Z=-2.041,p=.041).Thescoresforknowledgeaboutschizophreniawere
alsohigherthanpre-test,but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he
pre-testandpost-test(Z=-.816,p=.414).
Inconclusion,thisstudysuggeststhataweb-basededucationprogram is

aneffectivemethodasafamilyinterventioninapsychiatricandmentalhealth
nursing.Recommendation wouldbegiven thatfurtherresearch needstobe
developedintheeducationprogram forfamiliesdealingwithschizophreniaby
usingtheinternetinterventions.

���������������������������������������������������������������������������

Keywords:familiesdealingwithschizophrenia,web-basededucationprogram,
knowledge,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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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이 설문지는 현재 여러분이 정신분열병 환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

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앞으로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김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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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 사항 사항 사항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본인과 본인과 본인과 본인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

1. 연령   만________세

2. 성별   ①남  ②여

3. 학력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4. 직업

①무직 ②주부 ③학생 ④상업,기술직,서비스직 ⑤회사원 ⑥전문직 ⑦기타(______)

5. 환자와의 관계

①부모 ②형제·자매 ③자녀 ④배우자 ⑤친척  ⑥기타(________)

6. 최근 1년 동안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병원에서 질환 및 약물관리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 (      )시간 혹은 (       )회   ②없다

7. 가정의 월수입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300만원   ③300-500만원   ④기타(________원)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환자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

8. 환자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만________세

9. 환자가 첫 진단을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①1년 미만   ②1-3년 미만   ③3-5년 미만   ④5-10년 미만   ⑤10년 이상

10. 현재 환자는 어떤 형태로 치료받고 있습니까?

①입원   ②외래 통원치료 혹은 낮병원   ③사회복귀시설 이용

④직업재활   ⑤퇴원 후 사회생활   ⑥기타(____________)



- 47 -

※ 아래 문항들은 정신분열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1. 정신분열병은 부모의 탓으로 인해서 생긴다.

2. 정신분열병은 귀신이 씌인 병이다.

3. 정신분열병은 100% 유전병이다.

4. 정신분열병은 뇌의 질병이다.

5. 정신분열병은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6.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누구든지 정신분열병이 

걸리게 된다.

7. 정신분열병은 전염되는 병이다. 

8. 정신분열병은 불치병이다.

9. 정신분열병에 걸리면 바보가 된다. 

10. 정신분열병은 결혼하면 증상이 좋아지거나 치

료될 수 있다. 

11. 정신분열병은 약물만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 

12. 환자의 엉뚱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이 없어지면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13. 정신분열병 환자에게는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

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이 항상 나타난다. 

14. 정신분열병환자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방에 혼자 있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

르기 때문이다. 

15.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실제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증상

은 정신분열병에서 나타난다. 

16. 항정신약물을 복용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17. 며칠 동안 약을 먹지 않아도, 환자의 기분이 

좋으면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18. 항정신약물을 복용하면 중독된다.

19. 항정신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빨리 죽는다.

20. 항정신 약을 복용하면 때로는 입이 마르고, 졸

립더라도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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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21. 환자 자신이 생각하는 증상이 없으면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22. 항정신약물을 복용하면 손이 떨리거나 입이 마

르거나 졸립다. 

23. 항정신약물을 복용하면 때로는 몸이 뻣뻣해지

는 느낌이 들거나 움직임이 느려진다. 

24. 처방된 약물을 먹지 않으면 재발이 쉬워진다. 

25. 약물의 부작용이 심하면 재발이 많아진다. 

26.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27. 환자가 말이나 감정표현이 늘 없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 병이 재발될 수 있는 경고증상이다. 

28.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약을 지시대

로 복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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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환자와 생활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항 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별 로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

1. 환자에게도 가사 일을 적절히 분배한다.

2. 환자와 함께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한다.

3. 명절 등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되도

록 환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 

4. 환자를 보고 있으면 화가 치민다.

5. 환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환자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6. 환자를 혼자 두면 안심이 되지 않는다. 

7. 환자는 우리 집의 골칫거리다. 

8. 환자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많다. 

9. 환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회적 편견, 결

혼, 취업시)를 줄까 걱정이 된다. 

10. 환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11. 차라리 환자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

는 생각이 든다. 

12. 환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경우 즉

시 상담할 기관이 있다. 

13. 환자를 멀리 보내버리고 싶다. 

14. 환자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15. 다른 가족들에게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요구한다. 

16.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쓰러워 

도와 줄 때가 있다. 

17. 환자에게 작지만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18. 환자의 다른 사회적인 활동은 되도록 

자제시킨다. 

19.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담당 의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고 조언을 구한다. 

20. 환자 치료를 위해서 내 인생 모두를 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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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 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별 로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

21. 정신병적 증상(망상, 환각, 이상한 행동 

등)을 보이면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한다. 

22. 환자와 함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한다. 

23. 환자를 다른 가족 구성원과 동등하게 

대한다. 

24. 약의 복용여부를 반드시 체크한다. 

25. “하지 말라”는 말보다 “무엇을 해보라”

는 말을 더 자주 한다. 

26. 환자가 전과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여

도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는 편이다. 

27.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재활

기관에 관심이 있다. 

28. 지역사회 기관이나 병원에서 열리는 가

족 교육이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

한다. 

29. 심부름이나 간단한 가사일 등은 일부러

라도 시킨다. 

30.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잘 해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31. 환자의 질환에 대한 자료를 읽고 공부

한다. 

32. 환자가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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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

호를 골라 주세요. 

1. 본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의 양은 어떻습니까?

① 너무 많다  ② 적당하다  ③ 적다

2. 본 프로그램의 학습내용은 이해하기에 어떻습니까?

① 쉬웠다  ② 보통이다  ③ 어려웠다

3. 본 프로그램의 설명, 예시, 그림 등의 자료가 적절했나요?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보통이다  ③ 적절하지 않다

4. 본 프로그램의 자료들은 눈에 잘 들어왔나요?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니다

5. 본 프로그램의 학습내용은 유용했나요?

① 매우 유용하다  ② 비교적 유용하였다  ③ 별로 유용하지 않다  ④ 전혀 유용하지 않다

6. 본 프로그램으로 학습할 때 흥미도는 어떻습니까?

① 흥미 있다  ② 보통이다  ③ 흥미 없다

7. 본 사이트는 사용하기에 쉬웠습니까?

① 아주 쉬웠다  ② 비교적 쉬웠다  ③ 약간 어려웠다  ④ 아주 어려웠다

8.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① 아주 만족한다  ② 비교적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9. 본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10. 본 프로그램에서 좋지 않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52 -

<<<부부부록록록 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화화화면면면순순순서서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내내내용용용

1-1.초기화면

사이트의 첫 화면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화면 중간의 가로 메뉴
아이콘은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학습할 내용으로 1과 정신분열병 아는게 힘!!,2과
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3과 위기상황 119,4과 희망으로 한걸음 더!이다.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하면 연결된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림 2>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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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사말 및 연구목적

인사말 및 연구목적에 대한 소개화면으로 정신분열병은 효과적인 약물관리,증
상관리,재발관리가 중요한데 환자 스스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질환,정신치료약물,증상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또한 기존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웹으로
구현하여 가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그림 3>인사말 및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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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사용 안내에 대한 소개화면으로 학습 내용 목차를 제시하였고,한 과
당 학습소요시간과 효과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또한 각 과의 사례의
질문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 제공과 설문시 주의사항도 제시하였다.

<그림 4>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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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자문위원

주심,부심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특히 소속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시 가족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
공하였다.

<그림 5>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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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관련 사이트

정신보건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간략히 소개하여 필요시 대상자들이 링크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특히 보건복지부,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 등 직접적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그림 6>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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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정신분열병!아는게 힘 -들어가기

1과의 학습내용인 정신분열병의 원인,증상,치료방법을 개괄하는 페이지로 흥
미와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삽화를 사용하였다.

<그림 7>1과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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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정신분열병!아는게 힘 -현우가 이상해요.

정신분열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망상,환청과 음성증상이 나타나 처음 진단을
받는 환자 현우와 그 가족의 사례를 현실감있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8>1과 -현우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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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정신분열병!아는게 힘 -여러분이 현우의 어머니라면?

제시된 사례에 대한 답을 직접 웹상에 작성한 후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족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 개개인의 요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또한 환자가 병원에 가기 싫어할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현우 어머니가 결정한 방법을 모델사례로 제
시하였다.

<그림 9>1과 -여러분이 현우의 어머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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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과 -여러분이 현우의 어머니라면?-“병원에 가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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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과 -여러분이 현우의 어머니라면?-현우의 어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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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정신분열병!아는게 힘 -현우의 질환은 무엇일까요?

의사의 진찰 결과 정신분열병을 진단받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현우의 사례
를 제시하고 가족이 알아야 할 정신분열병의 원인,유전여부,증상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의학용어를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가족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12>1과 -현우의 질환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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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과 -현우의 질환은 무엇일까요?-정신분열병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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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과 -현우의 질환은 무엇일까요?-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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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정신분열병!아는게 힘 -현우는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목표와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약물요법,정신 상담,집단
치료,가족 면담,사회 기술 훈련 등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환자의 치
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15>1과 -현우는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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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정신분열병!아는게 힘 -가족이 할 수 있는 증상관리

정신분열병의 주 증상인 환각과 망상 등에 관한 관리방법 중 가족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표로 제시하여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6>1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증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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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정신분열병!아는게 힘 -마무리하기

1과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마무리 하는 페이지로 학습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을 하고 있다.

<그림 17>1과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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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들어가기

2과의 학습내용인 정신치료약물의 종류,부작용 및 대처에 대해 개괄하는 페이
지로 1과에서와 같은 삽화를 사용하였다.

<그림 18>2과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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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현우가 손을 떨고 어눌하게 말해요.

정신치료약물의 대표적인 약인 할로페리돌(할돌)을 투여 중인 현우에게 부작용
인 어눌한 발음,손떨림 증상이 나타난 상황을 현실감있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자 하였다.

<그림 19>2과 -현우가 손을 떨고 어눌하게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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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여러분이 현우의 아버지라면?

제시된 사례에 대한 답을 직접 웹상에 작성한 후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족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 개개인의 요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대처도 제시하여 의료진의 시각
을 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0>2과 -여러분이 현우의 아버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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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과 -여러분이 현우의 아버지라면?-현우의 담당간호사는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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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

정신치료약물의 효과 및 종류,약물 순응,부작용 및 대처에 대해서 가족이 알
아야 하는 점을 설명하였다.또한 약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
충자료를 [가족공간-자료실]에 upload해 놓음으로써 가족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하였다.약물 부작용 관리에 대하여 변비,입마름 등 흔히 나타나고
자가관리가 가능한 부작용과 위급한 부작용에 대하여 구분해 놓음으로써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또한 마지막에 약물에 관한 O,X퀴즈를
통하여 참여를 높이고 약물에 대한 기존관념을 깨뜨리고자 하였다.

<그림 22>2과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정신치료약물!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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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과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꾸준한 약물복용을 위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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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과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아하~약물의 부작용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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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과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오해를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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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과 -현우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오해를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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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그냥 퇴원하면 안되나요?

질환과 약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빨리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의 사례를 다루
어 지금까지의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여 가족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27>2과 -그냥 퇴원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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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퇴원시 현우의 가족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퇴원시 주로 교육받게 되는 내용인 난폭행동,위기관리,재발관리에 대한 제목
을 언급함으로써 가족들로 하여금 다음 과에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
극하고 스스로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림 28>2과 -퇴원시 현우의 가족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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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정신치료약물 탐색작전 -마무리하기

2과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마무리 하는 페이지로 학습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을 하고 있다.

<그림 29>2과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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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위기상황 119-들어가기

3과의 학습내용인 위기관리,재발관리 및 대처에 대해 개괄하는 페이지로 1과
에서와 같은 삽화를 사용하였다.

<그림 30>3과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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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위기상황 119-현우가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재발 및 공격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현우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감있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31>3과 -현우가 갑자기 난폭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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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기상황 119-여러분이 현우의 누나라면?

제시된 사례에 대한 답을 직접 웹상에 작성한 후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족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 개개인의 요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또한 발생가능한 공격의 징후와 공격행동의 원인,주의
사항,재발의 조기 징후 및 대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마지막으로 모범사례
인 현우 누나의 의사결정 및 대처행동에 대해 글 및 도표로 제시하여 이해를 높
이고자 하였다.

<그림 31>3과 -여러분이 현우의 누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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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과 -여러분이 현우의 누나라면?-공격행동



- 84 -

<그림 33>3과 -여러분이 현우의 누나라면?-이것만은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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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과 -여러분의 현우의 누나라면?-재발의 징후가 보일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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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과 -여러분이 현우의 누나라면?-현우의 누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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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위기상황 119-현우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정신과 병동으로 입원하게 된 현우가 안정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2주 뒤 퇴원
이 예정되어 있는 사례를 현실감있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36>3과 -현우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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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위기상황 119-마무리하기

3과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마무리 하는 페이지로 학습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을 하고 있다.

<그림 37>3과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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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희망으로 한걸음 더!-들어가기

4과의 학습내용인 재활치료,가족의 건강한 의사소통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개괄하는 페이지로 1과에서와 같은 삽화를 사용하였다.

<그림 38>4과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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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희망으로 한걸음 더!-현우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현우의 정신증적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가족이 현우의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를 함과 동시에 걱정을 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현실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39>4과 -현우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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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희망으로 한걸음 더!-여러분이 현우의 가족이라면?

제시된 사례에 대한 답을 직접 웹상에 작성한 후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족의 참여를 높이고 학습자 개개인의 요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또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환자에게 기대하
는 것에 대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여 환자에 대한 본인의 기대를 직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0>4과 -여러분이 현우의 가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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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과 -여러분이 현우의 가족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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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희망으로 한걸음 더!-현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받게 되나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가족의 오해에 대해서 제
시함으로써 회복과 재활을 위한 바램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과 정신보건재활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가족의 이
해를 높이고자 하였다.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 각 센터의 연락망을 자료실에
upload해 놓았다.

<그림 42>4과 -현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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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과 -현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받게 되나요?-회복으로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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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과 -현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받게 되나요?-재활을 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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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희망으로 한걸음 더!-현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옹호 및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페이
지로 의료진 및 일반인,가족들 모두가 옹호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그림 45>4과 -현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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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희망으로 한걸음 더!-건강한 현우네 가족

환자와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관리에 초점을 두는 페이지로 대화 기
술 중 1인칭 표현법과 공감반응을 사례 중심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또한 가족이 느끼는 죄의식,분노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행
동전략을 제시하였다.나의 일기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
느라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각 물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6>4과 -건강한 현우네 가족 -이해하며 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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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과 -건강한 현우네 가족 -대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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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4과 -건강한 현우네 가족 -스트레스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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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4과 -건강한 현우네 가족 -나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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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4과 -건강한 현우네 가족 -나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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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희망으로 한걸음 더!-마무리하기

4과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마무리 하는 페이지로 학습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을 하고 있다.

<그림 51>4과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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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마이페이지 -코치의 피드백

대상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위하여 각 과에서 제시된 사례에 대한 답을 직접
웹상에 작성한 후 연구자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52>마이페이지 -코치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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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자가진단 -교육 전 설문

교육 전 가족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질환자 가족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로,일반적인 사항과 지식,태도 도구를 이용하였다.

<그림 53>자가진단 -교육 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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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자가진단 -교육 후 설문

본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후 가족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지식,질환자 가족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로,일반적인 사항과 지식,태도 도구와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 설문을 이용하였다.

<그림 54>자가진단 -교육 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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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가족공간 -공지사항

<그림 55>가족공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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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족공간 -문의 게시판

이 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 상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림 56>가족공간 -문의 게시판



- 108 -

8-3.가족공간 -자료실

본 프로그램에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으나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
용이라 할 수 있는 약물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이 자료실에 올
려져 있다.가족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연구자가
확인하고 자료실에 올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즉각적인 교육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 57>가족공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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