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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의료의 성장으로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어 병원은 더 이상 앉

아서 환자를 기다릴 수 없고,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의 특

성상 일반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불가능하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듯

이 개인적 접촉이나 구전 등이 병원선택 정보 검색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로 병원에서의 적극적 마케팅의 대상은 무차별적인

대중이 아닌 바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필요성으

로 인해 많은 병원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중환자실 서비스

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로 인해 치료에 집중 할 뿐 가족에 대한 관리가 부족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의 질병과정에 따른 가족의 경험을

파악하여 효과적 중환자 가족 관리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사례연구이다.

2001년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시내 소재 대학부속병원의 한

개 중환자실 입실환자 중 면담에 동의한 가족 10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심층면접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환자의 정보는 의무기록을

토대로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질병 진행과정에 따라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로 확인하여 서술하였다.

연구결과 중환자 가족은 질병과정에 따라 유사한 경험을 서술하였다. 즉

중환자실 입실 초기에는 주로 당황함, 놀라움 등의 정신적인 충격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신체적 불편감이나 경제적 부담감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 경험 후에는 서서히 소화불량이나 수면

장애 등 신체적 불편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며, 병원환경에 대한 인식

도 높아졌다. 환자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입실 초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환의 원인과 질병의 상태, 예후에 대한

정보욕구가 있었고, 질병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에 대한 구체적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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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간호에 동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입실 초기에는 환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나, 질병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내 역할 분담을 하며 변화하고,

초기에 나타나지 않던 갈등이 보여지기도 하며 관계가 재조정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질병과정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은 다른 환자의 가족과의 지지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외에 집이 병원과 거리가 멀어 병원에서 상주하는 경우 신체적 불편감

이나 병원환경 변화, 지지체계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다.

1) 질병과정에 따라 가족의 정신적 경험은 변화하며, 중환자실 입실 초

기에는 정신적 부담감이 가장 높다.

2) 질병과정에 따라 가족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변화하며, 초기에는 질환

의 원인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욕구에서 질병과정이 진행함에 따라 구체

적 환자상태에 관한 정보욕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간호에 참여한다.

3) 질병과정이 중·장기로 진행함에 따라 가족의 병원환경 혹은 지지체

계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표현도 많아진다.

4) 집이 병원과 거리가 멀수록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고, 지지체계

에 대한 요구도가 많다.

중환자 가족은 질병과정에 따라 경험이 다르고, 요구가 변화하므로 중환

자실의 의료진은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효과적인 중환자 가족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중환자실, 질병과정, 가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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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 전에는 의료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해,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병원을 이용했고, 이에 따라 병원은 적극적

인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

의식의 성장- 의료가 시혜의 개념에서 권리의 개념으로의 변화- 과 노인 인

구의 증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수요자 측면과 아울러 의료보험 확대로

대표되는 제도적 요인, 의료계의 성장으로 인한 병원의 급증 등의 공급자

측면의 요인 등으로, 이전 공급자 중심의 의료계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

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병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혁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대한

병원협회, 1995).

그러나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와 한정된 공간과 인력, 그리고 전적으

로 진료수익에 의존하는 병원경영상의 제한점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환자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최근 각 병원들은 자체적인 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계

에 요구되어지는 의료서비스와 현실과의 괴리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

다. 최근 정부도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면 언론 등 대중매체에서의 서비스 평가 등 현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는 환자의 만족도는 진료의 결과, 과정,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이며, 진료의 비용, 진료의 용이성, 진료의 기술적이고 인간적인

면, 진료성과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Williams , 1974). 유

승흠(1993)은 의료의 질을 크게 기술적인 면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측면,

- 1 -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훌륭한 진료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의료기관의 선택은 만족도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기도 한

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종류별 의료기관 선택이 외래나 치

과서비스와 같이 응급이 아니면서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는 상대적으로 편

이성 요인이 질보다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반면 중증도가 심한 질병인 입원

서비스의 경우 질적인 요인이 편이성보다 주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조우

현 등, 1992). 이는 기존의 연구(Lane, 1988)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권진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병원과 신설 기업병원과의 병원선택 기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즉 대학병원을 선

택하는 주요인은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통에 따른 신뢰성인 반면 인적 서비

스의 친절도, 서비스의 신속 간편성, 안락성, 첨단 고급성에서는 낮은 기대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학병원에서의 환자 중심의 신

선한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수술기법 개발 등을 강화하여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병원과 대학병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친절성이나 병원의 청결성, 의료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

도 대학병원이 선호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서현정, 1995)에서도 나타나듯

이 대학병원의 서비스 질의 변화 및 향상이 더욱 더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적극적 마케팅의 필요성도 제기되어진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은 일반 상업 광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대중에 대한

마케팅보다는 실제로 병원을 경험한 대상자들에 의한 마케팅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박군제(1994)의 연구에서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개인

적 접촉, 구전, 의사의 추천의 순이고,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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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구성하게 한다고 한다. 이는 병원을 방문하는 대상들이 직접 경

험하는 의료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병원선택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단순히 환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의 이유

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병원의 적극적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의 이유는 이 다음과 같다. 즉 병원은 단순히 병든 육체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인간의 몸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

고, 폭넓은 관계 속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이는 극히 편

협한 차원에 머물 것이다(강원용, 1983). 한달선(1983) 또한 의료의 과정을

환자나 가족이 인격체로서 병원조직의 성원 및 기전과 작용하는 사회적 과

정이라고 보았고, 그러므로 가족 또한 의료에 있어 관심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은 병원생활을 주로 부정적 경험(Grad,

1963)으로 인식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병원은 그 자체로 낯설

고, 환자의 질환상태와 예후 등으로 가족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환자를 돌

봄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

한 경험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고 한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가족은 예후에 대한 염려, 낮선 중환자

실의 환경과 치료나 검사과정에서 오는 부담감, 의료인들의 태도 등에서

느껴지는 긴장, 미지의 사항에 대한 두려움까지 첨가되어 가족들의 불안은

더욱더 증가한다(Canter , 1983; 소희영, 1985; 김조자, 1982; Molter , 1979)

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에게만 집중적인 관심과 간호

를 제공했을 뿐 중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해왔다(Molter , 1979).

그러나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중환자와 가족의 안녕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적응도 용이하게 하고(Holub et al, 1975), 병

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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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의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단지 몇 가지 질환 특히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횡적,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단편적 연구로 가족들에게 미

칠 수 있는 영향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Stroker , 1983)에 대한 연구가

적은 양 있으며,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경험을 단순 서술한 연구(황혜남과

김귀분, 2000)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문헌들(Rasie, 1980; Breu and

Dracup, 1978)에서 중환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며

타인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중환자의 중증도와 질병 진행과정에 따른 가족

의 경험을 규명하여 의료진이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상태를 이해하여 효

과적인 중환자 가족의 관리를 통해 의료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가족의 경험을 질병과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① 환자 질병의 진행 과정에 따른 가족의 경험의 변화를 파악한다.

②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가족의 경험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 중환자실 환자 가족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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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위해 최근 병원의 서비스 질의 향상과 중환자

실의 현황과 중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하여 고찰한 문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서비 스 질 의 향 상을 위한 다양 한 각 도에 서의 접근

병원은 단순히 병든 육체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인간의 몸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폭넓은 관계 속에서 건강

이 유지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이는 극히 편협한 차원에 머물 것이다(강

원용, 1983). 즉 병원은 병든 육체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병든 육체의 회

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

환경, 환자의 정서상태, 환자의 지지체계 중 가장 일차적인 그 가족에게도

치료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치료의 본연의 의미로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

외에도 적극적 병원마케팅을 위해서도 가족까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케

팅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환자가 의료혜택을 소극

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왔으나 이제는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라는 지역사회 고객으로서의 의식이 점차 강해짐으로써 다양한 욕구가 분

출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수요자인 환자들의 의식증가에 따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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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기 위해 환자들의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환자중

심의 관리방식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김수배와 김춘득, 1993).

즉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정책의 수립과 의료기관의 경영에 있어 의료이

용자들의 욕구와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나 병원경영제

도의 개선을 위한 의료이용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조우현 등, 1992; 박군제, 1994).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연구소(1993)에서는 병원진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구조

조사를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동기 및 선호도와 의사선택에

대한 주요인이 친절과 진료의 자세한 설명에 의하는 것으로 분석 보고하였

으며, 장성구 등(1995)은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의 주된 이유는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진료행위에 있고 병원 이용자들이 의사결정 과정

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후에 병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정보탐색단

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선택을 위한 인식 방법에서는 개인적 접

촉, 구전, 의사의 추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Greet sen 등

(1975)도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누적된 개인의 의료경험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병원의 적극적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즉 이전의 의료이용자는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대한 좋고,

나쁜 이미지를 주변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은 긍정적 경험을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세 사람에게 전파하지만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은 열한 명에게 불만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Kotler &

Armstrong, 2001). 의료기관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상업적 마케팅이 불가

능하고, 개인적 접촉이나 구전에 의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험이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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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환자에 대한 치료와 친절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에서 의료기관을 함께 경험하는 그들의 가족이나 방문객

에게도 의료기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는 없으나 1991

년도에 의협공제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의사와 환자간에

247건이 합의되었고, 이의 합의금이 26.6억원에 육박하고 있다(양성희,

1997). 그간의 의료분쟁의 증가를 생각해본다면 병원에서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항석

(1997)의 연구에서 환자측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첫 번째 특성으로 의사

및 병원측의 설명 및 태도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다. 의료분쟁 제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도 의사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 및 병원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단순히 환자치료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환자나

그의 가족들에 관심을 넓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

다고 하겠다.

2 . 중환 자실 의 실 태

중환자라는 개념은 일괄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환자

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 정확히 판정하는 것도 어렵다(김광우,

1996). 또한 평가결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모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도 아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복합적 병발적

장기 기능 장애를 수반하는 환자로, 관련 전문의사와 진료진의 협동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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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요하며 환자의 상태가 예측가능하기 보다 돌발적 변화를 나타내기 때

문에 밀착하여 감시해야 하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우선적으로 입실하게 되

며, 회복 가능한 환자로 선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망률에 있어 일반병

실이 27.7%인데 반해 중환자실의 사망률은 17.9%로 나타나고 있다(김광우,

1996).

역사적으로 중환자실은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개념으로 시

작되어 운영되었던 것이 시초이며(Churchill- Davidson, 1984), 120년전 프

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전쟁병동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고신옥 등, 1996). 현대적 의미의 중환자실은 1950년대 유럽에서 소아마비

로 인한 호흡부전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부터였고(Barash et al, 1992),

1960년대는 각 장기별 즉 호흡계, 신경계, 심흉부계 중환자실 등의 급증을

이끌었다. 그 후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더욱 크게 인

식되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중환자실 진료비용은 일년 국가수입의

1%를 지출하는 방대한 병원 부서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의 발전을 가져왔

다(고신옥 등, 1996).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은 1961년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개설하기 시작하

여 1976년에서 1990년 사이에 50% 이상 개설되어 현재 그 규모와 시설은

다양하다. 즉 지방종합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라기 보다 환자의 상태를 치

밀하게 관찰하고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2차 진료병원에서는 환

기보조를 오래 받을 수 있고, 생명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신옥

등, 1996).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의 중환자실은 대개 3차 병원 이상에서 적

극적인 침습적 처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전체 병원 침상에 대한 중환자실의 비율은 대학병원이 7.0%, 비대학병

원이 6.1%(고신옥 등, 1998)로서 미국의 5.6%, 유럽의 3.8%(Sirio et al,

1992)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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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비의 첨단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중환자실의 의료비용에 비해 6- 7배 비싸고(Norris et al, 1995),

전체 입실환자의 5%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병원 자원의 20%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Kox , 1995).

이러한 만큼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지속적 의료발전을 예견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 중환 자 가 족의 경험

가족은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 형성하는 집합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환

경,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하면서 서로 심리, 정서적으로 지지

해주고 지지 받는 개방체계이다(유영주, 1984; Hampe, 1975). 그러므로 가

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

어,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되면 다른 가족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 경제적 손실 및 입원한 가족 구성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으

로 정서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오가실, 1984; Molter , 1974; Volicer ,

1974).

특히 인간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질병상태일 경우는 이러한 정서적 위기

감이 더욱 더 가중되며(Canter , 1983; 김조자, 1982; Rasie, 1980; Molter ,

1979),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예후에 대한 염려나

낯선 중환자실의 환경과 치료나 검사과정에서 오는 부담감, 의료인들의 태

도 등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두려움까지 첨가되어

불안은 증폭된다고 한다. 중환자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지도 모

르는 위기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병원 등에 적응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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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무력감 그리고 가치의 위협을 경험하나 대부

분의 의료팀은 환자에게만 정력을 쏟고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울 여지가

없다(김윤주, 2000).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함으써 가족들은 예고되지 않

은 갑작스런 충격,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 친숙하지 않은 의료진을 포함하

여, 중요한 사람과의 단절, 불확실한 진단, 잠재적인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

면서 점점 더 불안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Sillerberg , 1982).

그러나 중환자실의 기계적으로 복잡한 환경 내에서 가족의 역할은 모호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환자와 가족은 서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의료진보다 더욱 편안하게 환자의 불안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족은 오랫동안 친숙함과 이해력을 발달시켜 온 인간적

인 본성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백명화, 1985). 그러므로 가족의 환

자에 대한 지지는 환자가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김조자, 1982). 또한 환자들에 있어 가족의 지지는 환자의 회

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Kaplan , 1977). 이에 중환자 간호에 있어서 환자의

가족을 간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위기를 경험

하는 환자의 위기극복 및 적응과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김은

경, 1989).

한 가족의 질병상태는 다른 가족에게 대부분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가족의 특

성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나이나 성별, 결혼상태, 건강과 부가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관리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가족이 건강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하고(Bull, 1990; Montgomery , 1985) 사회적·경제적 상태가 좋고, 해주는

일의 양이 적고(Cantor , 1983; Montgomery , 1985), 환자를 돌보는 기간이

짧거나(Pearlin, 1990) 개인시간과 자유의 제한이 적을수록(Kosberg , 1986)

부담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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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로 여성의 경우 정규적인 가사를 돌보는 일 이

외에 환자를 돌보는 일까지 담당하는 반면에 남자는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질구레한 일은 여성이 거의 대신하게 되므로 부담감

이 적다고 한다(Cantor , 1983).

환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환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부담감

이 달라지는데, 평상시 부정적인 가족관계에 있다거나(Cantor , 1983) 간호

제공자가 배우자일 때보다 성인자녀일 때 부담감이 더 높았다(Pearson ,

1988). 또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도 가족의 부

담감은 커지고, 가족들의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지지자원이 부족할 때도 가

족은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한다(서미혜 등, 1993).

중환자의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과 병원 등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고 가치의 위협까지 느끼게 한다고 한다(Hampe,

1975). 또한 가족들은 환자상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환자의 회복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낀다(Gardner , 1978). 또한 환자들의 불확실한 예후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감이나 노여움을 느끼게 되고 환자와 신체적

으로 분리되는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환자의 가족은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정

수정(1991)은 치료 및 간호정보,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 인정과 정서적 지

지, 편의시설 제공,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 환자간호에의 직접 참

여, 종교적 도움 등에 대한 요구가 있고, 정서적 지지, 자원 정보, 환자의

치료 및 간호정보, 종교적 지지, 병원환경 안내, 여가 시간의 활용, 역할 안

내, 심리적 인정 등이 있다고 한다(권성복, 1987). 백명화(1986)와 김은경

(1989)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요구들을 도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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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족관리는 필요하

나 선행 연구들은 환자 가족의 요구를 나열하는 양적 연구나 환자가족의

경험을 단순 서술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있다. 이에 환자가족의 경험을 과정

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족의 요구를

도출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

자 가족의 경험을 질병과정에 따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의 패턴을 밝혀

내어 효과적 중환자 가족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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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1. 연구 대 상

1) 연구 대상

조사대상자는 중환자실에 입실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며, 자료 수집은

서울시내의 한 개의 대학병원 중환자실 가족 10인을 면담하였다. 여기서

중환자실 가족이라 함은 중증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

의 직계 및 방계 가족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

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계 및 방계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2) 중환자 및 연구 대상자의 특성 - <표 1>

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7세부터 80세까지로 30대와 40대가 3명씩으로 가

장 많았고, 20대와 60세 이상이 1명으로 가장 적었고, 평균연령은 46세였

다. 대상자와 환자와의 관계는 부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2명,

남편과 아버지 이모는 각 1명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3명, 기독교가 2명, 천주교가 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2명, 여자가

8명으로 여자가 현저하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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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면담대상자와 환자의 특성

면담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의 특성

연령

(세)
성별 관계

동거

여부
종교

수입정도

(만원)

발병이전

수입원
진단명

중환자실

입원일수
중증도 연령 성별

사례 1 35 여 어머니 동거 무 150- 200 아버지 저산소성 뇌손상 40 25 1 남

사례 2 36 여 이모 동거 무 250가량 부모 간질지속상태, 폐렴 22 18 9 여

사례 3 58 여 부인 동거 기독교
두달 전

퇴직
환자 폐렴, 우측늑막삼출 6 32 62 남

사례 4 47 여 부인 동거 무 300이상 환자 간질성 탈장 2 15 45 남

사례 5 42 남 아버지 동거 불교 300이상 아버지
불안정성 피부,

하퇴부, 족관절부, 족부, 좌
58 30(20) 7 남

사례 6 27 여 어머니 동거 기독교 100- 150 아버지 두부와 경부의 림프관종 80 21(14) 5/ 12 남

사례 7 80 여 부인 동거 천주교 없음 아들용돈 만성신부전, 폐렴 27 33 (30) 80 남

사례 8 47 남 남편 동거 무 250- 300 맞벌이 간암 8 25 (12) 45 여

사례 9 56 여 부인 동거 불교 100이하 부인 우측 뇌경색 5 13 65 남

사례10 36 여 부인 동거 불교 300 맞벌이 호치킨씨병 60 20 36 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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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은 환자가 4명, 환자와 배우자 모두가 1명, 부모가 4명, 아들이 1

명으로 나타나 질병과정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상태가 5명이었다.

2- 2)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

연령분포는 10세 이하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2명,

30대와 80대가 1명씩으로 평균연령은 35세였다. 남녀 성비는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이었다. 과별 분포는 외과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3명, 소

아과 2명 신경과 1명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실기간은 2주 이상이 6명

으로 가장 많았고, 입실 후 2일째가 1명, 3일에서 10일 이하가 3명으로 평

균 재실기간은 31일이었다. 중증도 APACHEⅡ score 분포는 30이상이 3명

으로 가장 많았고, 15- 19점, 20- 24점, 25- 29점이 각각 2명, 10- 14점이 1명

으로 평균은 23점으로 나타났다.

2- 3) 사례별 배경

사례 1 . 1년 3개월 된 남아(저산소성 뇌손상)로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어머니 잠깐 외출 후 돌아와 보니 환아가 유모차 손잡이에 목이 눌려있고,

구토 흔적 있으며 숨쉬고 있지 않아 응급실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 후 중

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주치의가 뇌사상태로 진단하였으며, 호흡기 치료와

혈압보조제 사용을 하고 있다. 주치의는 환아의 상태를 설명하며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중증

도는 APACHE 점수 25, 재원기간 40일이다. 중환자실 입원 초기에는 환아

의 조부모, 부모, 고모들까지 많은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면회 왔으나, 주치

의의 뇌사 선언 후에는 엄마만 매일 면회를 오고 있고, 가끔 고모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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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면회를 오고 있다. 특히 환아의 아버지는 근래에 거의 면회오지 않고

있다.

사례 2 . 9세 된 여아(간질 지속 상태, 폐렴)로 생후 4개월에 간질발작이

있은 후 성장장애 보이며, 전신대발작 있어 93년 이후로 7회 병원에 입원

하였다. 일상활동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앉히면 겨우 앉을 수

있는 정도이고, 용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신음소리 외에 대화도 불가

능한 상태였다 한다. 환아의 부모는 맞벌이 부부로 주로 큰 이모가 환아를

돌보았으며, 최근 2년 전부터 작은 이모가 이 환아를 키우고 있다. 최근 전

신대발작 후 호흡곤란과 의식 혼미 보여 응급실 통해 기도삽관 후 중환자

실에 입원하였고, 현재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호흡기 탈출을 위해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기도삽관한 상태이고 APACHE 점수

18, 중환자실 입실기간 22일이다. 환아의 부모는 3- 4일에 한번 면회오고

있으며, 주로 작은 이모와 친할머니가 매일 면회를 오고 있다. 대상자는 그

동안 환아를 돌보았던 작은 이모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

는 것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사례 3 . 65세 남자 환자(폐렴, 우측 늑막삼출)로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입원 3일 전 감기증세 있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은 후에도 상태 호

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있어 응급실 통해 일반병동에 입원하였으나 호흡곤

란 호소하며 산소포화도 급격하게 떨어져 기도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

여 호흡기 치료중이다. APACHE 점수 32로 중환자실 입원 6일째이다. 환

자는 발병 2개월 전 퇴직하였고, 딸 둘을 두었으나 모두 출가하고, 현재는

면담 대상자인 부인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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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 45세 남자 환자로 94년 췌장암으로 위풀 수술후 건강하게 지내던

중 복통으로 집 근처의 2차 병원에 입원하여 간질성 탈장으로 진단받고 호

흡기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APACHE 점수 15이고 중환자실

입원 4일째이다. 면담 대상자는 환자의 부인으로 수술 후 계속 중환자 가

족 대기실에서 상주하고 있다.

사례 5 . 7세 된 남자 환자(불안정성 피부, 하퇴부, 족관절부, 족부, 좌/ 우

측부견갑절편 이식 괴사, 폐쇄 및 소실)로 2000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왼쪽 다리의 불안정성 피부 제거 및 좌측부 견갑피편 이식술 위해 입원하

여 수술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재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극심한 뇌

기능 저하로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받고,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고,

혈압도 자주 떨어져 혈압보조제도 투여중이다. 입실 초기의 APACHE 점

수는 30이고 현재는 20이며, 중환자실에 현재 58일째이다. 면담 대상자는

환아의 부모로, 아버지는 직장도 나가지 않고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

머니는 부산인 집에 환아의 누나들을 돌보기 위해 가끔씩 내려갔다 오곤한

다. 환아는 2대 독자로 어머니가 신장이 좋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중 어렵

게 낳았다고 한다.

사례 6 . 5개월 된 남아(두부와 경부의 림프관종)로 출생시 부터 목과 가

슴에 종양이 있어 1월 말 첫 번째 종양 제거 수술하였으나 종양이 모두 제

거되지 않고, 계속되는 수술로 세 번째 수술 후에는 호흡기 치료를 장기적

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네 번째 수술을 하고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

태로, 입실 초기의 APACHE 점수는 21이고, 현재 중환자실 입실 80일째로

APACHE 점수 14이다. 대상자는 환아의 어머니로 24세에 결혼하여 3년

만에 환아를 낳았다고 한다. 대상자는 항상 웃는 얼굴로 면회를 오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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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아의 아버지도 밝은 표정으로 매일 면회 오고 있다.

사례 7 . 80세 된 남자 환자(만성신부전, 폐렴)로 30년 전 당뇨진단 받고

치료 중, 3년 전 신부전 진단 받고, 일주일에 세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왔던

환자로 폐렴으로 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현재는 호흡

기 치료는 받고 있지 않으나, 호흡이 불안정하고, 투석시 혈압이 매우 불안

정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 입실 초기 APACHE 점수 33, 중환자실

입실 27일째인 현재 APACHE 점수 30이다. 면담 대상자는 환자의 부인으

로 남편의 장기적인 질환 상태를 간호하느라 약간은 지쳐 있었으나, 중환

자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면회시간에 맞추어 면회를 오고 있다.

사례 8 . 45세 여자 환자(간암)로 94년 B형 간염진단 받고, 간이식 수술

후 집중치료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99년까지 직장생활 하였으며, 간

의 공여자는 환자의 딸이다. 입실초기의 APACHE 점수는 25이고, 중환자

실 입실 7일째인 현재는 APACHE 점수 12이다. 면담 대상자는 환자의 남

편으로 병원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간의 공여장인 딸도 입원중이다.

사례 9 . 62세 남자 환자(우측 뇌경색)로 10년전 오른쪽 고관절 대치술 받

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생활하다가 고관절 대치 재수술 위해 지방 모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치료 중 왼쪽 다리 마비증세와 의식 저하 있어 전원

하였고, 호흡이 불안정하여 호흡기 치료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APACHE Score 13이며 중환자실 입원 5일째이다. 대상자는 환자의 부인

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하여 농촌에서 주변의 일을 도우며 생활을

꾸려왔다고 한다.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으나, 아들은 군복무 중이고, 딸은

살림을 돕다가 최근에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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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 36세 남자 환자로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감기 증세와 전신

피로증세가 있어 병원 방문하여 호치킨씨 병을 진단 받았다. 집중적 관찰

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였으나 폐렴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삽관하

고, 호흡기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있다. APACHE Score 20이고, 현재

중환자실 입실 60일째이다. 면담 대상자는 환자의 부인으로 자녀 둘(초등

학생과 유치원생)이 있으나 이웃에게 맡기고, 중환자 가족 대기실이나 중

환자실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린 두

자녀를 가끔씩 면회시켜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2 . 연구도 구

본 연구의 도구로 중환자실 보호자의 경험을 질병 과정에 따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심층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면담 중 면담자가 직접 표기

하는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문항을 나누어 보다 선명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반구조화된 설문은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중환자 가

족의 경험을 큰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

는 항목들을 보충하여 만들었으며, 이는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3인의

간호사에게 검증되어졌다.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경험을 주로 면

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환자에 대한 정보와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환자의 중증도 등을 포함하고, 병원환경이나 의료진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의 변화와 지지체계 등을 면담의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반구

조화된 설문의 질문의 영역은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외에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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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변화, 불편감

2) 정신적 경험

3) 경제적 부담감

4) 환자의 상태나 예후에 대한 정보

5) 가족관계의 변화

6) 의료진에 대한 인식

7) 병원환경

8) 지지체계

9) 기타 불편감을 주는 경험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가족의 경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APACHE Ⅱ 로 평가하였다.

환자의 중증도 : APACHE Ⅱ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APACHE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Ⅱ :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환자 평가도

구로서 객관적이고, 생리적 변수에 근거하여 평가하는데, 간편하

고 시행자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Berger , 1992), 광

범위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고 다른 평가체계에 비해 신뢰수준이 높다. 고신옥 등(1999)

은 입실시의 APACHE Ⅱ 점수가 생존군과 비생존군이 각각 9±

5, 20±9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며, APACHE Ⅱ 점수

가 0에서 9점 사이에서는 사망률이 5%, 10에서 19점 사이에서는

27%, 20- 29점 사이에서는 54%, 그 이상의 점수에서는 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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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김갑동 등(1990)의 연구에 의하면

25- 29점인 경우 78%의 사망률, 30점 이상 100%의 사망률을 보

고하고 있어, 이 점수체계가 환자의 중증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신뢰성이 있는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환자의 질병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중환자실 입실 기준으로 입실 직후

와 열흘 이내, 마지막으로 열흘 이후로 장기화되는 과정으로 나누

었다.

3 .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내용을 질

환의 중증도와 질병 진행 과정에 따라 파악하고자 심층면담을 통한 귀납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연구이다.

면담을 위해 대상자와의 신뢰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수적이므로 1회 이

상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후 연구에 동의하는 가족과 면담에 임하

였으며, 본 연구에 앞서 3- 5명의 가족과의 면담을 통한 사전조사를 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족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가족의 경험을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중환자

가족의 경험을 서술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의 요구가 환자의 중증도와 질병과정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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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은 반구조화된 설문으로 가족의 경험을 면담의 방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정보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중환자 가족 대기실이나 병원의 벤취,

기도실 등에서 2001년 4월 17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면담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를 받았으며, 적어도 두 번 이

상 면담하였고 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80분이었고, 대상자의 허락

을 얻어 녹음하거나, 기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질병과정과 중증도

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반구조화된 설문의 문항에 따라 서술하였고, 대

상자의 경험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고딕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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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1. 정 신적 경험

1- 1. 중환자실 입실초기

정신적 부담감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가장 높은 수준의 고통스런 경험

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극도의 정신적 상태를 10으로 본다면 대부분 8- 10

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한다. 특히 중증도가 매우 높거나 예후가 좋지 않

은 환자의 가족의 경우 표현 자체를 회피하고 면회시 환자의 손을 잡고 멍

하니 응시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왕력이 없고, 갑작스런 발병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당혹

감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매우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정신적인 경험에서는 질병과정에 따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입실

초기에는 당황함,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

도의 공황상태로 환자 상태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고 한다.

뭐 한마디로 기가 딱 막혔죠. 이젠 어째야 하나 아무런 생각이 안들더라구

요.(사례 10)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애 아빠한테 연락

했는지.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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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게 뭔가 싶더라구. 이렇게 (중환자실에 올 정도로)심할지 몰랐지.

(사례 3)

처음에는 이러다가 죽는구나 했지. 그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 첫날 면회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호스 꼽고, 말도 못하고, 불

러도 눈도 안 뜨고 그러니 이놈이 장가도 못 가고 몇 년간 수술만 여러 번

받고, 저렇게 고생하다 가는구나 해서 불쌍해서 아무 생각이 안나고 눈물

만 났어.

1- 2. 중환자실 입실 초기 이후

중환자실 입실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황함 놀라움 등의 경험은 무력

감, 불안함, 조급함, 안타까움, 후회 등으로 바뀌어 간다.

미치겠어. 방관자 아닌 방관자지 뭐. 내가 이렇게 손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사례 3)

아이(환아) 누나들 돌보고 있으면 아이가 걱정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만 나고... 말로 다 못하죠. (사례 5)

맨날 상태가 거기서 거긴거야. 뭐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쁘지도 않고, 빨

리 결정이 나야지 원. (사례 2)

우리 아이가 잘 견디죠? 많이 힘들텐데, 얼르면 웃고... 빨리 좋아져야죠.

지금쯤이면 뒤집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맨날 누워있어서. 그냥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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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사례6)

처음 보름동안은 내 물만 먹었다. 배도 안고프고, 내 아들이 왜 이러나 해

서, 술만 먹고 다녔다. 어쩔 땐 밤새 소주 13병 먹고, 취해 보려고 했는데

술도 안 취하더라.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사례 5)

감기라고 너무 쉽게 알고 약국에서 그냥 약 지어서 먹였는데, 그냥 좋아지

겠지 하면서 시간을 끈게, 그게... 이렇게 안좋을 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게... 병원에 더 일찍 올 걸. (사례 3)

질환 초기의 당혹감 경험 후에는 질환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면회에 와서 환자를 닦아주고, 정서적 지지를 하며 본인의

정신적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남들이 어떻게 견디냐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난 엄마니까. 어떻해 해요. 이

렇게라도 해야죠. (사례 6)

선생님이 아침 사진에 오른쪽 폐가 좋지 않다고 그러다라구요. 그래서 이

렇게 두둘겨 주래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예

요. (사례 5)

여보, 숨 잘 쉬래. 호흡기 맞춰서. 많이 힘들지? 나 밖에 계속 있어. 걱정

마. (사례 3)

때로 가족은 사소한 일에 죄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환자가 질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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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하는데 볼일이 있어 화장을 하고 면회 들어오면서 지우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 루즈만 지웠는데, 그냥 환자한테 미안하다고 느끼거나, 표현하

거나, 다른 가족들과 수다떨다가 웃을 일이 있어 웃다가 갑자기 죄스런 마

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한다.

환자와의 관계가 대부분 배우자이거나 부모였으나 사례 2의 경우는 환아

를 키워왔고, 매일 면회를 오고 있는 이모가 면담 대상자였다. 이 경우는

정신적인 거야 뭐 말로 못하지. 이를 어째? 나야 이모니까 그렇다 치지만

얘 엄마가 더 힘들겠지. 게다가 돈까지 벌어야 하니까 매일 면회도 못오고

라고 표현하며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정신적 부담감이 적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가족 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가족은 부담

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정미애, 2000)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2 . 신 체적 변화 , 불편 감

2- 1. 중환자실 입실 초기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질병과정이 초기일수록 가족의 신체적 불편

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한다.

초반에 위험하다고, 얼마 안남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중환자실 앞에만 계

속 있었어요. 그 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한지 어쩐지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도 뭐,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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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살이 많이 빠졌죠? 기미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제 몸이 중요하겠어요?

(사례 10)

뭐 그렇죠. 아이는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사례 6)

환자가 중하지 내가 중한가. (사례 8)

또한 이전에 기왕력이 있어 병원에서의 입원생활을 많이 한 경우는 중환

자실의 입실로 인해 오히려 신체적 불편감은 적어졌다고 표현한다.

나 면회시간만 와. 그전에도 계속 병원 다녔으니까, 내가 힘들었지만 지금

은 간호사가 다 봐주니까, 나야 면회 들어가서 이것 저것만 살피고, 말하고

오면 되니까. 집에서 많이 쉬고, 전에 비하면 뭐. (사례 7)

입원실에 가면 환자 가족이 많이 불편하지. 여기야 뭐. 대기실 가서 자면

되구. 집에서도 워낙 환자라서 내가 많이 힘들었지, 차라리 여기는 내가 편

하지. (사례 9)

2- 2. 중환자실 입실 초기 이후

질병과정이 장기화될수록 특히 집이 지방인 경우는 병원에 계속 상주하

는 이유로 피곤함, 불면,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표현을 하였

다. 오가실(1993)은 만성질환자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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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게 되며 환자 간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수행

해야 하며, 결국 역할이 과중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며 휴

식이 부족하여 피곤해져서 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소화도 안되지 그냥 먹어야 하니까 먹는 거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원. (사

례 3)

집이 부산이라 그래 여(서울)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대기실)에서 사

는데, 그런 북새통이 없는거야. 많이 자면 예닐곱 명도 자고, 이 좁은데서

그래 많이 불편하지.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면 사먹지만 벌써 두 달인데

어째 다 사먹나. 맨날 라면만 묵지. 근데 살이 찌네. (사례 5)

누워있고, 쉬는 시간은 많은데, 잠이 잘 안와요. 금방이라도 아이가 깨날

것 같구. (사례 1)

오래 있다 보니까 대기실에서 그냥 살았죠. 바닥이 전기기도 하고, 며칠은

괜찮지만 나처럼 몇 달 산 사람은 골병들기 딱 좋아요. (사례 10)

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면회 때만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마

음이 많이 힘들죠 뭐.(사례 6)

며칠 있었다고 힘들겠어? 그런데 저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참 힘들겠어.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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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 제적 부담 감

3- 1. 중환자실 입실초기

이는 중증도에 상관없이 평상시 소득과 보험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즉 질병 과정이 초기이거나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는 경제적 부담감에 대해 크지 않다고 한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애 아빠가 버니까. (사례 1)

며칠 안되니까... (사례 4)

돈이 문젠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부담하고 있음) (사례 5)

3- 2. 중환자실 입실 장기화

질병과정이 장기화 될수록 경제적인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표현하였다.

소득 수준이 부부가 맞벌이하여 높은 경우도 장기화 기간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아이가 93년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때부터 병원 다녔으니까. 맞벌이를 해도 감당

이 안돼요. 얘 동생도 둘이나 있거든요. 그 애들 잘 키워야죠. 병원비 못내

니까 퇴원시키겠다고 하는데 의사는 그럴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입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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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꼽지(기도 삽관) 말아달라고 했어요. 어자피 고치지도 못하는 병인데,

그런데 어제 가니까 꼽아논거야. (사례 2)

병나기 전까지 우린 맞벌이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것도 한계가 있

죠.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까말까 고민했어요. (중환자

실에서 2개월) (사례 10)

우리 많이 부담 돼요. 어떻게 해요. (4회의 수술과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

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사례 6)

질병과정이 장기 되지 않은 경우도 소득 수준이 낮고, 질병상태로 인해

경제적 수입원이 변화한 경우도 부담감을 크게 표현하였다. Oberst 등

(1989)은 수입이 적을수록 부담감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백명화(1991)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부담감이나 생계의 위협은 부담감과 정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에도 (환자가) 아파서 내가 돈벌었지. 얼마 벌었겠어. 어디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 농장에서 일 도와주고 품삯 받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올라와 있으니까. 시골 살림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병원비가 제

일 걱정이야. 여기 사람들(중환자실 가족)이 사회사업과에 가서 알아보라는

데, 갔더니 장성한 아들이 있어서 힘들겠다구...(사례 9)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라도 경제적 지지체

계가 있는 경우는 경제적 부담감을 낮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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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아들이 병원비를 많이 내. 다른 아들들도 다 보태고, 그러고 보면 난 행

복한 노인네지 뭐. (사례 7)

4 . 환 자상 태나 예후 에 대 한 정 보

전반적으로 환자의 상태나 예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의사 혹은 간호사에

게 설명을 듣고 있다고 하였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면담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질환 초기에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하죠? 상태

가 어때요? 등의 막연한 질문이 많은 데에 비해 질환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 상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져, 환자의 피부 상태나 인공호흡기

의 변화, 심전도의 변화, 투약(혈압보조제 등)상태의 변화 등 구체적인 환

자 상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여기(수술부위) 소독 좀 해야 될거 같애요. (사례 6)

목이 접혀서 빨개졌어요. 약 좀 발라주세요. (사례 5) 약(혈압보조제)을 점

심때는 8(cc/hr)이였는데 지금은 6인데, 혈압 괜찮아요? 선생님이 더 내릴거

라고 그러데요. (사례 5)

오늘 투석할 때는 혈압 안 떨어졌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말을 좀 알아

듣는 것도 같애.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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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좀 더 부은 것 같애요. 소변이 잘 안나와요? (사례 10)

그러나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는 환자의 중증도

와 상관없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사례 1의 경우 중환자실 입실 후 이

미 뇌사라고 판단하였으나 가족들은 얼마나 여기 있게 되나요? 혹은 왜 말

을 못하죠? 라는 질문을 하며 빨리 나아야 누나랑 놀지라며 환자를 어르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뇌사라는 의사의 설명 후 다른 가족들은 면회시 울거

나 면회도 오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환아의 어머니는 기적이 있었으

면 하면서도 의사선생님 말 안믿을래요 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는 질병에 따른 심각성보다는 지각된 질병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

도가 심각해진다는 보고(Sacks et al, 1990)와 동일한 결과이다.

5 . 가 족관 계 변 화

질병과정이 길지 않거나 중증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 변화가 많

지 않다고 표현한다.

며칠 안되니까, 그리고 아이도 다 컸고..(사례 4)

딸 만 둘이야. 다 시집갔고, 오늘이 외손주 돌인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병

이 나서 있으니, 외가에서는 아무도 못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

지. (사례 3)

아들들이 다 커서. (사례 9)

- 32 -



자녀의 질병은 부모의 긴장 상태를 형성하며 가족의 안정상태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녀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와 가족체제 내

의 구성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Minuchin , 1974). 질병과정이 장

기화되면서 환자 이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한다.

아이(환아) 위로 누이가 둘이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아 엄마가 여 계속

있으니까 엉망이지. 중간고사 시험기간이기도 해서 엄마가 내려가기로 했

다. (사례 5)

내려가 보니 애들이 밥도 하나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사례 5)

쟤(환아) 하나 때문에 네 사람이 힘든 거예요.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러니

까 주위 사람들 없이는 저 아이를 절대 키울 수 없어요. 다 지쳤죠. (사례

2)

얘(환아) 때문에 식구들 6명이 직장도 안가고 매달려 있어요.(사례 1)

질병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긍정적 변화된 가족 간의 관계를 표현

하기도 하였다.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들은 다른 가족이 나

눔으로써 부담감을 덜 수 있고 이에 대해 고맙다고 표현한다.

막내며느리가 제일 잘 해. 면회도 제일 많이 오고, 나랑 말동무도 해주고.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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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자기 아플 때는 그러더니, 몸 좀 나아지니까 면회도 다니고... 엄

마 걱정 많이 해. 참 대견하기도 하구... 텔레비전 보니까 그러더라구 이식

하면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다고. (딸이 간의 공여자고, 어

머니가 간의 수여자임) (사례 8)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의 두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 아빠 때문에 신경

을 못써서 정말 미안해요. 친한 동네 언니가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아이들이 아빠가 아픈 사이에 어느새 어른스러워졌어요.

애 어른이 다 된거 있죠.(사례 10)

남편이 많이 힘들거예요.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런데도 저한테 힘을 많이

줘요. 고맙죠. 당분간은 아이 동생 낳을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례 6)

그러나 긍정적이지 않은 가족관계 변화도 볼 수 있었는데 환아를 둔 경

우,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번갈아 가며 면회오고 병원을 지키는 데(사

례 5, 사례 6) 비해서 사례 1의 경우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

고(어머니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아이가 유모차 손잡이에 목이 눌려 질

식)로 인해 뇌사가 결정되자, 그 전에 계속 방문했던 환자의 아버지나 친

지들은 한사람의 고모만 제외하고 거의 면회를 오고 있지 않았다. 면담시

대상자인 환아의 어머니는 이에 대한 질문에 회피하였으나 심한 가족관계

변화를 관찰로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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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병 원환 경

환경에 대한 인식은 중증도가 급성으로 높을 경우는 병원환경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표현하며 불편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글쎄요, 제가 별로 이용하지 않아서, 그럴 겨를이 없어서(사례 1)

이 좁은 방(대기실)에서 대여섯 정도가 자. 아무래도 좁지. 어제 처음으로

넓게 세명이 잤어. 하지만 환자 생각하면 잠자리가 중요한가. 처음 중환자

실에 오니까 이런거 저런거 하나도 안보여.(사례 3)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얼마나 있는다고...(사례 4)

이래저래 보호자들은 불편하지 뭐,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가 환자가 좋아져

야지.(사례 8)

병원이 다 그렇지 뭐. 아픈 사람 위해 있는 거니까.(사례 2)

저야 다른 데 갈 일 없었으니까 괜찮지만 한번씩 오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

든가봐요.(사례 10)

면회시간에만 맞춰 오니까 별로 모르겠어. 그냥 여기(중환자실 앞)가 좋아.

의자도 편하고.(사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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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병 과정이 장기화 될 수록 가족들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병원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첨 여(대기실) 왔더니 잘 수 있는데가 아닌 거라. 냄새나는 이불이 산더미

고, 먹다 남은 음식, 냉장고는 또... 그래 내가 우리 주치의보고 여서 자라

고 했다. 행정부원장은 여기가 대기하는 곳이지 자는 곳이 아니란다. 내

참,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보고 어디 가라하나. 그리고 아무리 그래

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째 방이 하나고. 그리고 마누라가 혼자 잘 때도 있

었는데, 아무나 밤 12시가 넘어도 문을 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비보고

내가 여기 순찰 돌라고 했다. (사례 5)

질병과정이 장기화되어도 집이 멀지않아 휴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병원

환경 특히 중환자 가족 대기실에 대한 요구도가 크지 않았다.

초반엔 여기서 좀 잤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왔다갔다하니까. 집도 가깝고

해서.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괜찮아요.(사례 6)

7 . 의 료진 에 대 한 인 식

대부분 가족들은 스스로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환자의 목

숨을 의료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환자를 맡긴 입장이라며 의료진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매일 의사 선생님이 설명 잘 해주세요. 의사(전공의)가 바뀐다고 저 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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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고 그래요. 우리 아이 많이 이뻐해 주셔서 많이 고맙죠. 간호사 선생

님들도 너무 고맙구요.(사례 6)

○박사님이 좋아. 몇 년을 겪었는데, 항상 수줍고 잘해주지. 간호사들이 잘

봐서 환자가 좋아지는 것 같애. 그냥 빈말이 아니라 잘 해주더라고. ○박사

님이 병실 가자고 할 때까지 나는 그냥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었으면 해.

아무래도 보호자보다는 간호사들이 훨씬 잘 보니까.(사례 7)

글쎄, 간호사한테는 더 바라는 건 없어. 잘해 줘.(사례 5)

여기 간호사 아가씨들이 참 좋아 예. (사례 9)

설명 잘 해주시지. 그래도 젊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사례 3)

큰 병원이 이래서 좋아요.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환자를 잘 보죠. 조그만 병원 다니다가 너무 늦어서 병 키워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난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기에 일부러 이 병원으로 왔지.

그리고 병원장님한테 수술해 달라고 막 졸랐어요.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

○○선생님이 병원장님을 네시간이나 찾고 병원장님이 수술하려고 그 밤중

에 달려오셨지 뭐야. 어찌나 고맙던지.(사례 4)

우리 박사님은 설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이 얼마나 말을 잘

해주던지. 재수술 받고 내가 많이 울고 하니까 내가 먼저 병나겠다고 위로

많이 해줬어요.(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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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자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은

각기 다른 표현을 하였다.

빨리 결판이 나야 하는데,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 거 같애.(사례 2)

다 잘못한 게 없다는 기라. 정형외과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마취과도

그래 말하고, 그럼 누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막 욕하고 해대고

그래. 내가 난리 피니까 하루에 세 번씩 나 찾아와 설명해 줘. 근데 설명하

면 뭐해. 우리 아가 저래 아무차도 없이 누웠는데, 나 때문에 죄 없는 전공

의가 맨날 진땀빼지. (사례 5)

환자의 예후가 나빠 의사가 반복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며 포기 할

것을 설득한 경우는 이를 회피하고 싶어하거나,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있었

다. 이는 만성질환아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이현성(1988)의 연구에서 아이

의 상태에 대해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과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

에서 지켜보는 것을 매우 높은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선생님이 맨날 무서운 말만하고, 빨리 포기하라고만 해요. 뇌사니까 가망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생님을 피해요. 너무 나쁜 말만 하니까.(사례

1)

주치의 선생님이, 난 흉내도 못내겠어요. 매일 아침 회진을 마치면 뜻은 같

지만 비유가 다른 말을 했어요. 폭풍 앞에 촛불이라는 말을요. 다른 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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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기억 안나요. 처음에는 그런 말 듣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요? 매일 울고 절망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밉더라구요. 구래서

주치의 선생님 말은 듣고 그냥 흘렸어요. 보호자들은 밖에 있으니까 그 마

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 아픈지 몰라요. 환자 상태에 대해 정확한 설명

도 좋지만 안좋은 말만 하니까 서운하더라구요. 근데 내가 전공의 선생님

한테 정말 희망이 없는거냐구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말 말

라고 했어요. 환자가 저렇게 잘 견디고 있는데, 가족이나 자기나 그냥 열심

히 최선을 다 해보자구.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정말 고마워요.(사례 10)

8 . 지 지체 계

오가실(1995)에 의하면 지지체계를 배우자와 친척, 친구와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별적인 자원의 지지와 의료전문가나 지지기관들의 전문적

자원에 의한 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면담 결과 지지체계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병

원에서 환자로 인해 살림 할 시간이 없는 가족의 육아를 도와주거나 정신

적으로 힘들 때 중환자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하기도 하였

다. 중증도가 높고,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을 경우 가족은 다른 중

환자 가족과 대화하기보다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질병과정이 장기화 될수록 중환자의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대화를

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다. 특히나 환자와의 관계가 같은 경우(환아를

둔 부모)는 그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함을 볼 수 있다. 즉 함께 식사를 챙

겨주기도 하고, 함께 외출을 하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즉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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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가 별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을 한탄하는 가족에게 다

른 환자 가족은 거기는 숨이라도 혼자 쉬죠? 우리 애는 숨도 하나도 못

숴요. 이게 벌써 두달짼데 라며 위안을 하고, 이 위안을 한 사람은 중증도

가 더 높은 환아의 부모를 보고 위안을 받고, 가장 중증도가 높은 환아의

부모는 아직 젊기에 아이를 또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주위의 다른 중환자

가족들의 말에 위안을 얻고 있었다. 이처럼 중환자 대기실의 중환자 가족

은 서로를 위안하며 훌륭한 지지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 고모가 세 분이 있는데, 고모가 있으니까 좋아요. 난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어서 몰랐는데... 의지가 많이 되요.(사례 1)

그 고생을 큰 이모가 다 했어요. 나는 그래도 이 아이가 좀 큰 담에 본거

고, 나랑 아이 친할머니랑 큰 이모랑 돌아가면서 아이를 봤어요.(사례 2)

다른 보호자들이랑 조금씩 얘기해.(사례 3)

아 고모가 여덟인데, 다 죽은기라. 아무도 없지. 내가 여기 제일 오래 있는

기라 퇴원한 보호자들하고도 연락한다. 가끔 아 깼냐고 전화도 오고, 그 집

가서 술도 묵고.(사례 5)

없어요. 형제들이 없으니까. 아이 할머니도 마음만 아프죠. (사례 6)

막내 며느리가제일 잘해. 면회도 자주 오고. 나랑 말동무도 해주고. 아들들

이 다 잘해.(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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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친정이 이 근처라 밥도 해다주고 해. 천만다행이지. 밥까지 사먹으

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얼마야. 다 사는 게 어려워 같이 돕고 살지도

못하지. 자기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우리도 이제껏 그랬고...(사례 9)

이웃에 사는 친한 언니가 제일 고마워요.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

어요. 그런데 그런 내색 안하고 잘 돌봐줘요. 진짜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

인거 같애요. 솔직히 애들 큰아버지한테 많이 서운해요. 상태 안좋을 때 포

기하자고, 동네 병원가서 편히 임종 맞자고 그랬었거든요. 저랑 시어머니랑

우겨서 그렇게 안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례

10)

9 . 기 타 경 험

사례 2의 면담 중 대상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종료되기를 원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의료진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자 갑자기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가족이라며 면담에 끼어 들며 이것

저것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검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의료사고

의 여부를 묻기도 하였다. 30여분을 이야기 한 후 면담을 마쳤다. 그런데

사례 6의 대상자가 다가와 저 사람이요, 사기꾼이예요. 검사라면서 다 참견

하고 다녀요. 저 아저씨(사례 5)한테는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구요, 약간 정

신이 이상한 것도 같애요. 그래서 저는 피해 다녀요. 웬만큼 병원에 오래

있었던 보호자는 다 알아요(사례 6). 신경외과에 환자 이름은 있었으나, 중

환자의 가족이 아닌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었고, 병원의 안내에게 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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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렸다. 그러나 안내도 이미 진짜 검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그 후 그 사

람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병원의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중환

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현재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도난사고나 불미스런 사

고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조심하고 있고, 우리 마누라가 혼자 여서

자야는데, 밤 12시도 좋고, 새벽에도 아무나 문 열어보는 기라. 그래 아이

다 싶어 경비한테 밤에는 적어도 두 번씩은 여기 순찰 돌라켔다. 그리고

여 앞에 보이죠? 밤 12시 이후에는 문 잠그겠다고 써 놓고 문 잠그고 있다

고 한다.

질환 과정이 오래된 가족의 경우 병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이 지방인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잠자리는 중환자 가족 대기실에서 하

고, 식사는 대부분 사먹게 되는데, 가끔 가족 중 반찬을 싸와서 대기실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화재위험 때문에 개인의 전

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례 5의 경우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안해묵고 깨끗하게 밥솥만 쓰는데, 지들이 밥 사줄끼가. 한 두끼도 아니

고 어째 계속 사묵노. 나 있을 때 머라카면 가만히 안들끼다라며 불만스러

워 하였다.

면담 중 문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문헌에서 가족 경험에서 여가나

휴식 등의 항목이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대부분은

현재는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아가 저래 누웠는

데 휴식, 여가가 어딨노, 산책, 산책이 다 머꼬?라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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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가족이 대부분 생활하는 곳은 중환자실 앞과 가족 대기실이다.

이곳은 항상 중환자실 내부와 연락할 수 있도록 인터폰이나 전화가 필수

다. 그러나 인터폰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전화가 울리는 경우 가

족은 첨엔 대기실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하는기라(사례 5), 밤

12시 넘어서 환자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대기실에서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봐. 4신가? 전화가 오더니 나를 찾는거야. 어찌나

놀랬던지, 중환자실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 몰라. 들어갔더니 면회하고, 뭐

적어주데, 사다달라고. 면회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루룩 풀려버리더라구

(사례 4)라는 등의 당황스럽거나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아기 이

름 부르면 혹시 우리 애 정신 돌아왔다고 연락 온 게 아닐까해요. 근데 아

니더라구요(사례 5)라며 희망을 꿈꾸기도 한다.

가족 중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아 뇌사로 판단한 경우(사례 1, 사례 5)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며칠 전 TV를 봤다. 6년만에 깨난 사람이 있다하더라. 일러치면 오늘 호흡

기 떼고 죽기로 했든데, 식구들이 하루만 미루자고 했는데 바로 그 날 깨

난거야. 하루만 늦었어도 그 사람은 죽은거지. 요즘엔 기적적으로 식물인간

에서 깨난 사람 얘기만 들린다. 내가 직접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한다. 정말

기적인거야. 우리 아이한테도 기적이 있었으면 한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

기 때문에 포기 못한다. 끝까지 할거다(사례 5)

깨날 확률이 없으니까 맨날 포기하라고만 해요. 얼굴 볼 때마다. 그래서 내

가 의사선생님 피해 다녀요. 하지만 최선을 다 해볼래요.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있을 수도...(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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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가 함께 공존하는 중환자실의 환경은 가족들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희망을 주는 장소이다. 환자의 상태의 작은 변화에도 가족은 희망을 갖기

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

이라는 표현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꿈을 꿨어요. 아이의 호흡기를 띠었다고, 집으로 전화가 온 꿈이요. 그래서

면회올 때 막 뛰어왔어요. 근데 호흡기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도 호흡기의

호흡횟수를 쪼금 줄였대요(사례 6).

다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정신이 있는 환자에게 고통이지만 밖에서 시신

이 나가는 것을 보고 가족들도 많은 동요를 보인다. 오열하는 사망자 가족

주변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초조해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며 특히 환자

가 다른 환자의 사망을 목격할 때 공포를 느끼게 되고 부정맥이 나타나기

도 한다(Greenberg , 1979; Vanson et al. 1980)는 결과처럼 가족은 환자의

정신적 불안감을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환자 괜찮아요? 저런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일반병실로

옮기면 안되요? 어떻게 해요(사례 4).

우리 애는 저런 거 모르겠죠? 알면 안되는데 그쵸?(사례 6).

환자가 치료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가족은 안타까와한다. 사례 8의

경우 환자가 기도삽관 상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제거했으며, 여의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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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기도삽관을 하고 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이에 대해 남편은

환자가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수술을 했거든. 근데 의사가 생각보다

는 환자의 상태가 좋다고 하는데, 환자가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참. 물론 수술하기 전에 이런저런 설명 다 했지. 그래도 듣는 거랑 직접 겪

는 거랑 틀리는지. 저렇게 힘들어하니 원. 그래도 잘 견뎌야지. 딸 애를 생

각해서. 아이구 참.(사례 8)

중환자실의 환자는 대부분 기도삽관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

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손가락으로 쓰거나 고갯짓, 입모양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은 이러한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환자가 불편하여 화

를 내기도 하여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먹어야지. 자기도 답답한지 막 화를 내.

그러면 나도 막 어쩔 줄 몰라 쩔쩔매지.(사례 3)

입에 호스 꼽고 있을 때는 나한테 말을 하고 싶은거 같은데, 내가 알아듣

질 못하니까, 오히려 간호사들이 더 잘 알더라구요. 간호사가 환자한테 손

가락으로 쓰라고 하니까 좀 알아듣겠더라구.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갑

갑해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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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환자 의 중 증도 에 따 른 가 족경 험

사망률 27%로 보고(김갑동 등, 1990)되고 있는 APACHE 점수 10- 19점

사이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실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가 5명중 4명(APACHE 점수 15이하)이었다. 이 경우는 병실로 이동한 후

필요한 간호에 대한 정보가 요구가 있으며, 앞으로 병실에서 직접 병간호

를 해야 하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거나,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

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기도흡인 등의 환자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일

반병실에서 제대로 환자의 관리가 될 것인가 우려하며 자신 없어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중환자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기에 안도하며, 다행스러워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가 중환자실의 기계적 소

음과 밝은 조명등의 환경에서 벗어나, 아늑하고 조용한 병실로 갈 수 있다

고 가족들은 기뻐한다.

APACHE 점수 20- 29점 사이는 김갑동 등(1990)이 사망률 54%로 보고

하고 있는 바, 대상자 중 3명이 속하였다. 이 중 2명은 저산소성 뇌손상으

로 주치의가 뇌사로 선언하거나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환자의 상태

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열두 번씩 오간다고

할 정도로 큰 정신적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대상자인 환자 부인은 항상 기

도하며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

를 돌봐주는 이웃집 언니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환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을 당시 가망없는 퇴원을 제안했던 친지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면담 시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회복단계에 있어 희망을 가

지고 있었으며, 감사해하고 있었다.

비생존군으로 분류하고(고신옥 등, 1999), 100% 사망률로 보고(김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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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0)하고 있는 APACHE 점수 30점 이상의 환자 중증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명이었다. 이중 1명은 과거 질환 경험이 없어 어쩔 줄 몰라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정신적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먹어도 먹는 것같지 않고, 소화도 안되는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

였다. 또한 이미 출가한 두 딸만 있어 면회 오는 다른 친지는 거의 볼 수

없고, 중환자실의 다른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다른 의사를 만나보고 싶고, 다른 의사

에게 환자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특히 가벼운 감기려니하고, 별로 관심

을 두지 않아 병을 키운 것이 아닐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머지 대

상자는 오랜 기간동안 질병상태에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80세라는 노령에

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사망에 대한 가

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좀 편안히 계시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간의 간병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지

쳐서 중환자실에 환자가 있는 것이 훨씬 안심된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의

질환상태에도 자녀들의 환자와 부인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고 있어 다행이

라고 느끼고 있고, 자신과 시간을 많이 나누어주는 셋째 며느리에 대해 고

마워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질병과정에 따른 가족의 경험을

<표 2>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분석하여 나타난 개념과 개

념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은 범주는 <표 3>으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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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

다.

1) 질병과정에 따라 가족의 정신적 경험은 변화하며, 중환자실 입실 초

기에는 정신적 부담감이 가장 높다.

2) 질병과정에 따라 가족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변화하며, 초기에는 질

환의 원인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욕구에서 질병과정이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 환자상태에 관한 정보욕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간호에 참여

한다.

3) 질병과정이 중·장기로 진행함에 따라 가족의 병원환경 혹은 지지체

계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표현도 많아진다.

4) 집이 병원과 거리가 멀수록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고, 지지체계

에 대한 요구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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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이 장에서는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연구결과에서 나

타난 중환자 가족의 경험과 이에 관련된 환자의 질병과정 즉 입실 기간과

의 연관성, 중증도에 따른 경험의 차이, 가족관계에 따른 행동양상 등에 관

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질병과정에 따른 가족경험의 양상은 <표 2>와

<표 3>을 통해 요약하였다.

1. 질 병과 정에 따른 중환 자 가 족의 경험

질병과정에 따라 중환자 가족의 경험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 질환 초기

질환 초기의 가족은 주로 정신적 경험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당황함, 놀라움 등이 주경험이 된다. 이는 이전 질환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환자실 입실이 처음인 경우는 모두 유사하다. 환자의 상태가

다른 어떤 것 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신체적 불편감이나, 경

제적 부담감, 병원 환경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서술하며 환자에게 모든 것

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의 병원선택은 의사의 지명도

와 의료기관의 우수성에 의지(조우현 등, 1992)하며 다른 환경적 요소는 소

홀히 한다. 대부분의 대학부속 병원은 가족들로 하여금 이러한 욕구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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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킨다.

또한 가족은 익숙치 않은 환경과 환자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보

조기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환자를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중환자실 입실 초기의 가족들은 환자의 예후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

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여도 이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서 믿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전 질환경험이 없

을 때는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저지경이 되었다고 하며 병원의 치료에

있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어 환자 질

환에 대한 설명은 몇 % 생존 가능성이 있다거나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있

게 될 것이다라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

론 의료진이 환자 예후에 대해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은 가족들의 정신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진에 대

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적 위기를 맞게 될 때 속이탐을 경험하며(노은선 등,

1997), 이는 가족의 일원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일 때

가족들은 구조적, 경제적, 정서적 불균형 상태에서 긴장하게 되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상상함으로써 위기를 경험한다

(Sharon , 1978)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중환자실의 입실이 모든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지는 않는

다. 만성적인 질환 상태로 가족이 많이 지친 가족의 경우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그간 고생 많았던 환자에 대해 이렇게 앓다가 가는구나라는 안타까움

도 있으나, 집중적 환자 관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입실함으로써 이전의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감을 덜 수 있어 부담감이 약간은 감소했고 안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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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간 환자간호에 많이 지쳤으므로 피로감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은 때로 중환자실의 입실을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고 생각하여 도리를 다했으므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고 한다.

중환자실의 입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두 가지로 인식되어진

다. 즉 수술환자의 경우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있게되는 곳으

로 별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곧 병실에 갈 수 있다는 인식과, 환자치료에

있어 마지막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두 경우는 인식의 출발은 다르지만 중환

자실에 가면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중환자실에 대한 이전 인식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비슷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온 환자는 세 가지 사례가 있었으나, 이 중 두 사례는 수

술 후 예견되지 않고 중환자실 입실 한 경우로 두 경우의 정확한 경험의

차이는 알 수 없었다.

입실 초기의 가족은 자신의 신체적 불편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며, 경

제적인 부담감에 있어서도 일단 환자를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표현처럼 우

선시 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질환 이전 경제적 상태가

매우 낮아 모아둔 재산이 없고, 질환으로 인해 수입원을 잃은 경우는 질환

초기임에도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호소하였다. 나름대로 사회사업과를 찾

거나 친인척을 찾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려 동분서주하기도 한다.

가족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입실 초기에는 환자에게로 모든 관심이 집중

되므로 가까운 모든 친인척이 모두 환자를 걱정하며 면회하고, 지지체계를

이룸으로써 부정적 변화보다는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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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입실 중기

이 시기의 특징은 중환자실에 적응하는 시기로 질병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초기의 정신적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신체적 불편감이나 경제

적 부담감을 느낀다. 그리고 환자의 질환이 별 차도를 보이지 못할 때, 장

기화에 대한 우려로 조급함과 불안함을 경험한다.

신체적으로 중환자의 가족은 수면장애, 소화불량,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

다. 입실 초기에는 배 고픈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몰랐으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환자의 상태로 인해 먹어도 소화가 안되고, 마지못해 환자를 위해

먹고 있으며,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하는 일은 없는데 피곤하다고

표현한다.

경제적으로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과 상병으로 인한 수입부재로 생활비

부족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환

자의 상태 호전으로 인해 경제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더욱 더 환자의 간호에 열중한다. 경제적 상태가 높거나, 병원비를 보험사

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경제적 부담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나 예후에 대한 질문도 초기의 전반적인 것에서 변화하여,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관심을 갖는다. 피부 상태나 혈압보조제의 용량의

변화에 주목하며, 진단명에 따라 폐렴의 호전 여부, 경련 여부, 출혈여부,

심전도의 변화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환자에 대한 초기의 전적인 관심에서 점차로 가족 모두에게로 관심의 범

위가 넓어지는 시기로 집에 남아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걱정을 하게 된다.

지지체계도 초기에 있었던 긍정적 변화를 지나, 환자에 대한 다른 친지

들의 관심여부에 따라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환자

에 대한 관심에 대해 고마워하기도 하며, 자녀양육이나 집안 살림 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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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역할 분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중환자 가족과도 상호

관계를 맺는 시기로 비슷한 진단명을 가지고 있거나, 환자와의 관계가 유

사한 경우- 환아를 둔 부모, 환자의 부인 등- 집단을 이루어 정보를 주고받

거나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었다.

병원환경에 대해서도 초기의 무관심이나 중요치 않다는 생각에서 변화하

여 중환자 가족 대기실을 이용하며 경험하는 불편감 등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으며, 간혹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1- 3. 입실 후 장기화

이 시기의 특징은 질환에 대한 가족의 이해도가 높아져 적극적 간호에

동참하며,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가족관계

변화나 지지체계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인 경험은 환자의 질환상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거나, 조급함, 후

회, 무력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중기와 큰 차이는 없으나, 중환자실에서

모든 사람이 이 시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상태가 호전되어 병실

로 이동한 가족을 부러워하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보며 아직 환자

가 살아있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적인 경험 역시 중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체적인 불편감을 완화

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집이 병원과 가까운 경우 병원에서 더

이상 상주하지 않고, 면회시간에 맞추어 다니고 있었고, 병원에 상주하는

경우도 운동 삼아 절에 걸어다니거나 시간이 되는 대로 잠을 자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도, 치

료가 장기화되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없어

지거나 줄어듬에 따라 생활비의 부족, 혹은 이후 과정에서 보여질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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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예측하며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극도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치료의 중단을 생각하기도 한다. 사례 2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중단의 형태인 No CPR(심폐소생술 거부)(김선옥,

1999)의 의사를 밝혔으나, 환자의 중증도 등을 파악한 의료진이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역할 변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즉

집안 살림을 누가 도와준다거나, 자녀의 양육을 누가 도맡아 한다거나, 자

녀가 환자의 질환 상태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 하여 아이들이

어느새 애어른이 다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긍정적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환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더 이

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친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거나, 더 이상 부탁

할 수 있는 친지나 친구가 없어 고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중환자실의 다른 가족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한 가족은 다른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환자의 손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한 가족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다른 가족들도 모두 손이 부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은 중환자

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특히 장기적인 환자의 가족은 병원과

환자에 대한 정보가 많으므로, 입실초기의 가족은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

는 정보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다. 중환자실 가족 관리에 있어 장기화된

가족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질병과정이 장기화 될수록 가족의 요구가 정서적 지지나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요구, 병원 환경, 환자

의 치료 및 간호 정보, 종교적지지, 심리적 인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다.

여기서 중환자실 재실 기간과 상관없이 장애를 진단 받은 사례 2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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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문헌들에서 볼 수 있는 결과와 동일한 경험을 볼 수 있다.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이며, 동시에 슬픔과 죄의식으로 심

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로서 자존감이 저하되며, 분노와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 결국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사회 생활의 적응문

제까지 야기 시킨다(Zamerow ski, 1982)는 보고와 아이가 없어져 주었으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없어져 주었으면 이라는 죄스러운 생각이 존재한다고

유영아(1996)의 수기집에서 서술하고 있고, 오숙희(1997)는 자식이 아니라

웬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례 2의 대상자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계속이야. 빨리 결판이 나야지 이건 해두 너

무해라며 환아가 더 이상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

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 앞에서 환아의 친할머니

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저 노인네라며 혀를 차는 모습이나 험담을 하는 모

습으로 보아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반응은 부모의 성격이나 생활, 사

회적 지위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죄의식,

양가감정, 절망, 좌절, 분노, 수치심,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죄의식

은 적대감과 거부, 파괴적인 느낌으로 자녀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까

지 가질 수 있으며 출산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느끼게 된

다(이경희, 1985).

이 외에도 사례 6의 경우 질환이 장기화되자 다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을 돌보아야 하므로 다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송성자(1986)의 보고와 연구에 참여한 어머

니들이 다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였다는 장효순(1997)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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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 자의 중증 도에 따른 가족 의 경 험

대부분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가족의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단지 중증도가 APACHE Ⅱ Score 15점 이하인 경우는 병실로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가족의 간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이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며, 환자의 상태가 이 정도인 것에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환자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뇌사로 진단 받거나 사망이라는 결

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들은 경우- 는 초

기에 이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장기화되며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

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환아를 둔 가족의 경우 이후 출산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를 둔 가족은 임종을 준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면담에서 직접 얻어지기보다는 행동

이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 . 가 족관 계에 따른 경험

중환자실 입실 후 장기화를 거치는 동안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른 행동양

식들이 보여진다. 즉 환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 면회시 환자 청결 등의 적

극적 간호행위를 하고, 면회시간이 짧다며 자주 면회시간을 초과하고, 환아

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면회가 안되는 시

간에도 다른 중환자 가족과 주로 어울리고 친구도 잘 안만나게 되는 등 다

른 관계에는 소원하였다.

환자의 부인들은 환아를 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간호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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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다른 사람도 만나며 관계를 넓혀

가고, 미루어 두었던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의 남편은 면회시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대화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소극적 간호행위만을 하며, 환자를 위한 적극적 행위는 간

호사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환자 주변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환

자의 상태를 질문하는 시간이 많고, 면회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면회를 마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징일 수도 있으

나, 환아를 둔 아버지 역시 적극적 간호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회시

간을 제외한 병원에 있는 시간에도 주변을 배회하거나, 술을 먹는다고 한

다.

환자와의 관계가 달랐던 사례 2의 경우 환자에 대해 몰입하기보다는 오

히려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하며, 환아를 양육했던 과거가 있음에도 오늘은

이게 달라진거 같네요. 저 환자는 어제 들어왔나봐요 등의 관찰자적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

4 . 병 원과 의료 진의 역할

위에서 서술한 바,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경험은 질병과정에 따라 변화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에 의료진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여 효과적인

가족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환자실 입실 초기에는 환자에 대한 정

보를 정확히 제공하며,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질환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상태의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며 가족이 환자간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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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행과정이 장기화 될수록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은 더욱더 많이 요

구된다. 중환자실 환자의 가족은 대부분 병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중환자

가족에게 얻으며, 가족 대기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의 경험은 공유되어지는 데, 부정적 경험과 잘못된

정보는 다른 가족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병원은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가족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인 가족 대기실에 대

한 방문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체계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이해하고 지지체계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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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환자 가족 경험의 질병과정에 따른 변화

중환자실 입실 초기 중환자실 입실 10일 이내 중환자실 입실 10일 이후

정신적 경험 정신적 충격 정신적 부담감 정신적 부담감과 후회

환자의 정보에

관한 욕구

질환원인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욕구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욕구

(적극적 간호동참으로 인한)

간호정보에 대한 욕구

신체적 경험 소홀함

환자에게

관심집중

신체적 불편감
신체적 피로감

(지침)

경제적 부담감 무심함 경제적 부담감
극도의 부담감

치료단념

가족관계

지지체계변화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발생

지지체계 요구

지지체계확립

가족내 역할분담

병원환경 무심함 병원환경에 대한 다양한 욕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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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병과정에 따른 가족경험의 개념 및 범주화

자료 개념 범주

·세상에 이게 뭔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심할 줄이야

당황함

놀라움

믿기 어려움

정신적 충격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한지 전

혀 몰랐어요

·환자가 중하지 내가 중한가

·며칠 있었다고 힘들겠어

·돈이 문젠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떻

게든 되겠죠

·애 때문에 여섯 명이 직장도 안나

가고 면회 와요

·아들들이 병원비 나눠 내

가족의 건강 소홀함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음

환자 면회

환자 돕기

환자에로의 집중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죠

·얼마나 여기 있게 되나요?

·상태가 어때요?

·얼마나 남았죠?

질환의 원인

중환자실 재원기간

환자의 상태와 예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욕구

·그냥 마음이 급해요

·빨리 결정이 나야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방관자 아닌 방관자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감기라 쉽게 보고...

조급함

불안함

무력감

후회, 미안함

정신적 부담감

·소화도 안되지

·잠이 잘 안와요

·많이 불편하지

·골병들기 딱 좋아요

소화불량

수면장애

불편감
신체적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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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념 범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비가 제일 걱정이야

·집을 팔까 말까

·동생들 키워야지

·돈 못내니까 퇴원시키자

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치료 단념

경제적 부담감

·사회사업과에 알아보려구

· (친정)식구가 없어 몰랐는데, 고모들

이 많으니 좋아

·막내 며느리가 제일 잘해

·아이 큰아버지한테 많이 서운해요

지지체계 요구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

가족관계 변화

·아주머니가 내려가셔서 제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다른 가족이랑 술도 먹고, 얘기도 하

고

·이웃 언니가 아이들 봐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중환자실 가족간의 관

계

이웃이나 친지의 관계

지지체계 확립

·혈압은 괜찮은가요

·좀 부은 것 같아요

·폐는 어떻죠?

·침상목욕, 면도

·많이 힘들지? 밖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마

환자상태에 대한 구체

적 정보욕구

환자청결 등 간호동참

환자의 정서적지지

적극적 간호동참

·많이 좋아졌죠?

· (인공호흡기)호흡수를 좀 줄였대요

·좋아져서 병실갈 수 있대요

회복

일반병동의로의 전실

희망

·애어른이 다 된거 있죠

·내가 이러니까 딸이 돈벌겠다구

·이제 다른 분들은 안와요

자녀의 성장

역할의 재분배

관계의 재조정

가족역할의 변화

·좋아지긴 해도, 얼마못가지

·젊으니까 아이를 다시 가지라고

·혼자 살기 그렇다고 아들이 들어와

살라구

예후에 대한 예측

사망에 대한 준비

환자 부재 이후 계획

환자상태의

현실적 수긍

- 61 -



Ⅵ . 결론 및 제언

중환자실의 입실은 환자와 가족에게 매우 큰 위기이다. 그러나 환자의

위급성으로 인해 의료진은 가족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중환자 가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질병과정과 중증도에 따른 중환

자실 환자의 가족의 경험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1년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서

울지역의 대학부속병원의 중환자 가족 10인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면담과 관찰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중환자 가족은 질병과정에 따라 다른 경험을 나타내었

고, 이러한 질병 과정에 따른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 가족

관계의 변화, 지지체계의 변화 등으로 설명되어진다.

중환자실 입실 초기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인한 당황함, 놀라움 등의

주로 정신적 위기감을 경험하며, 다른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환자에

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질병과정이 일주일을 지나며 가족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이해하

고, 할 수 있는 간호행위에 대한 요구도가 있으며, 차츰 가족관계나 경제적

인 부담감, 신체적 불편감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어진다. 또한 환자의 회복

과정이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 입실 초기에는 가족 성

원 모두가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이 시기를 지나

며 한 두 명의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은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간

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남은 가족은 다른 환자의 가족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환자에 대한 정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병원 생활에 익

숙하게 되며, 초기에 몰랐던 불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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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정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은 경제적 부담감과 가족관계 변화, 지지

체계의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비와 환자와 대상자의 병

원 상주로 인하여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는 더욱 더 큰 부담감을 갖는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믿을만한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는 데 여기에서 자녀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때에 오히려 지지가 되지 않는 친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가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종교적인 지지를 받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

지를 받고, 자신의 부담감을 표현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상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관련 요인으로부터 도출한 가설적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질병과정에 따라 가족의 정신적 경험은 변화하며, 중환자실 입실 초

기에는 정신적 부담감이 가장 높다.

2) 질병과정에 따라 가족의 정보에 대한 욕구는 변화하며, 초기에는 질

환의 원인이나 예후에 대한 정보욕구에서 질병과정이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 환자상태에 관한 정보욕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간호에 참여

한다.

3) 질병과정이 중·장기로 진행함에 따라 가족의 병원환경 혹은 지지체

계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표현도 많아진다.

4) 집이 병원과 거리가 멀수록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고, 지지체계

에 대한 요구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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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설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환자 가족의 경험을 보

다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환자와 환자가족의 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병원의 의료진은 중환자의 가족이 질환 과정에 따라 다른 요구도

가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가족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특성이나 시기별로 겪는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자의 가족은 환자 질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병원환경이나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 있으므로, 중환자실의 책임 있는 간

호사나 의사가 상시적으로 환자의 가족을 면담하여 이에 대한 요구를 파악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의 여러 변인들의 관계를 구체화하

기 위한 양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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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perien c e s w ith D is e a s e P roc e s s e s am on g 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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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Gradurat e S c h o ol of

H e alth S ie n c e an d M an ag em en t

Y on s e i U niv ers ity

(Directed Professor Jong Youn Park, Ph D)

T 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family experiences

accompanying disease processes and to contribute to effective family

cares . In this study, the main Data w ere obstained with semi- structured

interview s for 10 family member s with ICU patient s who are in a

univer sity hospital. T he survey period was from the date of April 27,

2001 to May 11, 2001. And informations on the patient s were collected

from the medical recordes .

T he result s of this study made it clear that families with the

critically ill patient s have similar experiences at every processof disease.

T he families , in the first stage of ICU entrance, w ere experiencing

mental shocks such as frustration , getting surprised and so on while

suffering litt le of phy sical discomfort or economic burdensome. And

after this initial stages with these experiences, they gradually went

through physical discomfort such as dyspepsia, somnipathy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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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urdensome, and also developed the consciousness on the

hospital environments . In the aspect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s, the families needed to know about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the diseases , and prognosis in the fir st stage. A s the disease

processes develop, they get concerned about the concrete conditions of

the patient s and ge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ring patient s . In the

aspect of the familial relationships , all concerns were focused on the

patient s only , but as diseases got lengthen , they bore feuds which were

not seen in the first stage of the diseases, as w ell as share their

works . Especially families tended to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with the other families . Besides, the families who w ere permanently

stationed in the ICU were likely to appeal phy sical discomfort s and to

demand improving hospital environments and supporting sy stem s .

In sum, family experiences in ICU w ere changing with the disease

processes and the mental burdensome w as most high in the first stage

of the hospitalization . Desires of the families on the patient s

information w ere also changed ; fir st , they wanted to know the causes

of diseases and the prognosis, and then , changed into the stages of

those about the concrete conditions of the patient s and they 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aring patient s . T he degree of the demands

towards the hospital environments or supporting systems w as

increasing . In case that the families w ere permanently stationed in the

ICU, they w ere appealing the phy sical, economic burdensome and

demand all the more supporting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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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families with the critically - ill patient s are experiencing

different situations and their demands are changing . Medical staffs in

the ICU have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s about these, and conduct

more effective care for ICU patient s ' families .

Key Words : ICU (Intensive Care Unit ), Disease Process , Famil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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