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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2년 반이란 짧지 않은 기간이 제게는 힘든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소중한 시

간들이었습니다 . 인생이라는 길에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또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논문을 진행하면서 해낼 수 있
을까 하는 두려움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 고비마다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고
마운 분들 덕분에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먼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큰 틀을 그려 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유지수
교수님과 막힐 때마다 궁금증을 풀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준 이주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자료 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좋은 정보와 사진으로
논문의 질을 높여주신 홍창기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또한 논문을 시작할 때 주제를 잡아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최은미 파
트장 선생님과 바쁜 신경외과 병동 업무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61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

2년 반의 대학원 생활 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후배 연주와
대학원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제가 간호사로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제 삶의 지침이
되어주시는 김혜숙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논문을 진행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시련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분들 , 병상에서 인생을 가르쳐 주신 환자들과 가족 분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 . 그분들께 이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 그리고 늘 행복하시
길 기도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바쁜 딸을 위해 당신 한 몸 희생하
여 집안일을 도맡아 주시며 손자를 돌봐주신 부모님 , 정말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
마움 이상을 전합니다 . 

2007년 7월

연구자 전현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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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출출출혈혈혈성성성 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출혈성 뇌졸중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게 질환에 대한 정의,진
단,치료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입원 후 환자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과정은 출혈성 뇌동맥류 환자의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문헌 고찰
을 행하여 교육항목 및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선정된 교육항목과 교육내용은
11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실시하였고 검증 받은 항목은 전문
가의 자문과 수정을 통하여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최종 교육 자료가 개발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예비 교육 항목은 출혈성 뇌졸중 질환 관
련,진단과 치료관련,입원 후 환자 관리 관련의 3개 영역과 뇌졸중의 정의와 분
류,출혈성 뇌졸중의 분류(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의 부위,출혈성 뇌졸
중의 유병율,중증도,경고증상,위험인자,응급시 대처,출혈성 뇌졸중의 증상,진
단(뇌전산화 단층 촬영/뇌전산화 단층 촬영혈관 촬영술,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 혈
관 조영술,뇌혈관 조영술,경동맥 초음파/경두개 도플러 초음파)과 치료(보존적
치료/약물치료,혈종제거술,뇌동맥류 결찰술,뇌혈관 색전술,뇌실 외 도관술),출
혈성 뇌졸중의 합병증,예후와 재발,뇌졸중에 따른 뇌손상의 영향,출혈성 급성기
환자관리,기도유지관리,뇌압상승 방지,영양/비위관영양/연하곤란,욕창,변비,
심부정맥혈전증,안전유지,요실금,재활치료와 심리적 지지 등의 28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둘째,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은 각 항목에 대해 Fehr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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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2(0.25점)은 ‘타당하지 않다’,3(0.5점)은 ‘보통이다’,
4(0.75점)은 ‘타당하다’,5(1점)은 ‘매우 타당하다’로 하여 CVI(ContentValidity
Index)를 산출하여 지수가 0.75이상인 항목들을 선정하였다.전문가 타당도는 출
혈성 뇌졸중 경력 5년 이상인 신경외과 병동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
호사 그리고 파트장과 신경외과 전문의등 총 11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예비
교육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의 평균 CVI는 0.84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혈성 뇌졸중의 질환관련영역과 진단과 치료관련 영역,그리고 입원후 환자
관리영역의 3영역 중,입원 후 환자 관리에서의 CVI평균이 0.86으로 가장 높아
출혈성 뇌졸중후 환자의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0.90이상의 높은 타당도
를 나타낸 것은 ‘응급시 대처’,‘출혈성 뇌졸중의 증상’,‘영양/비위관 영양/연하곤
란’,‘부동관련-욕창관리’,‘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진단항목의 ‘전산화 단층촬
영’,or‘전산화단층혈관촬영술’,‘기도유지 관리’항목이었다.내용타당도지수 0.75미
만의 동의를 얻어 삭제된 항목들 중 ‘뇌졸중의 유병율’,‘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
진단항목의 ‘Carotiddoppler(경동맥초음파)/TransCranialDoppler(경두개도플러초
음파)’는 삭제되었다.그러나 ‘심부정맥혈전증'항목은 내용 타당도 지수가 0.75미
만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장기간 부동을 유지함으로 인해 빈번
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판단되어 교육 자료의 항목에 포함하였다.

셋째,내용타당도로 선택된 교육항목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출혈성 뇌졸중의 정의와 진단 및 치료,출혈성 뇌졸중환자의 입원후 관리의 2개
영역과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출혈성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뇌내출혈의 증상과
진단,치료,지주막하출혈의 증상과 진단,치료,뇌손상에 따른 영향,위험인자와
예방,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출혈성 뇌졸중의 급성기 관리,기도유지
관리,뇌압상승관리,영양/비위관영양/연하곤란,욕창,변비,심부정맥 혈전증,안
전유지,요실금/유치도뇨,재활치료,의사소통,심리적지지 등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출혈성 뇌졸중환자를 위한 교육자료가 개발되었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출혈성 뇌졸중,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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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뇌졸중(stroke)혹은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계 질환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건강상에 중요한 질환이다.2004년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은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으로서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심장질환
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중요하고 심각한 질환이다(윤수진,2006).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며 치료와 재활 등에 있

어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환자자신 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나아가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황석재,2000).
뇌졸중은 발생 원인에 따라 허혈성과 출혈성으로 구분하는데 미국의 경우,허혈

성 뇌졸중이 출혈성 뇌졸중 발생율의 2배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허혈성
뇌졸중이 43.9%,출혈성뇌졸중이 34.4%로 출혈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유영대,2002).
출혈성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파열하게 되면 그 예후는 허혈성 뇌졸중보다 심각

하다.뇌세포를 파괴하고 두개내압을 상승시키거나 뇌혈관 경련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쉽게 초래한다(Fewel.2003;Presciutti,2006).
뇌실질내 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중요한 원인이 되며 다양한 의학기술과 치료방

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초래한다.이러한 뇌내출
혈은 사실상 조기진단이 어려워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정
성삼,2005;송미숙,조경기,1997).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뇌지주막하출혈 후

30일내 사망할 가능성이 40-50%에 달하며 생존한 경우에도 약 절반에서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유발하여 결국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사회복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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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회복되는 심각한 질환이다(박규현.2003).그러나 최근 뇌동
맥류 수술법의 발달로 사망률 및 장애율이 감소하고 있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과 중재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정성삼,2005).
출혈성 뇌졸중환자들은 기도유지와 산소공급,뇌혈류유지,적절한 혈압유지,뇌

압상승 방지의 전문적 감시와 절대 안정이 중요하므로 치료 가능한 시간대에 병
원에 도착하여야만 진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상 발현 후 여
러 의료기관을 거치거나 각종 민간요법 등을 시행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출혈성 뇌졸중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질환의 위험도 인식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박규현,2005).뇌
출혈환자는 항상 뇌압상승,폐렴이나 요로감염,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환자의 회복과 합병증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간호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송미숙,조경기,1997).또한 출혈성 뇌졸중 환자와 가족은 갑작스런 질병과 관련
하여 매우 당황하게 되며 치료,원인,예후,환자관리에 대한 정보 요구가 크다.(유
성희,2003).
이와 같이 출혈성 뇌졸중 환자와 가족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고 의료진

역시 교육에 관한 필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쁘게 돌아가는 임상에서는
대부분 경험에 근거하여 구두로 출혈성 뇌졸중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며 질환에 대한 지식을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안과 부담을 감소시키
고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이 분명하나(김희선,2006)체계적인 교
육자료가 없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교
육자료에 관한 선행연구는 뇌손상환자의 초기사정도구 개발(김해리나,2004),뇌혈
관 수술환자에게 적용한 퇴원교육프로그램의 효과(이영자,2000),뇌졸중 환자가족
의 퇴원 후 교육 요구도(윤미정,2005)등 신경외과 급성기 간호지침과 퇴원 시 교
육의 효과,포괄적인 뇌졸중환자의 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적용에 관한 것이었고
출혈성 뇌졸중환자를 위한 교육 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질환의 예방과 재발방지 그리고 가족의 간병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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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출혈성 뇌졸중 질환으로 진단받고 신경외과에서 수술치료를
받거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예비교육자료 항목을 선정한다.
2)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다.
3)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최종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출혈성 뇌졸중 환자
뇌졸중은 뇌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크게 허혈성 병소

(ischemic lesion)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졸중과 두개강내 출혈(intracranial
hemorrhage)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할 수 있고,폐쇄성 뇌졸중에는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이 있으며,출혈성 뇌졸중에는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있
다(대한신경외과학회,2004).
본 연구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출혈성 뇌졸중으로 치료받는 환

자 및 그의 간호제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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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출출출혈혈혈성성성 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교교교육육육

뇌졸중(stroke,brainattack)으로 불리우는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정상적인 신경학적 기능의 상실을 동반하며,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질병의 경
과가 진행한다(대한신경외과학회,2004).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질환과 출혈성 질
환으로 나눌 수 있다.서양의 경우 출혈성 뇌졸중은 15-20%를 차지하는 반면 우
리나라에서는 40%에 달하고 있으며(김선하,2006)허혈성 뇌졸중보다 더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므로(Broderick,1999;Presciutti,2006)이로 인한 사회경제
적 손실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대한신경외과학회,2004).
뇌출혈환자는 항상 재출혈과 뇌압상승의 위험이 있으며 폐렴이나 요로감염과

같은 2차 감염,욕창이나 기능장애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뇌출
혈 환자의 70%정도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며 급성기 치료와 함께 조기에 재활치
료를 하는 것이 회복을 좋게 한다.송미숙과 조경기(1997)는 뇌출혈 환자를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대처와 회복을 촉진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포괄적인 간호중
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길윤경(2002)은 신경외과의 간호업무표준에 따
른 간호활동 개발에서 신경외과에서 뇌손상환자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신체적,정
신적,심리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 급성기와 재활에 이르기까지 환자
의 질적인 간호를 도모하기 위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간호부
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미영(2001)은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 등의 질환은 뇌졸중과 질병경과와 임
상적 결과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한편으로 수술이라는 치료적 중재를 거치면서
다른 회복과정과 간호요구를 가진다고 하였고 따라서 뇌혈관 수술환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후 조기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체



- 5 -

적 기능적 재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이 그 지지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
록 가족을 치료계획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하며 현실적이고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
는 정보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이영자(2000)는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간호사가 환자를 도와주는 활동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임
무수행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즉 간호사는 대상
자를 사정하고 관찰하여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문
제에 스스로 대처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며 뇌혈관 수술 환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또 강혜영(2004)은 개두술 환자의
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요구를 사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조정자의 위치에 있으며 환자의 교육은 간호계획 중 중요한
정규업무의 한 분야가 되었다고 하였다.또한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는 자신을 위
한 치료계획에 보다 잘 그리고 신속히 반응하므로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교육적 간호활동은 환자의 불
안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회복시키며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
였다.
출혈성 뇌졸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 가능한 위험요

인을 찾고 예방,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김선하,2006).특히 증상이 없는 뇌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조기발견과 치료의 면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환자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뇌졸중의 사망률과 유병율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정성삼,2005).
이상의 연구에서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출혈성 뇌졸중 교육에 대한 필요를 자

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성 뇌졸중과는 다른 치료적 중재와 회복경과를 가
지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교육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는 국내에서보다는 국외에서 각 병

원이나 뇌졸중 관련 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많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mericanStrokeAssociation(2007)에서는 뇌졸중의 정의와 종류,뇌졸중의 경

고증상,위험요인,진단방법과 치료,손상에 따른 영향,뇌졸중 후의 생활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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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변화,재활 치료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환자와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되어 있고 뇌졸중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들의 인터뷰가 있어 쉽게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의 Stroke-Hope

throughResearch(2007)에서는 특히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예방 가능한 항목과 불
가능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예방 가능한 인자에 대한 생활방식의 교정을
자세히 다룬다.뇌졸중의 일반적인 설명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
해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따로 정리해 두고 있다.
DukeUniversitySchoolofMedicine(2002)에서는 출혈성 뇌졸중의 정의와 원

인,빈도와 위험 인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증상을 다루고 특히 치료에 대해 급
성기,수술기,만성기중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출혈성 뇌졸중의 합병증과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출혈성 뇌졸중만을 다루었으며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StanfordUniversityMedicalCenter의 StrokeGuideforPatient(2007)를 통해

뇌졸중의 정의,경고증상,위험인자 조절과 뇌졸중의 예방,최신 약물치료와 수술
적 치료,뇌졸중 후 재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언제 어디서나 출력하여 볼 수
있는 교육책자를 만들어 두고 있으며 포괄적인 뇌졸중에 대한 교육내용이다.
Washington University SchoolofMedicine(2006)의 StrokeInformation for

Patients& Families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 생활 방식,실어증에 대한 정보와 중재방안,뇌졸중환자 가족이나 돌봄자
를 위한 정보와 지지그룹,최근 뇌졸중과 관련된 뉴스에 관한 다양한 내용으로 일
반인등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교육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UniversityofMarylandMedicalCenter의 StrokeInformation(2001)에서는 뇌졸

중의 일반적인 설명 외에 출혈성뇌졸중과 허혈성뇌졸중의 중증도 비교를 비교하
고 뇌졸중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출혈성 질환과 허혈성 질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NationalStrokeAssociation(2003)의 HemorrhagicStroke에서는 출혈성 뇌졸중

에 관한 내용만으로 되어 있으며 출혈성 뇌졸중의 정의와 종류,진단방법,증상과
치료방법과 위험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읽기 쉽도록 간단히 구성되어 있다.



- 7 -

TheMerckManualsonlineMadicalLibraryforPatientsandCaregivers(2003)
에서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내용을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나누어 증상과
진단방법,치료방법과 예후와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OhioStateUniversityMedicalCenter의 StrokeInformation(2007)에서는 뇌졸

중의 종류,증상,위험인자,뇌졸중의 영향,치료와 재활에 대한 전반에 걸쳐 설명
하였는데 특히 뇌졸중이 신체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
하게 설명해 두었으며 재활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Mayoclinic의 ToolsforHealthierlives에서 Stroke(2006)에서는 뇌졸중의 종류

와 증상 , 원인과 위험인자 , 응급상황시 대처 , 진단과 치료 ,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
고 있으며 특히 뇌졸중환자를 대하는 기술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보
호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NassisiD.(EmergencyMedicine,2005)의 HemorrhagicStroke에서는 뇌내출혈의

유병률,증상과 원인,진단검사와 응급 시 대처,급성기 치료에 관해 의료진이 참
고할수있도록설명해놓았다.
Aetna InteliHealth(Featuring Harvard MedicalSchool's Consumer Health

Information)의 HemorrhagicStroke(2005)에서는 출혈성 뇌졸중을 뇌내출혈과 지
주막하 출혈로 나누어 증상,진단방법,예후,치료방법,응급시 대처와 예방에 대해
알기쉽게정리하여환자와보호자가잘볼수있도록구성해놓았다.
이상에서 국외의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교육항목과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내용이 대부분이었다.출혈성 뇌졸중을
따로 분류하여 설명한 교육 자료는 20% 정도에 불과하였고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정의,증상,진단과 치료방법,예후,응급 시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출혈
성 뇌졸중 후의 환자간호와 관리의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된 출혈성 뇌졸중 환자 교육자료가 절실히 요
구된다고 하겠다.
국내문헌을 보면,뇌졸중의 갑작스런 발병과 두드러진 기능장애의 특성은 심리

적,경제적 부담과 함께 의료적 지식이 없는 환자나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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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고(김은정,2004),유성희(2003)는 뇌졸중 환자 가족의 입원 및 퇴원 시
교육 요구도에서 대상자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자료 내용으로 제시된 질병에
대한 정보,추후관리,환자간호영역 등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또한 이러한
교육요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김미영(2001)은 뇌혈관 수
술환자의 삶의 질의 연구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울에 대한 적극적
인 중재와 심리적 지지 그리고 신경학적 손상과 장애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의 필
요성을 제언하였다.개두술 환자의 퇴원 후 기능 상태와 간호 요구도를 연구한 강
혜영(2002)은 신체적,정서적 역할의 제한,증상관리,사회적 지지와 추후관리에 대
한 현실적이고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이영자
(2002)는 뇌혈관 수술 후 퇴원환자에게 뇌출혈의 종류,재발의 예방,수술 후 주의
사항과 추후관리에 대한 퇴원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화 피드백을 제공한 연
구에서 뇌혈관 수술환자의 역할행위이행과 뇌혈관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
라고 하였다.출혈성 뇌졸중환자의 입원 시가 퇴원시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아 입원
시 환자와 가족의 정보에 대한 많고 불안이 클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유성희,2003).
이상의 뇌졸중과 뇌혈관 수술 환자의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임상

에서 출혈성 뇌졸중환자의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출혈성 뇌
졸중 환자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고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도 거의 없는 실
정이다.따라서 임상에서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혈성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진단과 치료,합병증과 예후,

뇌졸중에 따른 영향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출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
는 환자와 간호제공자에게 필요한 환자 관리,즉 기도유지관리,뇌압상승관리,영
양관리,부동과 관련된 욕창,변비,심부정맥혈전증의 관리,안전유지,요실금과 유
치도뇨 관리,재활치료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심리적 지지를 포함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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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문헌고찰을 통한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내용을 만들어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
론적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예비교육자료 항목 선정

Computerdatabase,Pubmed와 Website,Google을 이용하여 “hemorrhagic
stroke,patienteducation”의 카테고리로 13000개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찾은 문
헌 중 교육내용에 대해 서술한 15개의 문헌을 고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교육과 관련된 문헌 중 길윤경(2002)의 신경외과 간호업

무표준에 따른 간호활동 개발에서 환자관리부분,유성희(2003)의 뇌졸중 환자 가
족의 입원 및 퇴원시 교육 요구도에서 바람직한 교육자료 내용으로 제시된 항목,
WashingtonUniversityinSt.Louis,School ofMedicine의 StrokeInformation
forPatients& Families(2006), TheMerckMannualOnlineMedicalLibrary의
Home Edition forPatients and Caregivers에서의 Hemorrhagic Stroke(2003),
NassisiD.(EmergencyMedicine,2005)의 HemorrhagicStroke,DukeUniversity
SchoolofMedicine의 HemorrhagicStroke(2002),StanfordSchoolofMedicine
의 StrokeGuideforPatients(2007),UniversityofMaryland MedicalCen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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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Education forStroke(2001),Ohio StateUniversity MedicalCenter의
HealthInformationforStroke(2007),MayoClinic의 ToolsforHealthierLives
for Stroke중 Hemorrhagic Stroke(2006),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Stroke의 Stroke:Hopethrough Research(2007),American Stroke
Association의 Learn about Stroke(2007), National Stroke Association의
Hemorrhagic Stroke (2003),Aetna InteliHealth (Featuring Harvard Medical
School'sconsumerHealth Information)의 HemorrhagicStroke(2005),American
AcademyofNeurologicalFoundation의 WhatisStroke?(2005)의 문헌을 기초로
하여교육내용을확인하여교육자료항목을선정하였다.

2)전문가 타당도 검증

교육자료 항목에 대한 타당도 확인을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 1인,신경외과 중환
자실 파트장 1인,신경외과 뇌혈관 병동 파트장 1인,출혈성 뇌졸중 환자 간호 경
력이 5년 이상인 신경외과 뇌혈관병동간호사 5명,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평가받았다.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
도 지수 CVI(ContentValidityIndex)는 Fehr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1(0)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2(0.25점)은 ‘타당하지 않다',3(0.5점)은 ‘보통이다',4(0.75점)은 ‘타
당하다',5(1점)은 ‘매우 타당하다.’등으로 하여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75이상
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CVI를 통해 선정된 교육 자료는 전문가 집단의 감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3)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최종교육자료 개발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항목을 통한 교육 내용을 출혈성 뇌졸중의 질환,진단
과 치료 관련 정보와 환자관리의 2개 영역과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출혈성 뇌
졸중 환자를 위한 최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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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교육내용의 전문가 타당도 선정을 위한 내용타당도 지수
(CVI=contentValidityIndex)를 Fehr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5=1,4=0.75,3=0.5,
2=0.25,1=0의 기본 값을 적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가중 비율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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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출출출혈혈혈성성성 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예예예비비비 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항항항목목목 선선선정정정

문헌 고찰을 통하여 WashingtonUniversityinSt.Louis,SchoolofMedicine의
StrokeInformationforPatients& Families(2006),TheMerck MannualOnline
Medical Home Edition for Patients and Cargivers에서의 Hemorrhagic
Stroke(2003),NassisiD.(EmergencyMedicine,2005)의 HemorrhagicStroke,Duke
UniversitySchoolofMedicine의 HemorrhagicStroke(2002),StanfordSchoolof
Medicine의 StrokeGuideforPatients(2007),University ofMaryland Medical
Center의 PatientEducation forStroke(2001),Ohio State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HealthInformationforStroke(2007),MayoClinic의 ToolsforHealthier
LivesforStroke에서 HemorrhagicStroke(2006),NationalInstituteofNeurological
Disorders& Stroke의 Stroke:Hopethrough Research(2007),American Stroke
Association의 Learn about Stroke(2007), National Stroke Association의
Hemorrhagic Stroke(2003), Aetna InteliHealth (Featuring Harvard Medical
School'sconsumerHealth Information)의 HemorrhagicStroke(2005),American
AcademyofNeurologicalFoundation의 Whatis Stroke?(2005),길윤경(2002)의
신경외과 간호업무표준에 따른 간호활동 개발에서 환자관리부분,유성희(2003)의
뇌졸중 환자 가족의 입원 및 퇴원 시 교육 요구도에서 바람직한 교육자료 내용으
로 제시된 항목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예비 교육자료 항
목을 개발하였다.
문헌에서 제시한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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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출혈성뇌졸중과 관련된문헌고찰에 제시된교육내용분석

문헌

항목

국외문헌 국내
문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뇌졸중의정의와분류
허혈성뇌졸중/출혈성뇌졸중 ○ ○ ○ ○ ○ ○ ○ ○ ○ ○ ○ ○ ○

뇌출혈부위 ○ ○
출혈성
뇌졸중의
분류

뇌내출혈 ○ ○ ○ ○ ○ ○ ○ ○ ○ ○ ○ ○ ○
지주막하
출혈 ○ ○ ○ ○ ○ ○ ○ ○ ○ ○ ○

뇌졸중의유병율 ○ ○ ○ ○ ○
출혈성뇌졸중의유병율 ○ ○ ○ ○
뇌졸중의중증도 ○
뇌졸중의경고증상 ○ ○ ○ ○ ○ ○ ○ ○ ○ ○
응급시대처 ○ ○ ○ ○ ○ ○ ○ ○ ○ ○ ○
뇌졸중의위험인자 ○ ○ ○ ○ ○ ○ ○ ○ ○ ○ ○ ○ ○ ○
출혈성뇌졸중의증상 ○ ○ ○ ○ ○ ○
출혈성뇌졸중의진단

-CTorCTA ○ ○ ○ ○ ○ ○ ○ ○ ○ ○ ○ ○
-MRIorMRA ○ ○ ○ ○ ○ ○ ○ ○ ○ ○ ○
-CarotidDOPPLER/
TransCranialDoppler ○ ○ ○ ○ ○ ○

-Angiography ○ ○ ○ ○ ○ ○ ○ ○ ○
출혈성 뇌졸중의 치료
보존적치료 ○ ○ ○ ○ ○ ○ ○ ○ ○ ○
수술적치료

-혈종제거술 ○ ○ ○ ○ ○ ○ ○ ○ ○
-뇌동맥류 결찰술 ○ ○ ○ ○ ○ ○ ○ ○
-동맥내색전술 ○ ○ ○ ○ ○ ○ ○ ○
-뇌실 외 도관술 ○ ○

합병증 ○ ○
예후와재발 ○ ○ ○ ○ ○ ○ ○ ○
예방 ○ ○ ○ ○ ○ ○ ○ ○ ○ ○
뇌졸중에따른영향
대뇌/소뇌/뇌간손상관련증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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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ttp://www.strokecenter.org/pat/about.htm
WashingtonUniversityinSt.Louis,SchoolofMedicine-StrokeInformation
forPatients& Families(2006)

B.http://www.merck.com/mmhe/sec06/ch086/ch086d.html?qt=hemorrhagic+stroke
&alt=sh
TheMerck Mannual OnlineMedicalHomeEdition ForPatientsand
Caregivers-HemorrhagicStroke(2003)

C.http://www.emedicine.com/emerg/topic557.htm
Nassisi D.(EmergencyMedicine)HemorrhagicStroke(2005)

D.http://www.dukehealth.org/HealthLibrary/Encyclopedia/ency/article/000761
prv.htm
DukeUniversitySchoolOfMedicine-hemorrhagicstroke(2002)

E.http://www.stanfordhospital.com/clinicsmedServices/COE/neuro/stroke/patient
Education/whatIsStroke.html
StanfordSchoolOfMedicine-StrokeGuideforPatients(2007)

출혈성뇌졸중환자의
입원후환자관리
급성기환자관리 ○ ○ ○ ○
기도유지관리 ○ ○
뇌압상승방지 ○
영양/비위관영양/연하곤란 ○ ○ ○ ○
욕창 ○ ○
변비 ○ ○ ○
심부정맥혈전증 ○
안전유지 ○ ○ ○ ○
유치도뇨/요실금 ○ ○ ○ ○
재활치료 ○ ○ ○ ○ ○ ○ ○ ○ ○ ○
의사소통 ○ ○ ○ ○ ○ ○ ○
심리적지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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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ttp://www.umm.edu/patiented/doc45.html
UniversityofMarylandMedicalCenter-PatientEducationForStroke(2001)

G.http://medicalcenter.osu.edu/patientcare/healthinformation/diseasesandcondition
s/stroke/types/
OhioStateUniversityMedicalCenter-HealthInformationForStroke(2007)

H.http://www.mayoclinic.com/health/stroke/DS00150
MayoClinic,ToolsforHealthierLivesforStroke(2006)

I.http://www.ninds.nih.gov/disorders/stroke/detail_stroke.htm?css=print
NationalInstitute ofNeurological Disorders & Stroke,Stroke :Hope
ThroughResearch(2007)

J.http://www.americanheart.org/presenter.jhtml?identifier=4755
AmericanStrokeAssociation(2007)

K.http://www.stroke.org/site/PageServer?pagename=HEMSTROKE
NationalStrokeAssociation(2003)

L.http://www.intelihealth.com/IH/ihtIH?t=10812&p=~br,IHW|~st,408|~r,WSIHW
000|~b,*
AetnaInteliHealth(FeaturingHarvardMedical School'sconsumerHealth
Information)-HemorrhagicStroke(2005)

M.http://www.thebrainmatters.org/index.cfm?key=1.8.1
AmericanAcademyofNeurologicalFoundation(2005)

N.길윤경(2002).연세대학교,신경외과 간호업무표준에 따른 간호활동 개발
O.유성희(2003).연세대학교,뇌졸중 환자 가족의 입원 및 퇴원시 교육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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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전전전문문문가가가 타타타당당당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은 각 항목에 대해 Fehring의 방법을 사
용하여 1(0)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2(0.25점)은 ‘타당하지 않다’,3(0.5점)
은 ‘보통이다’,4(0.75점)은 ‘타당하다’,5(1점)은 ‘매우 타당하다’로 하여
CVI를 산출하여 지수가 0.75이상인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각 항목별 CVI는 ‘응급시 대처’가 0.95로 가장 높은 지수로 나타났으며

‘출혈성 뇌졸중의 증상’,‘영양/비위관 영양/연하곤란관리’,‘부동관련-욕창
관리’가 0.93,‘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진단항목의 ‘CT’or‘CTA’,‘기
도유지 관리’항목이 0.91,진단항목 중 ‘MRI’,‘재활 치료’가 0.89,‘출혈성
뇌졸중의 치료’,‘보존적 치료’,‘혈종제거술’,‘뇌동맥류 결찰술’,‘뇌졸중의
영향’,‘출혈성 뇌졸중 급성기 관리’,‘뇌압상승방지’,‘변비’,‘심리적 지지’가
0.86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0.75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뇌졸중의 유병율’,‘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은 0.73,‘심부정맥

혈전증’항목은 0.70,진단항목의 ‘Carotiddoppler/TransCranialDoppler’
는 0.66으로 네 가지 항목에서 CVI가 0.75미만으로 나타났다.0.75미만으
로 측정된 위 네 가지 항목 중 ‘심부정맥혈전증’항목은 연구자가 환자의
교육자료 내용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 자료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세 항목은 최종 교육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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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전문가 타당도

대분류 소분류 CVI

질환 관련 정보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
허혈성 뇌졸중 0.82
출혈성 뇌졸중 0.84

뇌출혈의 부위 0.75
출혈성 뇌졸중의 분류
뇌내 출혈 0.75
지주막하 출혈 0.75

뇌졸중의 유병률 0.73
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 0.73
뇌졸중의 중증도 0.82
뇌졸중의경고증상 0.82
응급시대처 0.95
뇌졸중의위험인자 0.91
출혈성뇌졸중의증상 0.93

진단과 치료관련
정보

출혈성 뇌졸중의 진단
CTorCTA 0.91
MRIorMRA 0.89
CarotidDoppler/
TransCranialDoppler 0.66

Angiography 0.84
출혈성 뇌졸중의 치료 0.86
보존적치료 0.86
수술적치료
혈종제거술 0.86
뇌동맥류결찰술 0.86
뇌혈관 색전술 0.81
뇌실 외 도관술 0.77

합병증 0.84
예후/재발 0.84
예방 0.89
뇌졸중에따른영향 0.86

대뇌/소뇌/뇌간관련증상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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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CVI

입원후 환자 관리

출혈성뇌졸증급성기관리 0.86
기도유지관리 0.91
뇌압상승방지 0.86
영양/비위관영양/연하곤란 0.93
욕창 0.93
변비 0.86
심부정맥혈전증 0.70
안전유지 0.86
유치도뇨/요실금 0.80
재활치료 0.89
의사소통 0.84
심리적지지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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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출출출혈혈혈성성성 뇌뇌뇌졸졸졸중중중 환환환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최최최종종종 교교교육육육자자자료료료 개개개발발발

문헌 고찰에서 선정된 교육자료 항목을 선정하여 전문가타당도를 통하여 출혈
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최종 교육 자료는 대분류 2개 영역(질환,진단과 치료 관
련 정보 영역,입원 후 환자관리 영역)과 소분류 19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표 3>과 같고 세부 교육 자료의 내용은 부록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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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최종교육자료 내용

분류 내용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의 종류
뇌출혈의 부위

뇌내출혈

정의
증상

진단
뇌전산화 단층촬영/혈관촬영술
자기공명영상/혈관 조영술

치료
및
예 후

보존적 치료
혈종 제거술
뇌실 외 도관술

지주막하
출혈

정의
증상

진단
뇌전산화 단층촬영/혈관촬영술
자기공명영상/혈관 조영술
뇌혈관 조영술

치료
및
예 후

약물치료
뇌동맥류 결찰술
뇌혈관 색전술
동정맥 기형의 치료

뇌손상에
따른
영향

대뇌 관련 증상
소뇌 관련 증상
뇌간 관련 증상

위험요인과 예방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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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입원 후 관리

급성기 관리

기도유지 관리

뇌압 상승 방지

영양관리/비위관영양/연하곤란

욕창

변비

심부정맥혈전증

안전 유지

요실금/소변줄

재활치료

의사소통

심리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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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하여 예비교육항목을 선정하였다.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
도를 구하여 내용타당도지수 0.75미만의 동의를 얻어 삭제된 항목들 중 ‘뇌졸중의
유병율’,‘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은 대상자가 이미 질환을 이환된 상태에서 뇌졸
중과 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었
기 때문이라 보인다.진단항목의 ‘CarotidDoppler/TransCranialDoppler’는 내용
타당도지수가 가장 낮았는데 신경외과에서 출혈성 경과를 보는 지침일 뿐 중요한
출혈성 뇌졸중의 진단도구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심
부정맥혈전증'항목은 내용 타당도 지수가 0.75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성 뇌졸
중 환자에서 장기간 부동을 유지함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라 판단되어 교육 자료의 항목에 포함하였다.전문가 타당도는 출혈성 뇌졸중 경
력 5년 이상인 신경외과 병동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그리고 파
트장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예비교육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의 평균 CVI는 0.84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0.90이상의 높은 타당도를
나타낸 것은 ‘응급시 대처’,‘출혈성 뇌졸중의 증상’,‘영양/비위관 영양/연하곤란’,
‘부동관련-욕창관리’,‘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진단항목의 ‘CT’,or‘CTA’,‘기
도유지 관리’항목이었다.위의 항목들은 출혈성 뇌졸중의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동
의된 항목이라 생각되며 임상에서 좀 더 대상자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
문가집단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파악된다.기타 의견으로는 당뇨,고혈압,콜
레스테롤 혈증의 예방적 교육의 필요성,뇌동맥류와 모야모야 등 가족력을 보이는
뇌혈관 질환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기공명영상술이나 뇌전산단층혈관촬영등
의 진단적 검사의 필요성,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환자의 정신적인
지지와 상담을 통해 우울증 예방 등 정신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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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뇌졸중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임
에도 불구하고 조기진단이 어렵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는 물론 가
족들은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황하고 무기력해지기 쉽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 바쁜 임상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여겨진다.또한 일반적 뇌졸중에 대한 정보나 교육 자료
는 많았지만 출혈성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본 연구자는 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바쁜 병동업무에
서 보다 효율적으로 출혈성 뇌졸중대상자에게 교육자로서의 간호사의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 자료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환

자와 보호자의 안내서로 의미 있게 사용되리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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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출혈성 뇌졸중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출혈성 뇌졸중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예비교육

항목 작성,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하여 최종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예비 자료 항목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1인,신경

외과 뇌혈관 병동 파트장 1인,신경외과 중환자실 파트장 1인.출혈성 뇌졸중 간호
경력이 5년 이상인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 8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
단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항목을 가지고 최종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 자
료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예비 교육자료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친

항목의 평균 CVI는 0.84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후 환자 관리에서의
CVI평균은 0.86으로 가장 높아 출혈성 뇌졸중후 환자의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그 다음은 진단과 치료관련 정보 CVI평균 0.83,질환관련 정보 CVI평균
0.82순이었다.
예비 교육자료 항목 중 내용 타당도 지수 0.75미만인 네 개 항목 중 ‘뇌졸중의

유병율’(0.73),‘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0.73),‘Carotid Doppler/TransCranial
Doppler’(0.66)은 최종 교육 자료항목에서 제외하였고 ‘심부정맥혈전증'(0.70)은 출
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예방과 관리가 중요
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교육 자료의 항목에 포함하였다.
내용타당도로 선택된 교육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출혈성 뇌졸중의 정의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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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료,출혈성 뇌졸중환자의 입원후 관리의 2개 영역과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
출혈성 뇌졸중의 분류,뇌내출혈의 증상과 진단 치료,지주막하출혈의 증상과 진단
치료,뇌손상에 따른 영향,위험인자와 예방,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
출혈성 뇌졸중의 급성기 관리,기도유지관리,뇌압상승관리,영양/비위관영양/연하
곤란,욕창,변비,심부정맥혈전증,안전유지,요실금/유치도뇨,재활치료,의사소통,
심리적지지 등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출혈성 뇌졸중환자를 위한 교육자
료가 개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신경외과 중환자실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질환 치료관련,환자관리관련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
고 나아가 신체적,심리적 지지를 모두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의 타당도를 검증받아 개발된 본 교육 자료를 현장에서 사용함으로써 환

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와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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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
다.

1)교육자료에서 제시한 교육항목 자체는 문헌고찰을 통해 가능한 내용을 연구
자의 판단에 의해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히 추가되어야 할 교육 항목에 대한 계속
적인 검증과 수정,보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2)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자료를 가지고 임상실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3)출혈성 뇌졸중의 교육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출혈성
뇌졸중의 상황과 시기별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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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출혈성뇌졸중환자를위한교육자료개발'이라는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쓰고있는연세대학교간호대학원중환자간호
과정에재학중인학생입니다.

본연구는출혈성뇌졸중에대한보다나은정보를제공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어려움을겪는환자와가족들에게작은도움이
되고자진행하게되었습니다.
교육자료의내용은출혈성뇌졸중으로진단받고입원한환자나가
족에게질병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 구체적으로설명이되
어야하는내용을본연구자가문헌고찰을통해개발한것으로써
각각의항목에대하여귀하께서생각하시는타당한정도하나에
"√"표해주십시오.
만약,'타당하지않다.'와 '전혀타당하지않다.'에응답한경우
아래비고란에그대안을기입하여주시고,추가되어야할
항목이있으면기입부탁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기꺼이응해주신선생님의도움과협조에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5월

연구자전현지올림



- 34 -

번호 교육내용
매우
타당
하다

타당
하다

보통
이다

타당
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출혈성뇌졸중에 대한 정보

1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
뇌졸중의 정의
뇌졸중의 분류

2 뇌출혈의 부위

3
출혈성 뇌졸중의 종류
1)뇌내출혈
2)지주막하출혈

4
뇌졸중의 유병율
출혈성 뇌졸중의 유병율

5 중증도
6 뇌졸중의 경고 증상
7 응급시 대처
8 뇌졸중의 위험인자
9 출혈성 뇌졸중의 증상

출혈성 뇌졸중의 진단 및 치료 항목

10

출혈성 뇌졸중의 진단
CTorCTA
MRIorMRA
CarotidDoppler/TCD
Angiography

11

출혈성 뇌졸중의 치료
보존적 치료/약물요법
수술적 치료
혈종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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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할 내용:

♠ 비고

뇌동맥류 결찰술
혈관내 색전술
뇌실 외 도관술

12 합병증
13 예후
14 재발율
15 예방

16
뇌졸중에 따른 영향
대뇌/소뇌/뇌간 손상관련 증상

입원후 관리
17 출혈성 뇌졸중 급성기 관리
18 뇌압 상승 방지
19 기도 유지 관리
20 영양/비위관 영양/연하곤란
21 부동 관련-욕창
22 부동 관련-변비
23 DVT
24 안전 유지
25 유치도뇨/요실금
26 재활 치료
27 의사소통
28 심리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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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뇌졸중환자를 뇌졸중환자를 뇌졸중환자를 뇌졸중환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교육자료교육자료교육자료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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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출혈성 뇌졸중이란?

1. 1. 1. 1. 뇌졸중이란뇌졸중이란뇌졸중이란뇌졸중이란????

                우리의 뇌는 많은 산소가 필요한 중요 

기관입니다.  뇌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심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뇌의 동맥은 모세혈관이 되고 모세혈관은      

수백만의 뇌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뇌는 다음의 혈관으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l 경동맥: 목의 앞쪽으로 올라가는 좌 우 한 쌍의 혈관 

l 척추동맥: 목의 뒤쪽으로 올라가는 좌 우 한 쌍의 동맥 혈관

    

                                        

                                                    

    그림 1.뇌혈류의 흐름

                그림 2. 뇌혈관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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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뇌발작’이라고도 하며 

한의학에서는 ‘‘‘‘중풍중풍중풍중풍’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뇌 혈관의 출혈이나 막힘에 의해 발생하는데

l 뇌의 혈관이 터져 많은 혈액이 

고임으로 생기는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과,

l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너무 적은

혈액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허혈성허혈성허혈성허혈성 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이

있습니다.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여 뇌세포가 손상되면 뇌세포가 조절하던 

신체의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손상 받은 뇌의 

영역에 따라 움직이기, 말하기, 감정의 조절, 기억력 등의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불구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림 3. 출혈성 뇌졸중

그림 4. 허혈성 뇌졸중

- 3 -



- 40 -

1) 1) 1) 1) 허혈성 허혈성 허혈성 허혈성 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보다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뇌로 가는 

동맥혈관이 막혀 심각한 혈액 감소가 일어나면 뇌에 적절한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결핍되어 뇌세포가 죽게 되고 그 뇌세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신체 

부위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림 5. 혈전성 뇌졸중 

그림 6. 색전성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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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뇌졸중이란뇌졸중이란뇌졸중이란뇌졸중이란?       ?       ?       ?       

 뇌 속 깊이 생기는 출혈 (뇌내 뇌내 뇌내 뇌내 출혈출혈출혈출혈)과 

뇌를 감싸는 막에 생기는 출혈 (지주막하 지주막하 지주막하 지주막하 

출혈출혈출혈출혈)로 나뉘어집니다. 

1) 1) 1) 1) 뇌출혈의 뇌출혈의 뇌출혈의 뇌출혈의 부위부위부위부위

 출혈성출혈성출혈성출혈성 뇌졸중뇌졸중뇌졸중뇌졸중 (뇌내출혈뇌내출혈뇌내출혈뇌내출혈과 지주막하지주막하지주막하지주막하 출혈출혈출혈출혈) 외에 출혈이 생긴 부위에 

따라 경막상경막상경막상경막상 출혈출혈출혈출혈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생긴 뇌출혈)과 경막하경막하경막하경막하 출혈출혈출혈출혈 

(경막 아래와 지주막 사이에 생긴 뇌출혈)이 있습니다. 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생기므로  출혈성 뇌졸중과는 다르게 분류합니다.

                                                                                                                                                                                        

                                                                                                                                                                                                                                 

      그림 7. 출혈성 뇌졸중의 부위 

      그림 8.뇌출혈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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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내출혈이란뇌내출혈이란뇌내출혈이란뇌내출혈이란?                                   ?                                   ?                                   ?                                   

뇌내출혈은 외부의 충격 없이 머리속에 

생긴 출혈이며 우리나라 뇌졸중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내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혈압을 작은 

혈관들이 견디다 못해 파열되면서 혈액이 

새어 나와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 외 뇌동맥류의 파열, 동정맥 기형의 

출혈, 피를 묽어지게 하는 약물의 복용,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나 

백혈병 등의 혈액 장애질환을 가진 경우, 신체 다른 부위의 암이 뇌로 

퍼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뇌종양자체가 출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림 9. 뇌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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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상증상증상증상 

보통 뇌졸중은 미리 예고하는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고 

출혈의 부위, 출혈량, 출혈의 파급 양상에 따라 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시작되는데 곧 회복되거나,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진행되거나, 안정된 상태로 남아 있거나, 반대로 

심하게 나빠져 급격한 의식의 감소나 혼수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l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l 신체 어느 부분에 마비가 오거나 저림이 나타납니다.

l 말을 할 수 없습니다.

l 갑자기 눈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시야장애가 생깁니다.

l 구토증상이나 두통이 생깁니다.

l 걷기가 힘들어 집니다.

l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l 의식이 감소되어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뇌내 출혈이 계속 증가되면 머리속의 압력이 올라가고 올라간 압력에 의해 

뇌가 눌려 점차 오심과 구토, 경련, 의식저하나 혼수상태로 순식간에 악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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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진단진단진단

증상과 신체검진을 통해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여러 가지 진단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단검사는 손상 받은 뇌의 부분이 어디인지, 왜 

손상되었는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다른 부위의 뇌압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 중에서 뇌전산화단층촬영과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출혈성 뇌졸중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1) (1) (1) (1) 전산화 전산화 전산화 전산화 단층촬영단층촬영단층촬영단층촬영(CT) (CT) (CT) (CT) & & & & 전산화 전산화 전산화 전산화 단층 단층 단층 단층 혈관 혈관 혈관 혈관 촬영술촬영술촬영술촬영술(CTA)(CTA)(CTA)(CTA)

  전산화 단층촬영(CT)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출혈성   

     뇌졸중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2) 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MRI)  & 자기공명혈관조영술자기공명혈관조영술자기공명혈관조영술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뇌 안의 혈관과 혈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기공명혈관조영술은 자기공명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기법으로 간편하게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의 존재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10. 전산화 단층

촬영영상-하얀 부분이 

뇌내출혈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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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치료와 치료와 치료와 치료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뇌내출혈의 치료는 출혈의 위치와 출혈량, 뇌의 손상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존적보존적보존적보존적 치료치료치료치료/ 약물치료약물치료약물치료약물치료

혈압과 뇌압의 상승을 막고 뇌 혈류의 순환을 적절히 유지하는 치료가 

포함됩니다.                         

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 항고혈압항고혈압항고혈압항고혈압 약물약물약물약물이 투여됩니다.

② 뇌출혈은 뇌를 부어 오르게 하여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뇌의 부기를부기를부기를부기를 감소시키는감소시키는감소시키는감소시키는 약물약물약물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니톨,            
  스테로이드)

③ 쿠마딘, 헤파린, 아스피린 등의 피를피를피를피를 묽게묽게묽게묽게 하여하여하여하여 출혈을출혈을출혈을출혈을 쉽게쉽게쉽게쉽게 하는하는하는하는       
 약물약물약물약물의 복용을복용을복용을복용을 즉시즉시즉시즉시 중단중단중단중단해야 합니다. 출혈을 억제시키는 약물이        
 투여됩니다.

④    적절한적절한적절한적절한 수액수액수액수액 공급공급공급공급으로 몸 안에 이온과 영양분을 줍니다. 

⑤ 흔히 나타나는 두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통제진통제진통제진통제와 불안감소제가         

 사용됩니다.

⑥ 뇌 발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항경련제항경련제항경련제항경련제는 뇌졸중 후 6개월     
  또는 그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⑦ 뇌손상의 정도에 따라 숨쉬기 힘들거나 입안에 고인 침이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약물이 사용됩니다.

⑧ 그 외 체온조절, 폐렴, 욕창, 배설기능의 유지를 위한 치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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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적수술적수술적수술적 치료치료치료치료

①①①①    혈종 혈종 혈종 혈종 제거술제거술제거술제거술

뇌내출혈의 수술의 목적은 머리 안에 고인 피를 제거하여 머리 속 압력을 

낮추고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신경학적인 장애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②②②②    뇌실 뇌실 뇌실 뇌실 외 외 외 외 도관술도관술도관술도관술

뇌출혈이 심해지면 흔히 머리에 체액이나 혈액이 많이 차 있는 상태, 

즉 수두증이 생겨 뇌압이 상승됩니다. 

뇌실 외 도관술이란 뇌 안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정상보다 증가된 혈액이나 체액을 빼내는 것입니다. 

뇌실 외 도관술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간호사의 도

움 없이 절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서는 안됩니

다.

뇌내출혈은 허혈성 뇌졸중보다 발생빈도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훨씬 더 

치명적이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많은 경우 며칠 안에 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수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반신 마비, 의사소통을 

포함한 신경학적 장애를 가집니다. 출혈성 뇌졸중 후 1달 안에 회복되는 

경우는 단 12%에 불과하며 회복속도가 더디므로 입원기간과 치료하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그림 11. 뇌실 외 도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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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지주막하 지주막하 지주막하 지주막하 출혈이란출혈이란출혈이란출혈이란????

지주막 (뇌를 싸고 있는 세개의 막 중 하나로 혈관이 많이 분포합니다) 

아래로 뇌혈관이 새거나 터져서 혈액이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풍선처럼 풍선처럼 풍선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부풀어 부풀어 부풀어 오른 오른 오른 오른 혈관 혈관 혈관 혈관 기형기형기형기형((((뇌동맥류뇌동맥류뇌동맥류뇌동맥류))))이 갑작스럽게 

파열되어 세 개의 뇌막층 중의 하나인 지주막의 아래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림 12. 뇌동맥류의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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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증상 증상 증상 증상 

뇌동맥류는 파열 전에는 보통 증상이 없습니다. 뇌동맥류는 위험한 파열 

전에 신경을 압박하거나 적은 양의 혈액누출이 일어나 두통, 얼굴부위 

통증, 시야장애를 포함하는 경고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 일에서 수 주 내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빨리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l   갑자기 터질 듯한 두통이 생깁니다. (청천벽력 같은 두통)

l  의식을 잃거나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의식을 잃은 

채로 있거나 어떤 경우는 깨어나 정신 혼돈상태나 

졸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l 오심, 구토, 어지럼증, 목뒤의 뻣뻣한 느낌이 생깁니다.

    l 밝은 빛에 민감해집니다.

    l 간질발작이 생기기도 합니다. 

    l 약 4분의 1정도에서 반신 마비를 포함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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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진단진단진단

(1) (1) (1) (1) 전산화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CT) (CT) (CT) (CT) & & & & 전산화단층 전산화단층 전산화단층 전산화단층 혈관촬영술혈관촬영술혈관촬영술혈관촬영술(CTA)(CTA)(CTA)(CTA)

전산화 단층 혈관촬영술은 뇌동맥류진단에 있어서 입원할 필요없이  

외래에서 손쉽게 검사할 수 있어 뇌동맥류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로 

시행합니다. 

 

(2) 자기자기자기자기 공명영상공명영상공명영상공명영상(MRI) & 자기공명혈관조영술자기공명혈관조영술자기공명혈관조영술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뇌 안의 혈관과 혈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조기진단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3) 뇌혈관뇌혈관뇌혈관뇌혈관 조영술조영술조영술조영술   

출혈을 유발한 뇌동맥류나 동정맥기형의 부위를 

찾고 진단 확정과 수술을 위한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림13. 뇌전산화단층 

     혈관 촬영술-뇌동맥류
그림14. 자기공명영상

        혈관 조영술-뇌동맥류

그 림 1 5 . 뇌 혈 관 

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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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치료치료치료 및및및및 예후예후예후예후

(1) 약물치료약물치료약물치료약물치료 

① 두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통제가 투여됩니다.

② 뇌동맥류 파열 후 50% 이상에서 뇌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허혈성 뇌졸중이나 사망의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하는 

약물을 복용합니다. (니모디핀)

③ 그 외 뇌압과 혈압의 상승을 조절하고 뇌혈류의 순환을 돕는 약물, 

이온과 영양분의 공급을 위한 수액이나 약물, 항경련제가 사용됩니다.

(2) 수술적수술적수술적수술적 치료치료치료치료

뇌동맥류의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동맥류의 재출혈을 막고 지주막하의

출혈을 제거함으로써 혈관의 좁아짐과 수두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①①①①    뇌동맥류 뇌동맥류 뇌동맥류 뇌동맥류 결찰술결찰술결찰술결찰술

뇌동맥류결찰술이란 그림과 같이 뇌동맥류가 

찢어질 때 뇌동맥류의 목부위를 특수제작한 

클립으로 묶는 수술입니다. 파열된 동맥류의 

재출혈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그림 16. 뇌동맥류 결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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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    뇌혈관 뇌혈관 뇌혈관 뇌혈관 색전술색전술색전술색전술

뇌동맥류 결찰술이 어려우면 시도되는 방법입니다. 특수코일로 동맥류를 

채워 동맥류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출혈의 가능성을 

억제합니다. 

지주막하출혈은 약 반 수 정도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위험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신마비나 

반신 감각저하, 언어장애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17. 뇌혈관 색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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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맥동정맥동정맥동정맥 기형기형기형기형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정상구조인 모세혈관이 없고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동맥의 압력은 정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정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때 출혈이 생기는데 

대부분 뇌내출혈이 많습니다. 정맥혈관의 파열이므로 동맥류 파열보다는 

사망률이 낮고 경과가 양호합니다. 동정맥 기형은 보통 선천적이며 

청소년이나 젊은이 사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의 경우는 두개골을 열어 기형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 방법, 그리고 특수 물질로 동맥과 

정맥의 연결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18. 뇌동정맥기형의 수술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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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뇌손상에 뇌손상에 뇌손상에 뇌손상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영향영향영향영향

뇌는 매우 복잡한 기관으로 뇌 각각의 부분은 각기 다른 신체의 부분을 

조절하고 통제 합니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분류합니다. 

                  그림 19. 뇌의 분류

뇌졸중의 증상은 손상 받은 뇌의 위치가 어디인지, 손상이 얼마나 심한지, 

발병  시의 나이, 성격, 평소 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1) 1) 1) 1) 대뇌 대뇌 대뇌 대뇌 손상 손상 손상 손상 시 시 시 시 증상증상증상증상

대뇌는 머리 부분의 위부분과 앞부분에 있습니다. 증상은 

뇌손상 부위의 반대편 신체에 나타납니다.

l 뇌손상 반대부위의 신체움직임과 감각 장애

l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의 어려움

l 음식 먹기와 삼키기 어려움

l 시야 장애

l 인지장애 (생각하기, 이성적인 판단, 기억력장애)

l 주위 사물에 대한 지각 능력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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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머리 빗기, 양치질 등 자가 간호능력 결여.

l 행동이 서투르고 과장되며 쉽게 피로해짐

l 안전에 대한 주의력 부족과 위험에 대한 판단력 부족

l 대변과 소변의 조절 능력 장애

l 감정의 조절이 부적절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함

l 성 기능의 장애

2) 2) 2) 2) 소뇌 소뇌 소뇌 소뇌 손상 손상 손상 손상 시 시 시 시 증상증상증상증상

소뇌는 대뇌 아래, 머리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l 소뇌는 몸의 평형과 자세를 조정합니다.

l 근육을 조절하여 섬세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l 뇌졸중이 소뇌에 발생하는 경우는 적으나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3) 3) 3) 3) 뇌간 뇌간 뇌간 뇌간 손상 손상 손상 손상 시 시 시 시 증상증상증상증상

뇌간은 척수가 연장된 구조로 뇌의 위치로는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 심장박동, 혈압, 호흡등과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l 보고 듣고 말하기, 음식씹기 삼키기, 얼굴의 감각과 움직임 등을        

  조절하는 주요 뇌신경이 분포합니다.  

l 불행하게도 뇌간 부위의 뇌졸중은 사망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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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위험요인과 위험요인과 위험요인과 위험요인과 예방예방예방예방

1)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은 가장 흔한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이며 가장

중요하게 치료해야 할 위험인자입니다. 고혈압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혈압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 

지속되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2) 과도한 과도한 과도한 과도한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 섭취섭취섭취섭취는 20대와 30대 연령의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3) 피를 묽게 하여 엉겨 붙지 않도록 하는 약물은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피가 너무 묽어지면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규칙적으로 의사에게 항 항 항 항 응고 응고 응고 응고 약물 약물 약물 약물 복용복용복용복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4) 출혈이 출혈이 출혈이 출혈이 잘 잘 잘 잘 멈추지 멈추지 멈추지 멈추지 않는 않는 않는 않는 혈액질환 혈액질환 혈액질환 혈액질환 장애장애장애장애(혈우병, 백혈병, 혈소판 

장애)를 가진 경우 의사와의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5) 흡연흡연흡연흡연은 혈관에 침전물을 형성하고 니코틴은 심장부담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여러 유

해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흡연과 고혈

압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뇌졸중의 위험이 18배나 높습니다.

6) 뇌동맥류나 뇌혈관기형을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진 사람들은 출혈성 뇌

졸중의 위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뇌졸중의 뇌졸중의 뇌졸중의 뇌졸중의 가족력가족력가족력가족력을 가진 

사람에게 조기진단조기진단조기진단조기진단을 위한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의 검사는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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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장질환심장질환심장질환심장질환이나    당뇨당뇨당뇨당뇨, , , ,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지

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8) 규칙적인 규칙적인 규칙적인 규칙적인 운동운동운동운동은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감소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춥니다. 30분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되

 약간 몸이 따뜻해지고 약간 숨이 찬 정도로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건강한 건강한 건강한 건강한 식습관식습관식습관식습관을 가집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줄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고 채소나 과일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10) 적절한 적절한 적절한 적절한 체중체중체중체중을 유지합니다.

비만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되며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섭취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

한 물을 마십니다.

11) 나이나이나이나이가 많아질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뇌졸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병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12) 그 외 위험인자로 과로과로과로과로, , , , 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스트레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반드시 남는 질환이므로 위험인자

의 조절과 예방을 통해 뇌졸중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뇌졸중의 치료에 노력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재발할 때 장애의 정도와 사망률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뇌졸중

의 회복기 동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의 관리, 뇌졸중의 위험인자의 파

악, 생활방식의 교정, 전문의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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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의료진의 도움을 도움을 도움을 도움을 요청해야 요청해야 요청해야 요청해야 할 할 할 할 상황상황상황상황

1) 뇌졸중의뇌졸중의뇌졸중의뇌졸중의 경고경고경고경고 증상증상증상증상

l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다가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가라앉는다....

l 갑자기 몸 한쪽편의 팔다리가 저리거나 팔,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움직일 수 없다. 

   l 생각하는 것을 쉽게 빨리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헛소리를 하거나 말이 어눌하다. 

   l 종종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흐리게, 또는 보이지 않는다.

증상이 곧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가 필요한 뇌

졸중의 위험신호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진단하고 

증상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면 절대 안됩니다. 지체 없이 뇌혈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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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도착 도착 도착 도착 전의 전의 전의 전의 응급처치응급처치응급처치응급처치

출혈성 뇌졸중 발생 직후에는 편안히 눕혀 절대 안정을 시킵니다. 구토가 

있으면 토한 것이 흡입되지 않도록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에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입안을 닦아 줍니다.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경련을 

못하도록 신체를 억제하지 말고 경련으로 다른 신체적인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제거합니다. 경련의 상태를 잘 관찰한 후 

의사에게 경련시간, 양상 등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 것도 먹이지 말아야 

하고 몸을 조이는 넥타이, 벨트 등을 풀어 줍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뇌졸중의 시작 후 적어도 3시간 

이내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응급상황이며 빠른 시간 안에 막히거나 출혈된 

부위를 치료하는 것만이 뇌 손상과 잠재적인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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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출혈성 뇌졸중환자의 입원 후 관리

1. 1. 1. 1.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출혈성 뇌졸중 뇌졸중 뇌졸중 뇌졸중 급성기 급성기 급성기 급성기 관리   관리   관리   관리   

의식저하와 더불어 숨쉬기, 심장기능 등,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감소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합병증이라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2. 2. 2. 2. 기도유지 기도유지 기도유지 기도유지 관리관리관리관리

출혈로 인한 뇌손상에 따라 호흡이 불규칙해 지거나 갑자기 뇌압이 상승하

여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이 흐려져 입안에 가래나 침이 많

아도 제대로 뱉어 내지 못해 기도로 잘못 들어가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

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흡인기를 통해 

가래나 침 등을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가래를 제거할 때에는 깨끗

이 손을 씻고 균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며 가래량이 많아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출혈이 관찰되면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가습기를 가까이 놓아 실

내에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입을 통해 기도로 튜브를 삽입하거나 기관 절개술(목에 플라

스틱 튜브를 끼워 두어 호흡을 유지하는 시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공급하

거나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숨을 잘 쉬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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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뇌압상승 뇌압상승 뇌압상승 뇌압상승 방지방지방지방지

뇌는 딱딱한 두개골로 싸여 있기 때문에 뇌의 일부 

붓거나 출혈이 많아지면 부피가 늘어나 뇌 안의 압력

(뇌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를 

한쪽이나 여러 방향으로 밀면 뇌가 눌려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술이나 약물

을 사용합니다. 뇌압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려 

머리와 엉덩이가 굴곡되지 않은 자세로 안정을 유지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무거운 물건을 발로 힘을 주어 미는 것,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을 포함하는 뇌압을 상승시키는 행동은 자제합니다.

보통 변비예방을 위한 변비 완화제를 투여합니다. 불안과 두통을 감소시키

기 위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으나 약물 자체가 의식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4. 4. 4. 4. 연하곤란연하곤란연하곤란연하곤란/ / / / 비위관 비위관 비위관 비위관 영양영양영양영양

뇌졸중에서 흔히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음식을 잘 못 넘

겨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물

을 삼킬 때 사레나 기침이 있는지 잘 관찰합니다.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로 수분

을 보급해주거나 그림과 같이 튜브를 코로부터 위 속으

로 삽입하여 특별히 준비한 영양 유동식(비위관 영양)

을 넣어 줍니다. 튜브를 통해 미음을 제공할 경우 45도 

 

     그림 20. 탈뇌: 뇌압으로  

     뇌가 밀려 사망까지 초래  

     할 수 있다.

    그림 21.비위관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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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앉은 자세를 취해 주는데 미음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로 들어가

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비위관 영양동안에 관을 뽑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

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동안 침대를 30-40도로 올려 둡니다. 

뇌졸증으로 오래 누워있는 환자는 구강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반사의 소실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5. 5. 5. 욕창 욕창 욕창 욕창 예방예방예방예방

욕창은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혈관이 눌려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수분 이내 압박을 느끼므로 자세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할 수 있지만, 뇌졸중 환자는 스스로 체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위험이 높습니다. 

피부와 조직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압박을 견딜 수 있지만 2시간 이상 

압박이 계속되면 피부와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곳으로 

오랫동안 눕지 않게 하고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자세를 바꾸어 한 

부위에 압력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합니다. 물이나 공기로 된 침대나 패드의 

사용은 딱딱한 침대나 휠체어로 인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비된 팔, 다리는 베개 위에 올려 지지합니다. 대소변을 본 후에는 즉시 

깨끗이 치우고 통풍을 시켜 잘 

건조시켜 줍니다. 기저귀를 사용할 

때에는 자주 갈아줍니다. 옷이나 시트 

등에 구김이 가지 않도록 하고 피부를 

깨끗이 유지합니다.

 그림 22. 욕창호발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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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변비 변비 변비 변비 예방예방예방예방

수분량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야채 등의 

섬유질을 매일 섭취합니다. 처방에 따라 대변 완화제를 복용하거나 좌약을 

사용하거나 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7. 7. 7. 정맥 정맥 정맥 정맥 혈전증혈전증혈전증혈전증

정맥 혈전증이란 정맥 내에서 피딱지(혈전)가 생겨 혈관을 막는 것으로 

흔히 다리에 나타납니다. 

뇌졸중 환자는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므로 피의 

흐름이 저하되어 피딱지가 정맥혈관을 막는 

혈전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특정부위가 붓고, 심한 

통증이나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혈전이 폐로 가는 혈관을 막아 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맥 혈전증의 예방을 위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다리를 장기간 

꼬지 않도록 하고 옷이 몸에 꼭 끼지 않도록 합니다.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혈전을 예방하는 혈전 예방 탄력 스타킹을 신도록 

합니다.

 

       그림 23. 정맥혈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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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8. 안전유지안전유지안전유지안전유지

뇌졸중환자는 주의력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주변 물건 등에 대해 

무관심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항상 침대의 난간을 올려 두어 낙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혼자 둘 때에는 

꼭 간호사나 다른 보호자에게 미리 부탁해 둡니다. 

처음 걷기 시작하는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꼭 함께 있어야 하며 

걸을 때에는 가볍고 편한 운동화를 신도록 합니다.

9. 9. 9. 9. 요실금요실금요실금요실금

뇌손상으로 인하여 소변이 방광에 차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와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요실금이 계속되면 소변의 산성 성

질이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를 헐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경우 요실금이 있다면 욕창이나 요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소변줄을 삽입하게 됩니다. 

 

- 27 -



- 64 -

10. 10. 10. 10. 재활치료재활치료재활치료재활치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새로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손상 후 근력과 힘을 다시 얻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안정화되면 재활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독립성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재활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바른 자세취하기, 관절의 수동적/ 

능동적 운동. 말하기 연습,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의 병행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잔존한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비된 팔다리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관절이 굳고 근육이 위축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비된 팔다리를 수동적으로 운동시키며 마비가 

가벼운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자주 관절과 근육을 운동시켜 줌으로써 

마비된 팔다리의 기능의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향후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합니다. 침대 위에 일어나 

앉는 시기 등도 의사의 지시에 따르되 가급적 빨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의 기능은 다시 회복될 수 없지만 뇌의 다른 부분이 

대신하여 죽은 뇌조직 주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의 회복은 대부분 몇 달이 

걸리지만 뇌졸중 후 수년에 걸쳐 계속 회복하기도 합니다. 

손상된 신체기능의 회복은 얼마나 많은 재활치료와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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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1. 11. 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

어른수준에서어른수준에서어른수준에서어른수준에서 대화를대화를대화를대화를 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 정면으로 쳐다보고 직접 

대화하되 무시하거나 낮추어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뇌졸중 전처럼 대해 주세요. 뇌졸중을 가졌다고 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정상적인 톤을톤을톤을톤을 사용하세요사용하세요사용하세요사용하세요. 청력 소실이 있지 않는 한 평소보다 큰 소리

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편안한편안한편안한 속도로속도로속도로속도로 말하세요말하세요말하세요말하세요.  당신의 말이 이해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세

요. 한번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도록 시도하세요.

주의주의주의주의 산만한산만한산만한산만한 것은것은것은것은 피합니다피합니다피합니다피합니다. 

주위 소음, TV나 라디오 등으로 인한 주의 산만을 줄입니다.

일 일 일 일 대 대 대 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대화합니다대화합니다대화합니다대화합니다.  더 적은 사람과 대화할 때 이해도가 높을 것입

니다. 

12. 12. 12. 12.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심리적 지지지지지지지지

뇌졸중 후 회복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 무기력감, 절망, 우울, 무관심이 흔히 생깁니다. 

뇌졸중 후 회복의 정도는 개인의 성격, 인생의 경험, 생활 방식에도 영향

을 받습니다. 뇌손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유발하는 것은 재활과 회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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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지지와 보살핌, 격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러므로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의 환자를 대하는 반응과 감정은 중요합니다.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우울하거나 과잉 보호하거나 뇌졸중에 대한 지식

이 없으면 환자의 상태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시간에 효과를 

기대하는 성급함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위한 가족, 친구, 동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인생을 바꿉니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은 심각한 위  

 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들이 때론 끈기  

 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치유과정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이 되  

 길 기도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아래로 전화하여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신경외과 병동

☏ 신경외과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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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EEEddduuucccaaa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fffooorrr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
aaahhheeemmmooorrrrrrhhhaaagggiiicccssstttrrroookkkeee

Jeon,HyunJi
DepartmentofCriticalcar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isamethodologicalresearchtodevelopinformationmaterialfor
patientswithhemorrhagicstrokesandtheirfamilies.Thismaterialwillprovide
information on definition,symptoms,diagnosis,treatment,prevention ofthe
hemorrhagicstroke.
Inordertodeveloptheeducationmaterials,educationitemsandeducation

contentsrelated tothehemorrhagicstrokewereidentified through literature
and web search.Then werereviewed by specialistsfordeciding degreeof
appropriateness.
11 specialist group consisited of one neurosurgery specialist, one

NCU(NeurosurgicalintensiveCareUnit)head nurse,oneneurosurgery head
nurse,fivestaffnurseswithneurosurgeryunitexperiences,threestaffnurses
with NCU experiences.Allstaffnurseshave more than five-yearnursing
care experiences on hemorrhagic strokes. The Education materials were
reviewed by specialistto determinetheirappropriatenessforahemorrhagic
strokeguide.Thefinaleducation materialwasdeveloped afterrevis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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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Theresultofthisstudyareasfollows:
First,preparation ofeducation materialforpatientswith a hemorrhagic

strokewasfound to beinvolved with thefollowing threemajorcategories
includingdefinitionofdisease,diagnosisandtreatment,careandmanagement
inposthemorrhagicstrokerelatedinformationarea.Thethreemajorcategories
can bedevided into 28minorcategories:definition and subtypeofstroke,
hemorrhagic stroke classification(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chnoid
hemorrhage), the site of cerebral hemorrhage, incidence, severity of
hemorrhagic stroke,warning sign ofstroke,risk factor,when to calla
professional,symptom,diagnosis(brain CT/CTA,brain MRI/MRA,cerebral
angiography,Carotid Doppler/TransCranialDoppler),conservativetreament,
surgicaltreatment(hematomaremoval,ventriculostomy,clipping ofaneurysm,
Guglielimi detachable coil), complication, prognosis and recurrence of
hemorrhagicstroke,theeffectofstroke,acutecareofposthemorrhagicstroke,
airway maintenance,prevention ofincreasing intracranialpressure,nutrition
support/swallowingdifficulty/gastricfeeding,bedsore,constipation,deepvein
thrombosis,saftyprecaution,rehabilitationandemotionalsupport.

Second,toverifyappropriatenessofcontents,Fehringmethodwasusedwith
thefollowingscoringscheme:0pointindicate"completelyinappropriate",0.25
pointindicate"notappropriate",0.5pointindicate"midlinebetweenextremes",
0.75pointindicate"appropriate",and1pointindicate"veryappropriate".Based
onthisscoringsystem,theCVI(ContentValityIndex)wascalculatedandthe
itemswiththeCVIscoremorethan0.75wereselected.TheaverageCVIfor
allitemswas0.84.Ofall3majorcategories,informationrelatedwithcareand
managementin posthemorrhagicstrokehad thehighestCVIscoreof0.86.
Andthisresultshowedtheimportanceoftheposthemorrhagicnursing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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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negement.Theincidenceofstrokeand hemorrhagicstroke,Carotid
Doppler/TransCranialDopplerindiagnosisitemswereexcludedduetothe
CVIscoreslowerthan0.75.Thedeepveinthrombosis hadaCVIscorelower
than0.75withtheactualscoreof0.70.However,itwasincludedinthefinal
education material,becauseitisoneoftheseriousandfrequentcomplication
inahemorrhagicstroke.

Third,finaleducation materialsforpateintswith hemorrhagicstrokewas
developed with two majorcategories,definition,diagnosisand treatmentof
hemorrhagicstrokeandposthemorrhagicstrokepatientsmanagementandcare.
And they have subcategories with 19 items, includ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stroke(ischemicand hemorrhagic),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hemorrhagicstroke,symptom,diagnosis(brain CT/CTA,brain MRI/MRA),
conservativetreament,surgicaltreatment(hematoma removal,ventriculostomy)
andprognosisofintracerebralhemorrhage,symptom,diagnosis(brainCT,brain
MRI/MRA, cerebral angiography), conservative treatment, surgical
treatment(clipping of aneurysm,Guglielimi detachable coil),prognosis of
subarachnoid hemorrhage,risk factorand prevention ofhemorrhagicstroke,
whentocallaprofessional,theeffectsofstroke,acutecareofhemorrhagic
stroke,airway maintenance,prevention of increasing intracranialpressure,
nutritionsupport/swallowingdifficulty,gastricfeeding,bedsore,constipation,
deepveinthrombosis,safetyprecaution,rehabilitationandemotionalsupport.

Tosummarize,thehemorrhagicstrokeislife-threateningdiseaseand it
usuallyresultstodisability,sometimespoorprognosis.Itoccurssuddenlyand
abruptly,so thepatientsand familiesusually tend to beembarrassed and
helplesswithoutanyinformationandsupportabouthemorrhagicstroke.Some
studiesshowedthatstrokepatientsandfamilieshadhigheducational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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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therearefew educationmaterialsavailableonhemorrhagicstroke
withposthemorrhagicstrokenursingcareandmanagementinacutestage.

Thiseducation materialforhemorrhagicstrokecan beausefulguidefor
patientsandtheirfamilies,anditcanprovidebasicinformationfordeveloping
acomputerizededucationtool.

KKKeeeyyywwwooorrrdddsss:::hemorrhagicstroke,education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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