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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이 템플릿의 사용으로 중환자 가

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중환자 간호에 가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

초연구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토대로 치료, 환자

상태, 일일계획, 안위수준, 가족참여 5개의 영역으로 분류 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를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

다.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 까지 서울 소재의 일개 대학 병원의 중환

자실 간호사 10인과 중환자 가족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요구도 50%이상인 13개의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파악하여 CVI 0.80 이상인 

간호정보 제공 항목을 선정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항목의 내용을 추가

하거나 수정하여 11개의 간호정보 제공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에 대해 간호정보 제공을 위한 태블릿 PC 기반의 템플릿 초안을 

개발하였다. 초안에 대해 중환자실 간호사 20인에게 간호정보 템플릿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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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전략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결과 간호정보 제공을 위한 템플

릿 초안의 총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13점이었고, 하부 항목인 내용은 평

균 4.30점, 설계는 평균 3.90점, 전략은 평균 4.18점으로 평가되었다. 중복되

는 정보는 하나로 통합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글자의 크기가 작다는 등의 의견

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간호정보 템플릿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정보 템플릿은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여 환자의 상

태에 따른 그날의 간호정보를 제공하여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개선하며, 환자 치료에 가족참여를 유도하

여 궁극적으로는 중환자 가족의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 경감과 중환

자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중환자실, 가족, 정보요구,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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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가족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심한 질병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건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

한 환자의 가족은 더욱더 심각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Maruiti, 

Galdeano, & Dias Farah, 2008). 중환자 가족은 환자의 입원으로 인한 위기상

황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많은 요구를 갖게 되며, 이러한 가족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발

생하는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중환자실 환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중환자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Omari, 2009; 손병

일 & 정민숙, 2013). 따라서 중환자 가족을 도와주는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환자 가족이 당면한 문제점과 충족되어야 

할 요구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윤경진, 김경희, 2009). 

  선행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요구 조사(강현주, 2006; 장선영, 

2007; 한종숙, 2008; Omari, 2009; Bailey, Sabbagh, Loiselle, Boileau, & 

McVey, 2010; Obringer, Hilgenberg, & Booker, 2012; AI-mutair, Plummer, 

O’Brien, & Clerehan, 2013)에서 중환자 가족은 환자상태, 치료, 간호 및 예

후 등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환자 가족은 자신

들의 안위나 정서적 지지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확신이나 정확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은 

일차적 정보제공자인 간호사이다(Faridah, 2007; 이지원 & 임선영, 201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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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김용순, 박진희, & 임기영, 2006; Loiselle et al., 2012). 의사소통은 중환

자실 간호사가 중요하고 빈번하게 수행하는 간호업무로, 특히 신규간호사일수

록 의사소통 방법과 의사소통 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김금순, 

김진아, & 박영래, 2011; 안정원 & 김금순, 2013). 이는 중환자 가족들은 중

환자실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 치료, 간호 및 예후 등에 관해 높은 정보제공

의 요구를 갖기 때문이다(장선영, 2007). 중환자실 의료진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중환자 가족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Wilson, 

Kaur, & Moraes, 2015), 지속적으로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사정하고, 요구에 

맞는 가족중심 간호를 촉진시키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Khalaila, 2014). 

  이런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크게 환자에 대한 정보, 중환자실 의료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한 정보임을 확

인하였다(Peigne et al., 2011). 구체적으로는 진단, 치료, 경과, 임상적 상

태, 일일 치료계획 및 스케줄, 안위, 치료목표, 의료진, 가족참여 관한 정보

이다(Wilson et al., 2015).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임상전문 간호사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나,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 훈련받은 의사소통 조력자(communication facilitator)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족의 요구와 고충을 사정하고,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지하는 

것은 중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심리적 지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Bailey et al, 2010; 

Howell, Nielsen, & Turner, 2014).

  중환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중환자실 입

실 안내를 소책자(김귀현 & 정향미, 2006),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 연구(이문경 & 이윤미, 2012; 조미정, 2014)와 입실 후 밤사이의 환자 

상태를 아침에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한 연구(최정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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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 있었다. 최근에는 의료 환경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등 모바일 기기가 의료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김숙영, 

2014), 국외 연구에서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방법인 환자포

탈(patient portal)의 개념을 중환자실에 적용하여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보

가 갱신되고, 개별적인 메시지 보드나 블로그를 통해 그날 환자의 의학적 상

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였다(Brown et al., 

2016).  

  이렇듯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간호정보 제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간호정보 제공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보를 기억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매체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 중환자실 입, 퇴실 시 간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이며, 그날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간호에 가족이 참여하

도록 유도하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

는 정보제공 매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에 기

반하여,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면회 시간에 제공 할 간호정보

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제작하여 중환자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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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중

환자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간호정보를 제공하고, 중환자 가족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중환자 간호에 가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파악한다.

 2) 중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간호정보를 기초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개발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정보 템플릿

 이론적 정의 : 간호에서 정보제공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주기위해 간호나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  

               상자의 지식수준을 높여 자기 건강관리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건강행위 시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배희옥 & 서순림, 2001)

                템플릿이란, 사전에 특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구성된 자원  

               을 정의하고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은  

               특정 객체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표준을 따르는 형식을 저작  

               할 때 사용된다(홍하윤, 2013). 따라서 간호정보 템플릿은 간  

               호정보가 사전 정의된 구조와 형식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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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토  

               대로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인한 간호정보를 태블릿 PC에 구   

               현한 구조화된 화면의 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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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국내∙외의 관련문헌에서 제시한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를 

확인하여, 중환자 가족에서 제공할 간호정보를 분석하고, 기존 간호정보 제공 

방법 및 매체를 파악하여 간호정보 제공 템플릿을 구현 할 매체, 효과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

  중환자 가족이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 질병을 갖고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위독한 환자와 부부, 자녀, 친척 등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

들의 집단을 말한다(조미정, 2014). 중환자실의 환자는 대부분 기관내 삽관, 

진정수면, 신경학적 손상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가족이 중환자실 재원기간 동안 의료진과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을 내

린다. 이에 따라 중환자 가족은 보편적으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Petrinec & Daly, 2016). 또한 중환자실이라는 가족과 떨어진 공간, 면회시

간이라는 한정된 시간만 허락되어 가까이에서 환자를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

한 가족의 불안이 발생하게 된다(이지원 & 임선영, 2014). 중환자 가족은 예

후에 대한 염려, 병원생활의 불편감으로 인한 피로, 수면부족, 신체적 문제, 

사회적 고립, 다른 가족과 지낼 시간 부족, 직업적 성공에 대한 장애, 재정적 

손실과 의료인들의 태도 등에서 느껴지는 긴장 및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Farrell, Joseph, & Schwartz-Barcott, 2005).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연장이라는 

치료적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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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된다(장선영, 2007). 가족들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가족의 일원에게 

최선을 다한 돌봄을 제공해주고자 하나 대부분의 중환자실은 환자의 휴식 제

공, 감염 방지, 의료인의 치료와 간호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방문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미라 외., 2010). 중환자 가

족은 환자와 간호사에게 중요한 지지자원이며, 중환자 치료에 가족 참여의 중

요성과 이런 통합적인 치료가 중환자와 가족에게 유익하다고 제안하나 실현되

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Kean & Mitchell, 2014).

  중환자 가족은 환자의 입원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적, 정

신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많은 요구를 갖게 된다

(Omari, 2009; 손병일 & 정민숙, 2014). Molter(1979)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

를 사정할 수 있는 중환자 가족 요구 사정도구(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CCFNI)를 개발하고, 이는 Leske(1992)에 의해 확신, 정보, 

근접, 안위, 정서라는 5개의 하부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중환자 가족 요구 사

정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은 환자상태, 치료, 간호 및 예후 

등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Takman & Severinsson, 2005; 

강현주, 2006; 장선영, 2007; 한종숙, 2008; Maxwell, Stuenkel, & Saylor, 

2007; Omari, 2009; Obringer et al., 2012).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 질문에 대해 의료진에게 솔직한 답변

을 듣는 것,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 아는 것, 환자상태 변화 시 정보를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kman et al, 2005).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고,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알고자 하며, 환자에게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환자의 이

동(병동, 타병원 등)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경우 가족에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장선영, 2007).

  문헌 고찰을 통해서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중환자 가족이 물어보는 주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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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서는 크게 진단, 치료, 경과, 안위, 상호작용, 의사소통, 중환자실 

퇴실로 그 하위영역으로 진단은 신경학적 상태, 질환, 외관에 관한 질문이며, 

치료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인공호흡기 제거, 의료용 기구와 기계에 

관한 질문이다. 경과는 회복, 회복의 가능성, 환자상태 변화 시 언제,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이며, 안위는 환자의 심리적 중압감, 안위를 증진시키

는 방법, 육체적 통증에 관한 질문이다. 상호작용은 보호자의 이야기를 환자

가 들을 수 있는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며, 

의사소통은 정규적으로 정보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한 정보를 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중환자실 퇴실은 중환자실 재원기간, 후유증에 관련된 것이었다

(Peigne et al., 2011). 중환자실 면회 횟수에 따라 간호사에게 중환자 가족

이 듣고자 하는 정보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 

검사결과, 투여되는 약물, 진단명에 대한 정보를 듣고자 하고, 면회 횟수가 

증가 하면서 앞의 정보 외에 중환자실 퇴실, 환자의 불안, 수면에 대한 정보

를 간호사로 부터 듣고자 하였다(Simoni & Silva, 2012). 최근에 이루어진 연

구에서도 환자 치료와 관련되어 중환자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진

단, 치료, 경과, 임상적 상태, 일일 치료계획 및 스케줄, 안위, 치료목표, 의

료진, 가족참여에 관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Wilson et al., 2015). 

  이런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에 따른 중재 연구에서 중환자실 환경, 시설에 

대한 정보와 면회 시간, 중환자실 하루 일과,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치료와 간호가 왜 이루어지는지, 환자를 위해 침상에서 가족

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서 중환자 가족의 불안감을 유의

하게 감소시켰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Chien, Chiu, Lam, & 

Ip, 2006). 또한 임상전문 간호사를 통해 중환자실 환경, 중환자실 의료진, 

특정 시기에 따른 환자의 상태나 치료계획, 경과에 대한 정보를 개개인의 요

구에 따라 제공하였을 때 중환자 가족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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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ey et al., 2010), 의사소통 조력자를 통해 중환자 가족의 요구와 고충

을 사정하여 이러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중환자 가족과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시행함으로서 중환자 가

족의 심리적 증상 중 우울감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Curtis, Treece, & 

Nielsen, 2016).      

  이렇듯 중환자 가족은 가족 일원의 입원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 치료에 치중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이라는 가족과 환자의 분리된 상황과 제한적인 면회로 인해 환자간호

에 있어서 가족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중환자 가족의 정

보 요구를 사정하였을 때 크게 환자에 대한 정보, 중환자실 의료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한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진단, 치료, 경과, 임상적 

상태, 일일 치료계획, 안위, 가족참여, 의료진, 중환자실 면회 및 환경에 대

한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를 사정하

고, 환자 상태나 특정 시기에 따른 정보제공은 중환자 가족의 만족도 향상과 

심리적 증상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간호정보 템플릿

  중환자실 간호사는 면회 시 중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김용순 외., 2006), 임상현장에서 많은 업무와 정보제공 범위의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지원 & 임선영, 2014). 이러한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팸플렛이나 리플렛 등 소책자를 이용하

여 정보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Khalaila, 2014). 이는 시청각적인 정

보 제공은 구두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내용의 누락이 적고, 정보제공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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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입을 배제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바쁜 임상간호사들에게 대상자를 만

족시켜 주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정현철, 2008). 선행연구에서도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와 관련된 중재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간호정보 제공을 

시행하였다. 중환자실 장비 및 의료진에 대한 정보, 환자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어 간호사가 직접 제공한 결과 간호만족도에 유의한 변화가 없

으나 역할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귀현, 2006).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중환자실 안내용 소책자와 입실 후 밤사이의 환자 상태를 아침에 단

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하였을 때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불안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요구 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정훈 외., 2013). 중환자실 입원생활 안내에 대한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

제공은 구두와 리플렛으로 정보를 제공한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적 스트

레스, 불안감, 교육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요구 만족도를 더

욱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문경 & 이윤미, 2012; 조미정, 2014).  

  이렇듯 소책자나 동영상, 단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사소통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폰, 태블릿 PC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그 예로 외래 환자 대상의 환자

포탈(patient portal)을 통해 환자나 가족은 검사결과나 외래 방문기록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주치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인지하여 건

강증진 행위와 자가 간호를 증진시키고 있다(Tieu et al., 2015). 최근 연구

에서 중환자실에 재원중인 환자와 가족 및 중환자실 의료진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할 환자포탈과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 중환자와 가족이 원

하는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보가 갱신되고, 의료진

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별적인 메시지 보드나 블로그로 그날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알고자 했으며, 의료진과 가족 상담을 통해 결정된 내용과 상담의 주

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보고 하였다(Brow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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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은 구조적 자료입력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의 입력과 검색이 가능하

도록 설계된 하나의 화면으로, 예측되는 환자의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미리 

준비된 패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작성해 넣어야 할 고정된 수의 항목들이 구

성되어진 것으로(Yamazaki & Satomura, 2000), 환자의 패턴이 한정적이고 잘 

정의된 의료 영역에 적합하다(최희재, 2002). 한 예로 완화치료 협진 시 초기 

사정을 위해 문헌고찰과 패널 회의를 통해 사전 치료계획, 기능상태, 증상검

토와 같은 치료에 중요한 10가지 요소와 대리 의사결정자를 확인하고, 통증의 

선별, 호흡곤란을 사정하는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10가지를 포함한  

Palliative Care-National Clinical Template (PC-NCT)을 개발하였고, 이는 

치료의 질 향상(QI) 목표에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Goebel et al, 

2014). 침상 머리맡에 전자 의사소통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는 신경과, 내

과, 외과 등 6개의 과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를 사정하고 이를 치료계획, 환자 교육,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소통, 식이, 

약물로 구분하고 하위 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담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여 치료

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하였다(Caligtan, Carroll, Hurley, Gersh- 

Zaremiski, & Dykes, 2012).  

  최근 보고된 환자포탈은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이는 의료 

환경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김숙영, 

2014). 태블릿 PC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에서 항

암치료일정, 항암제의 정보 등을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교육한 결과 대상자의 

교육 만족도와 지식도가 증가하였고, 환자의 문의 건수의 감소로 간호사의 업

무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권근애,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태블

릿 PC를 이용한 감염관리 동영상 교육은 인쇄된 교육자료 보다 반코마이신 내

성 장알균(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us, VRE)감염환자 보호자의 감염



- 12 -

관리 지식과 감염관리 수행을 유의하게 증가 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간호 중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인경, 20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환자 가족의 위기상황으로 발생되는 요구 중 정

보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환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중환자실에도 의료진과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하고 그날의 중환자 가족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간호에 가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태블릿PC 기반의 템플릿을 이용한 정

보제공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환자 가

족이 알고자 하는 간호정보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여 태블릿 PC 기반의 간호정

보 템플릿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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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

발을 위해 간호정보 요구 조사 및 간호정보 제공 항목 선정과 간호정보 템플

릿 개발의 2단계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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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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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단계: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 및 간호정보 제공 항목 선정

  가. 문헌고찰

    자료검색과 검토는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검색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논문의 경우 한국교  

  육학술정보원(RISS 4U),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중환자 가족’, ‘간호  

  요구’, ‘간호정보’, ‘정보제공’, ‘중환자실 면회’를 키워드로 검색  

  하였다. 국외논문은 PubMed, CINAHL, Google 학술검색에서 ‘intensive     

  care unit’, ‘family’, ‘nursing’, ‘communication’, ‘critical    

  illness’, ‘critical care’의 MeSH 용어와 ‘critically ill            

  patients’, ‘need’, ‘information need’, ‘visitor’, ‘ICU’,      

  ‘informational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나. 문헌고찰을 통한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분석 결과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요구를 분석한 총 5편의 선행연구에서 중환  

  자 가족의 정보요구는 <표 1>과 같다. 5편의 문헌 중 중환자 가족의 정보   

  요구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치료로 5편 모두에서 언급되었다. 진단, 경  

  과, 중환자실 환경은 4편의 문헌에서 언급되었고, 환자상태, 안정수준, 가  

  족 참여, 중환자실 퇴실은 3편에서 언급되었다. 가장 적게 언급된 것은 일  

  일계획, 의료진으로 각 2편의 문헌에서 언급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를 위한 반 구조화  

  된 질문 구성과 간호정보 제공 항목 선정을 위해 10개의 정보요구 분류 중  

  중환자실 퇴실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일계획  

  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진단과 경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정보로 간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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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하였으며, 의료진과 중환자실 환경은  

  중환자실 입실 직후에 정보를 제공하므로 제외하여 ‘치료’, ‘환자상     

  태’, ‘일일계획’, ‘안정수준’, ‘가족 참여’ 총 5개의 간호정보로 분  

  류하였다.

 <표 1> 문헌고찰을 통한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A. Simoni, R. C. M. & Silva, M. J. P. (2012). The impact of the visit of  

   nursing on the necessities of the host families of ICU. Revista       

   da Escola de Enfermagem da USP, 46, 65-70.

B. Peigne, V., Chaize, M., Falissard, B., Kentish-Barnes, N., Rusi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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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 

    중환자 가족의 면회 시 알고자 하는 간호정보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일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6-       

  0011-3)과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간호국의 자료수집 허락을 받았다. 중  

  환자실과 간호팀에 자료수집 의뢰에 대해 허락을 받고 2016년 4월 15일부   

  터 5월 10일 까지 연구 목적에 맞는 중환자실 간호사 10명과 중환자 가족   

  10명의 동의를 받은 후 개별면담을 시행하였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간호사 10명을 임의로 표출하였다.

  (1)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

  (2)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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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의 기준을 만족하는 주 보호자 10명을 임의로 표출하였다.

  (1)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2)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로 만19세 이상인 자

  (3) 입원 시 3회 이상 면회를 시행한 자

  (4) 의사소통과 국문해석이 가능한 자

  (5)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면담은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중환자 가족 상담  

  실에서 1명씩 이루어졌으며, 편안한 분위 조성을 위해 녹음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반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연구자는 면담 시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다.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를 위해   

  사용한 반 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중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5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5개의 영역 중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중환자실 간호  

  사에게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로 <부록 1>과 같다.

  라.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 선정

    문헌고찰과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된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항목  

  들 중 각 대상 그룹에서 요구도가  50% 이상인 항목을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마.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Y대학 간호학   

   교수 1인,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 2인, 석사 학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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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중환자실 관리자 3인과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사 2인 총 8명   

   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았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Lynn(1986)이 제시한 CVI(content validity index)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즉,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비교적 적절하지 않다), 3점(비교적 적  

   절하다), 4점(매우 적절하다)으로 구성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표기하도록   

   하여 CVI가 0.80이상인 항목을 채택하였다.

  2) 2단계: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

   가. 간호정보 템플릿의 초안 개발

    전문가 타당도를 통해 검증된 항목들을 기본 골자로 하여 간호정보 템플  

  릿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간호정보를 제공할 매체는 태블릿 PC로, 템플릿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하며, 중환자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중환자 가족의 환자간호에 참여 할 수   

  있는 내용도 삽입하였다. 

   나. 간호정보 템플릿의 평가 및 최종 확정

    간호정보 템플릿의 초안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  

  는 중환자실 간호사 20인을 임의로 표출하여 간호정보 템플릿의 평가 설문  

  을 시행하였다.

  (1)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

  (2)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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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정보 템플릿의 평가를 위해 김은정(2009)의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  

  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가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9개 항목에는 간호정보 템  

  플릿의 내용, 설계, 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평가 문항은 5점 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이해의 어려움  

  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 하였다. 설문을 통한 평  

  가 내용을 수정, 보완 후 최종 간호정보 템플릿을 확정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는 자료수집 이전에 서울 소재 일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 2016-0011-3)과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간호국의 자료수

집 허락을 받은 후 중환자실과 간호팀의 자료 수집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 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중환자 가족과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연

구목적, 절차, 비 보장, 언제라도 원할 때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구

두로 설명하였다. 참여 철회나 수집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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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조사 및 간호정보 제공 항목 선정

 1)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조사 결과

  연구 목적에 맞는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0명과 중환자 가족 10

명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가족 상담실에서 각 30분 간 개별면담을 시행 하였

다. 면담을 통해 중환자 가족 면회 시 간호사에게 궁금한 점은 총 34개 항목

이었고, 가장 궁금한 점으로 어제와 다른 환자 상태 변화와 혈압, 맥박, 체온

의 변화로 조사되었다. 정보 요구 분류에 따른 궁금한 점으로는 치료에서 중

환자실 간호사는 검사 및 시술에 관한 정보와 욕창 치료에 관한 정보를 중환

자 가족이 많이 질문한다 하였고, 중환자 가족은 어떤 약물이 투여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 상태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는 어

제와 다른 환자 상태 변화와 혈압, 맥박, 체온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중환자 

가족이 많이 질문한다 하였고, 중환자 가족은 어제와 다른 환자 상태 변화와 

혈압, 맥박, 체온의 변화, 식이, 배뇨, 배변 상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일일계획에서 중환자 간호사는 병실이동과 기관내 삽관 제거, 

예정된 검사, 식이계획에 대해 중환자 가족이 많이 질문한다 하였고, 중환자 

가족은 기관내 삽관 제거와 예정된 검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안정수준은 중환자 간호사는 통증과 수면에 관해 중환자 가족이 많이 

질문한다 하였고, 중환자 가족은 수면에 관해서 가장 궁금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가족참여에 대해서 중환자 간호사는 손을 잡아주어도 되는지와 주치의 면

담에 관련하여 중환자 가족이 많이 질문한다 하였고, 중환자 가족은 주치의 

면담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중환자 가족의 알고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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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 모두 환자상

태, 치료, 일일계획, 안정수준, 가족참여 순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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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간호정보 

분류 
세부 항목

간호사 가족 합계

n=10 n=10 n=20

치료 검사/시술은 잘 시행 했나요?

욕창 치료는 잘되고 있나요? 

어떤 약물이 투여되고 있나요?

진정제는 계속 투여 되고 있나요?

치료 및 약물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재활 치료는 하고 있나요?

인공호흡기 치료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식하는 이유가 있나요?

6

5

1

3

1

-

1

1

3

4

6

2

4

4

2

2

9

9

7

5

5

4

3

3

환자상태 어제와 다른 상태 변화가 있나요?

혈압이나 맥박, 체온은 안정적인 가요?

식이, 배뇨, 배변활동은 원활한가요?

깨어서 알아보나요?

욕창은 생겼나요?

손발이 많이 붓고 찬데 지금은 어떤가요?

호흡양상과 가래양상은 어떤가요?

7

8

3

3

4

3

2

8

7

6

4

3

1

2

15

15

9

7

7

4

4

일일계획 인공기도는 언제 제거하나요?

오늘 진행할 검사는 무엇인가요?

병실로 이동은 언제 하는 건가요?

식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진정제는 언제 끊나요? 언제 깰 수 있나요?

6

6

9

5

3

6

6

2

2

2

12

12

11

7

5

안정수준 잘 잤나요?

통증은 많이 줄었나요?

불안 해 하지 않나요?

6

6

2

6

4

-

12

10

2

가족참여 주치의 면담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몸 닦아주어도 되나요?

손잡아도 되나요?

진정 중에 말하거나 노래 틀어줘도 되나요? 

4

4

5

3

4

3

1

3

8

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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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계속)

간호정보 

분류 
세부 항목

간호사 가족 합계

n=10 n=10 n=20

가족참여 손이나 발을 주물러도 되나요? 1 3 4

기타 자세는 언제 바꿔주나요?

병실이동 후 환자 간호방법을 알 수 있나요?

억제대는 꼭 해야 하나요?

경제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니터 알람은 왜 울리는 건가요?

평균적인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나요?

2

1

2

1

2

-

2

3

1

1

-

1

4

4

3

2

2

1

중환자실 

간호사

에게 

바라는 

사항

욕창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환자 위생관리 잘해주세요.

통증 조절 잘해주세요

자세 자주 변경해 주세요.

검사/처치/시술의 정확한 시간 알려주세요.

환자의 불편사항을 바로 해결해 주세요.

처치/시술 전에 꼭 환자에게 설명 해주세요.

3

4

3

2

1

2

1

3

1

1

2

3

1

1

6

5

4

4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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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 선정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은 면담을 통해 중환자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간

호정보 요구에 따른 질문에서 총 10인(50%)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거나 또는 

중환자 간호사, 중환자 가족 중 각 5인(50%)이상이 요구한 간호정보 항목을 

채택하였다. 총 34개 항목에서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의 합이 50% 이

상인 항목과 간호사 5인 이상, 중환자 가족 5인 이상이 요구한 간호정보 항목

은 총 13개로 나타났다. 13개 항목 중 어제와 다른 환자상태, 활력징후가 75%

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욕창치료와 식이계획(50%)으로 나타났다. 

가족참여 부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행 가능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환

자 상태에 따른 가족참여 유도로 항목을 정하였다. 요구되는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에 따라 템플릿 개발 시 간호정보의 나열 순서를 결정하였다.

 4)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

   작성된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은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23일 까지     

 Y대학 간호학 교수 1인,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 2인,    

 석사 학위 이상의 중환자실 관리자 3인과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사 2  

 인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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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n=8)

 

   예비 간호정보 제공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CVI 0.80    

 이상인 항목은 11항목이었다. 채택되지 못한 치료와 관련된 2개의 항목인 검  

 사/시술 후 환자 상태와 투여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는 전문가 대부분이 담  

 당의가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욕창 치료 항목에 욕창 예방에 관한 정보도 추가 하였다. 최종으로 결정  

간호정보 분류 세부 항목 CVI

치료 검사/시술 후 상태 0.75

욕창 치료 1.00

투여되는 약물 0.75

환자상태 어제와 다른 상태변화 1.00

활력징후 1.00

식이, 배뇨/배변 상태 1.00

일일계획 기관내 삽관 제거 계획 1.00

금일 예정된 검사/시술 1.00

병실 이동 계획 0.87

식이 계획 1.00

안정수준 통증 수준 및 관리 1.00

수면 양상 1.00

가족 참여 환자 상태에 따른 가족참여 유도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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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간호 정보 제공 항목은 5개의 간호정보 영역의 11개 항목이며 <표 4>와    

 같다.

 <표 4> 최종 간호정보 제공 항목

간호정보 분류 세부항목

치료 욕창 예방 및 치료

환자상태 어제와 다른 상태변화

활력징후

식이, 배뇨/배변 상태

일일계획 기관내 삽관제거 계획

금일 예정된 검사/시술

병실 이동 계획

식이 계획

안정수준 통증 수준 및 관리

수면 양상

가족 참여 환자 상태에 따른 가족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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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

 1)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 개발

  최종 간호정보 항목을 기초로 하여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태블릿 PC에 구현 

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하였으며, 중환자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태블릿 PC환경은 아이패드

(에어2, IOS 9)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구현하

였다.

  담당 간호사가 제공할 간호정보에 대한 답변을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드롭다운 상자에 간호정보 선택목록을 만들었으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입

력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면담을 통해 확인한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중환

자 보호자가 바라는 사항을 토대로 맺음말을 구성하였다. 간호정보 세부항목

에 대한 간호정보 선택목록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가.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한 면담을 통해 요구되는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템플릿에 간호정보 

제공의 순서를 환자상태, 치료, 일일계획, 안정수준, 가족참여 순으로 배열하

였다. 

  나. 환자 상태와 관련된 간호정보

  환자 상태와 관련된 간호정보는 어제와 다른 환자의 상태, 활력징후,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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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뇨/배변 상태이다. 어제와 다른 환자의 상태에는 의식 수준의 변화와 운

동 능력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력징후는 활력징후 변화와 

그에 따른 치료 및 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식이 및 배뇨/배변 상

태는 식이 섭취량과 소화수준, 배뇨/배변 상태와 그에 따른 처치와 치료에 관

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다. 치료와 관련된 간호정보

  치료와 관련된 간호정보는 욕창 치료와 욕창 예방에 관한 간호정보이다. 욕

창 예방을 위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처치와 욕창의 단계에 따른 소독하는 방법

과 드레싱 교환주기, 욕창의 호전 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라. 일일계획과 관련된 간호정보

  일일계획에 관한 간호정보는 기관내 삽관제거 계획, 금일 예정된 검사/시

술, 병실이동 계획에 관한 간호정보이다. 기관내 삽관제거를 위해 진정, 수면 

약물을 중단하거나 인공호흡에서 자발호흡으로 변동되는 상황에서 적응 수준 

등을 설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정된 검사/시술에 관하여 검사/시술의 한글 

명칭과 목적, 준비사항, 예정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병실이동과 

관련하여 이동 예정인 병실, 준비 물품, 병실 이동 후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

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이계획은 영양과 협진 결과와 그에 따른 식이 진행사항

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마. 안정수준과 관련된 간호정보

  안정수준에 관한 간호정보는 통증과 수면에 관한 간호정보이다. 통증 수준

과 통증 예방 및 통증 조절을 위해 수행 중인 처치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면은 수면 양상과 수면의 질과 시간, 수면을 돕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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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바. 가족 참여와 관련된 간호정보

  가족참여와 관련된 간호정보로는 중환자실에서 환자 간호에 있어 주의사항

과 함께 가족이 직접 간호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평가 및 수정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

병원의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

행하였다. 설문 전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이 구현된 아이패드를 제공하여 사용

해볼 시간을 주었다.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5>와 같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하였으며, 1점(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2점(약간 만족한다), 3

점(보통이다), 4점(대체로 만족한다), 5점(매우 만족한다)으로 평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문은 평균 4.30점(±0.56)으로 평가

되었다. 내용 중 ‘템플릿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는 평균 4.25점(±0.55)

으로 평가되었고, ‘면회 시 알고자 하는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평균 4.40점(±0.50)으로 평가되었으며, ‘템플릿으로 인해 불안 감소에 도움

이 될 것이다’는 평균 4.25점(±0.64)으로 평가되었다. 간호정보 템플릿 초

안의 설계에 대한 설문은 평균 3.90점(±0.88)으로 평가되었다. 설계 중 ‘화

면구성과 배색이 적절하다’는 평균 4.15점(±0.67)으로 평가되었고, ‘글자 

크기는 적절하다’는 평균 3.60점(±0.88)으로 평가되었으며, ‘간호정보 수

는 적절하다’는 평균 3.95점(±1.00)으로 평가되었다.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

의 전략에 대한 설문에서는 평균 4.18점(±0.79)으로 평가되었다. 전략 중 

‘기존의 설명 방법에 비해 흥미로울 것이다’는 평균 4.15점(±0.67)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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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고,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 전략이 될 것이

다’는 평균 4.25점(±0.72)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간호정보 템플

릿을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는 평균 4.15점(±0.99)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

으로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총 평가 결과 평균 4.13점(±0.77)으로 평가되

었다. 

  그밖에 간호정보 템플릿의 내용과 설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의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간호정보 템플릿의 내용에 

대해서 ‘식이상태’나 ‘식이계획’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로 통합하

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었으며, 소속 부서와 환자 

등록번호를 추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보완하였다. 설계에 대해서는 한 화

면에 정보를 담다보니 정보의 수가 많게 느껴지며, 글씨 크기가 작아 고령의 

중환자 가족이 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통

합이 가능한 ‘어제와 다른 환자 상태’와 ‘활력징후’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었다. 또한 기관내 삽관제거 계획, 검사/시술 계획, 병실이동 계획은 모든 

환자에게 매일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정보가 필

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 치료계획’으로 통합 하

여 정보의 수를 줄이면서, 글자 크기를 키워 고령의 중환자 가족이 읽기에 어

려움이 없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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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2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세) 20~29 11 55
30~39 7 35
40~49 2 10

성별 남 - -
여 20 100

학력 전문학사 졸업 1 5
대학 졸업 18 90
석사졸업 1 5

근무부서 내과계 중환자실 13 65
외과계 중환자실 7 35

임상실무 경력(년) 5~9 13 65
10년 이상 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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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평가 결과                       (n=20)

설문문항 M± SD

내용 4.30 ± 0.56

면회 시 알고자하는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4.40 ± 0.50

템플릿에 제시된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4.25 ± 0.55

간호정보 템플릿을 통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5 ± 0.64

설계 3.90 ± 0.88

화면의 구성과 배색이 적절하다. 4.15 ± 0.67

한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간호정보의 수는 적절하다. 3.95 ± 1.00

글자의 크기가 적절하다. 3.60 ± 0.88

전략 4.18 ± 0.79

간호정보 템플릿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 전략이 될 것이다.

4.25 ± 0.72

기존의 의료진의 설명 방법에 비해 간호정보 템플릿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 

4.15 ± 0.67

앞으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계속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4.15 ± 0.99

총계
 

4.13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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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템플릿 최종확정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을 중환자실 간호사의 설문을 통해 간호정보 템플릿의 

내용, 설계, 전략에 대해 평가하였고,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간호정

보 템플릿 개발을 완성하였다. 개발된 최종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 2>와 같고, 드롭다운 상

자에서 간호정보 선택목록을 열어 간호정보 템플릿을 입력하는 모습은 <그림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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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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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종 간호정보 템플릿의 간호정보 선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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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에 기반하

여, 문헌 고찰과 개별면담을 통해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면회 

시간에 제공 할 간호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기초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개발함으로서 중환자 가족에게 보다 효과

적인 간호정보 제공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조사하여 이를 간호정보 템

플릿에 반영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설명 할 수 있는 간호정보 제공 

분류로 치료, 환자상태, 일일계획, 안정수준, 가족참여로 정리할 수 있었다. 

Caligtan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환자 침상 머리맡에서 사용할 전자 의사

소통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반 구조적 질문

을 통해 정보요구를 사정하였다. 환자와 가족은 하루 일정이나 치료 계획, 퇴

원과정이나 계획,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약물, 처지 과정, 병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정보로 청력이나 시력, 운동능력 장애, 

음식이나 약물 알레르기, 검사결과, 주보호자,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

했다. 결과적으로 각자 중요시 생각하는 정보요구는 달랐지만 각자의 정보요

구를 사정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 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

를 사정하였으나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원하는 정보를 사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 가족이 치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원하며, 일일계획으로 예정된 처치나 중환자실 퇴실에 대

한 정보요구가 높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간호사가 생각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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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와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는 다소 달랐지만 

두 가지를 통합한 간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환자 가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면담을 통해 중환자 가족면회 시 요구되는 간호정보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세부 항목 중 ‘어제와 다른 환자의 상태 변화’와 ‘활력징

후’에 대한 간호정보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정훈 외(2013)의 연

구에서도 문헌고찰을 통해 중환자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간호요구가 환자안부 

임을 확인하고, 중환자실 입실 후 밤사이 환자안부에 대해 하루 1번 2회 제공

하였을 때 간호요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호정보 템플릿

이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해준다. 요구

되는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는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 모두 환자상태, 치

료, 일일계획, 안정수준, 가족참여 순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에서 가족참여의 

중요도가 낮으며, 이는 중환자 치료에 가족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Kean, Mitchell, 2013)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문경 & 이윤미(2012)와 조미정(2014)의 동

영상을 이용한 중환자실 입실에 관한 간호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과는 달리 

간호정보 템플릿을 구성 할 때 간호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환자 치료에 가

족의 참여를 지지하고 이끌어 내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호정보 템플릿의 항목은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11

가지로 욕창의 예방 및 치료, 어제와 다른 상태변화, 활력징후, 식이, 배뇨/

배변 상태, 기관내 삽관제거 계획, 금일 예정 검사/시술, 병실이동 계획, 식

이 계획, 통증 정도 및 관리, 수면 양상, 환자 상태에 따른 가족참여 유도로, 

Peigne et al(2011)와 Wilson et al(2015)의 연구에서 정보의 분류에 따른 하

위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면회 시 간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항목을 선정하고, 매일 변화하는 중환자 상태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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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연구에서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 시 모든 중환자 

가족에게 동일한 간호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정보제공 방법과 차별화 된다.

  본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평가는 5점 만점에서 평균 4.13점(±0.77)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각 세부사항으로 간호정보 제공을 위한 템플릿 초안

의 내용에 대한 설문은 평균 4.30점(±0.56)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략에 대한 

설문에서는 평균 4.18점(±0.79)으로 평가되었다. 간호정보 제공을 위한 템플

릿의 내용과 전략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ieu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포탈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 가족은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와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절차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만족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

지 못하거나,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의 제한되는 사람에게는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결론은 본 연구의 간호정보 템플릿 설계에 대해 평균 3.90점

(±0.88)으로 평가되며, 한 화면에 정보를 담다보니 정보의 수가 많게 느껴지

며, 글씨 크기가 작아 고령의 중환자 가족이 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울 수 있

을 것 같다는 의견과 유사한데, 간호정보 템플릿의 설계의 부족한 점은 추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

릿을 개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정보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외

과계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정보 요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타 중환자실 면회 시 간호정보 제공을 위한 매체로 적용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각 다른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확인하여 간호정

보 제공 템플릿을 개발함으로서 사용 범위를 넓이거나 각 중환자실의 특성에 

맞게 간호정보 제공 템플릿을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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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간호정보 템플릿의 평가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

하고 중환자실 가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

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간호정보 제공을 위한 템플릿을 통

해 정보를 제공 받을 중환자 가족의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여 간호정보 제공 

템플릿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위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은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

며,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증상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중환자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중환자실 의

료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면회에 대한 부담감

을 감소시켜 경력 간호사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도 효과적으로 중환자 가족과 

의사소통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족 중심의 간호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중환자간호에 가족의 참여를 지지함으로써 중환자 치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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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하고 면회 시 그날의 중환자 

가족이 알고자 하는 간호정보를 제공하며, 환자간호에 가족이 참여하도록 유

도하는 태블릿 PC 기반의 간호정보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다.

  중환자 가족의 정보요구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토대로 치료, 환자상태, 일일

계획, 안위수준, 가족참여 5개의 영역으로 분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환

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를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개별면담을 통해 ‘중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5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5개의 

영역 중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바

라는 사항은 무엇인지’의 질문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13개의 예비 간

호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8명의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거친 결과 CVI 0.75에

서 1.00까지로 항목 중 ‘검사/시술 후 환자 상태’와 ‘투여되는 약물’의 2

개 항목을 제외한 11개의 간호정보 제공 항목을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욕창 치료 항목에 욕창 예방에 관한 정보도 추가 하였다.   

  간호정보 제공 항목으로 치료 영역에는‘ 욕창 예방 및 치료’의 1개 항목

과 환자상태 영역에는 ‘어제와 다른 상태 변화’, ‘활력징후’, ‘식이, 배

뇨/배변 상태’의 3개 항목, 일일계획 영역에는 ‘기관내 삽관 제거 계획’, 

‘금일 예정된 검사/시술’, ‘병실 이동 계획’, ‘식이 계획’의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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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수준 영역에는 ‘통증 수준 및 관리’, ‘수면양상’의 2개 항목, 가족참

여 영역에는 ‘환자 상태에 따른 가족참여 유도’의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당도 검증을 마친 간호정보 제공 항목을 토대로 만든 간호정보 템플릿 초

안은 태블릿 PC에 구현 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하였으며, 

중환자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면담을 통

해 확인한 요구되는 간호정보 제공의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정보를 나열 하였

으며, 담당 간호사가 제공할 간호정보에 대한 답변을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

도록 드롭다운 상자에 간호정보 선택목록을 만들었으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

해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면담을 통해 확인한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중환자 보호자가 바라는 사항을 토대로 맺음말을 구성하였다.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은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0명에게 간호정

보 템플릿의 내용, 설계, 전략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결과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총 평가는 5점 만점에서 평균 4.13점(±0.77)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각 세부사항으로 간호정보 템플릿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문은 평

균 4.30점(±0.56)으로 평가되었으며, 설계에 대한 설문은 평균 3.90점

(±0.88)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략에 대한 설문에서는 평균 4.18점(±0.79)

으로 평가되었다.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통합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소속 부

서와 환자 등록번호를 추가 해 달라는 의견, 한 화면에 정보를 담다보니 정보

의 수가 많게 느껴지며, 글씨 크기가 작아 고령의 중환자 가족이 정보를 제공

받는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수정 및 보완 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

릿을 개발하였다.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은 중환자 가족

의 간호정보 요구를 반영한 자료이며, 전문가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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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여 간호정보 제공 항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해 알고 자 하는 간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자간호에 가족참여를 유도

함으로서 중환자 가족의 간호요구 만족도 향상과 효과적인 간호정보제공 방법

을 제시함으로서 중화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면회 응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

어 중환자실 가족 면회 시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 방법의 기초 자료로 제공

되어 관련 연구들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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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만 간호정보 템플릿에 대한 평  

      가 설문을 시행하였으나 추후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릿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  

      보 템플릿을 이용하여 중환자 가족의 간호요구 만족도 향상과 불안, 우  

      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 감소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  

      보 템플릿을 이용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 부담 감소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중환자 가족에게 면회 시간 이외에도 환자와 관련된 간호정보를 병원   

      밖에서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정보 제공  

      매체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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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환자 가족의 간호정보 요구 조사를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 내용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 질문 중환자 가족 대상 질문

• 면회 시 중환자 가족이 가장 궁금 

  해 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 치료, 환자상태, 일일계획, 안정수 

  준, 가족참여 중에 중환자 가족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우선순위는 무 

  엇입니까?

• 우선순위 중에서 중환자 가족이 구 

  체적으로 어떤 점을 궁금해 합니 

  까?

•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중환자 가족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 면회 시 간호사에게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 치료, 환자상태, 일일계획, 안정수 

  준, 가족참여 중에 알고자하는 정 

  보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 우선순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 입니까?

항목
우선

순위
구체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적어주세요. (예시)

치료 최근에 시행한 검사가 있나요?

어떤 약물 치료를 하고 있나요?

욕창 치료는 잘되고 있나요?

환자상태 오늘 환자 컨디션은 어떤가요?

혈압이나 맥박은 안정적인가요?

일일계획 오늘 이루어지는 검사가 있나요?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할 수 있나요?

식사는 오늘 시작하나요?

안정수준 통증은 많이 줄었나요? 통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불안 해 하거나 우울해 하지는 않나요?

저녁에 잘 자나요?

가족 참여 면회 할 때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환자가 깨어나면 제가 면회를 할 수 있나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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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템플릿에 구현된 간호정보 세부항목에 대한 

        간호정보 선택목록

분류
간호정보

세부항목
간호정보 선택목록

환자

상태

어제와 

다른

상태변화

• 진정수면 유지 중으로 통증 자극에만 반응 보이는 정도로  

  특이 변동사항 없습니다.

• 진정수면 약물 줄이면서 의식 회복중이며, 사지 움직임 있  

  어 치료환경 유지위해 억제대 적용하였습니다.

• 진정수면 투여 중단 후 환자 숨쉬기 힘들어하며, 안절부절  

  못하여 다시 진정 수면 시작 하였습니다.

• 의식 명료하며 의사소통 가능한 상태입니다.

• 불안해하고 과잉행동 보여 정신과 협진 진행 중입니다. 

  안정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치료중임을 설명해 주세요.

활력징후 •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 맥박이 빠르고 심전도 이상소견 보여 원인에 대한 심장내과  

  협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혈압이 불안정 하여 혈압조절 약물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 열이 나서 혈액배양 검사와 해열제 사용하였습니다.

• 산소포화도 저하와 산소요구량 늘어 산소농도 올렸습니다.

식이, 

배뇨,

배변상태

• 식이 시작 후 구토, 설사 없이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 식이 시작하였으나 소화 잘 되지 않아 흡입 예방을 위해 식  

  이 중단하였습니다.

• 3일 동안 배변하지 않아 관장 시행하였습니다.

• 식이 소화 잘되어 정상변 배변하였습니다. 

• 소변줄 이용하여 배뇨하고 있으며 소변 양상 정상적입니다.

• 소변 배출 줄어 섭취량과 배설량 균형을 위해 이뇨제 투여  

  하였습니다. 

치료 욕창 예방 

및 치료

• 2시간마다 자세변경하고 있으며, 공기침대 적용하였습니다.

• 욕창은 2~3일에 1번 전문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욕창으로 욕창이 진행되지 않도록 피부를 보호하는  

  드레싱을 적용하였습니다.

• 2단계 욕창으로 드레싱 상태에 따라 소독하고 있습니다.

• 욕창의 크기 줄었으며, 삼출물 없이 드레싱 깨끗하게 유지  

  되어 호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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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템플릿에 구현된 간호정보 세부항목에 대한 

        간호정보 선택목록 (계속)

분류
간호정보

세부항목
간호정보 선택목록

일일

계획

기관내

삽관

제거 계획

• 진정제 종료 후 기관내 삽관 제거위해 자발호흡 연습 중  

  입니다.

• 기관내 삽관은 무리하게 제거하면 다시 삽관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와 흉부 X-ray 검사 확인 후 진행하고 있  

  습니다. 

• 금일 기관내 삽관 제거 예정입니다. 

  심호흡, 기침 격려해 주세요.

• 금일 기관내 삽관 제거하였습니다. 스스로 가래 배출 할  

  수 있게 심호흡, 기침 격려해 주세요.

• 금일 기관내 삽관 제거하였습니다. 

  아직 목이 부어 쉰 목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목 보호를 위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금일

예정된 

검사/시술

• 금일 (   )검사 예정입니다. 검사 목적에 대해 담당의 설  

  명 예정입니다. 예정시간은 (  )시 입니다.

• 혈관촬영 검사 예정입니다. 검사 후 출혈 예방위해 침상  

  안정 유지 하겠습니다.

• 금일 (  )수술 예정으로 수술 예정 시간 및 수술 목적,  

  합병증에 대해서 담당 전공의 설명 예정입니다.

• 검사실, 수술실 이동 시, 이동 후 낙상 및 상해 발생 하  

  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 혈액검사와 흉부 X-ray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  

  한 처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실 이동

계획

• 내일 병실 이동 예정으로 기관절개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래를 제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병실 이동 예정입니다. 중심 정맥관, 배액관, 소변줄이  

  잡아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병실 이동 예정으로 (  )시에 (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 병실 이동 후에 바로 무리한 운동은 금지이며, 침대에 앉  

  아 다리 털기부터 시작한 후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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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템플릿에 구현된 간호정보 세부항목에 대한 

        간호정보 선택목록 (계속)

분류
간호정보

세부항목
간호정보 선택목록

일일

계획

식이 계획 • 금식 상태로 영양과 협진 통해 필요한 열량에 맞게 영양제  

  투여 하고 있습니다.

• 금일부터 물 섭취 시작 하였습니다.

• 영양과 협진 통해 금일부터 비위관을 통한 경관유동식 시작  

  하 습니다.

• 유동식부터 식이 시작 하였고, 잘 섭취 하시면 죽으로 식이  

  변경하겠습니다.

• 하루에 200Kcal 씩 늘려 최종 적정 열량인 (    )Kcal 섭취  

  할 예정입니다.

안정

수준

통증 수준 

및 관리

• 진통제 투여 중으로 통증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 통증 심하여 진통제 투여 시작 하였습니다.

• 자가 통증 조절기계로 스스로 통증 조절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적으로 진통제 투여 해드리겠습니다.

• 진통제 중단 후에도 통증 호소 없이 안정하고 있습니다.

수면 양상 • 밤사이 정상적인 수면양상 보였습니다.

• 잠들기 어려워하여 수면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밤에 수면하지 못하여 필요시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  

  예정입니다.

• 잠들기 어려워 하셔서 안대와 귀마개 제공해 드렸습니다.

• 진정 수면 중으로 밤사이 계속 수면 상태였습니다.

가족

참여

환자 

상태에 

따른 가족

참여 유도

• 진정수면 중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귓속말로 힘이 되는 이야  

  기를 해주세요.

• 안정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보호자가 옆  

  에 있음을 설명해 주세요.

• 팔, 다리 순환을 위해 마사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 침상에서 수행 할 수 있는 팔, 다리 운동을 격려해 주세요.

•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 가운을 착용하시고, 손  

  씻기에 신경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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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호정보 제공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

발’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원 임

상전문 간호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중환자 가족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에 기반하

여, 면회 시간에 제공 할 간호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정보 템

플릿을 제작하여 중환자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방법을 개

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설문에서 제시한 중환자 가족에게 제공 할 간호정보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사정할 수 있는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CCFNI)

를 이용한 선행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중환자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구분하였고, 이에 대해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 개별 면담

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제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는 타당한 정도 하나에‘√’표 해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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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 그 대안을 기입하여 주시고,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을 시에도 

기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신 자료는 앞으로 중환자 가족을 위한 효

과적인 간호정보 제공 방법의 기초자료 사용될 것이오니 각 질문에는 성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기꺼이 응해주신 선생님의 도움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16년 5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 전공

연구자 양정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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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중환자 가족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간호정보 항목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중환자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정보로 얼마나 타당한지 귀하께서 생각하는 타당한 정도에 ‘√’표 해주

십시오.

※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타당하다

타당

하다

타당하지 

않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비고

4 3 2 1

치료

1. 검사/시술 후 상태

2. 욕창 치료

3. 투여되는 약물

환자상태

4. 어제와 다른 상태변화

5. 활력징후

6. 식이, 배뇨/배변 상태

일일계획

7. 기관내 삽관제거 계획

8. 금일 예정된 검사/시술

9. 병실 이동 계획

10. 식이 계획

안정수준

11. 통증수준 및 관리

12. 수면 양상

가족 참여

13. 환자 상태에 따른 

    가족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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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및 설문지

연구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기

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과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

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

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

다.

본인은 이 정보가 향후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

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무실로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2-2227-7909

                                          nursingirb@yuhs.ac

〔연구제목〕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

연구 

대상자 

날 짜 2016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구자

날 짜 2016 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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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제목 : 중환자 가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간호정보 템플릿 개발

본 설문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 간호과정 석사 졸업논문에 쓰일 

내용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중환자 가족에게 간호정보 템플릿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설문시간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무기명으로 실시됩니다. 설문

지를 통해 제공한 답변은 간호정보 템플릿의 유용성 평가를 통해 중환자실 가

족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 방법의 기초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는 자유의지로 설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설문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면 빈 설문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이

익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응답결과는 철저한 비 이 보장될 것

이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

니다.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  

정하셨다면, 첨부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답례품

(수건)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2016년 6월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최모나  

                연구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 양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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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자 (      ) 남자 (      )

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전문학사 졸업  (   ) 대학 졸업 (   ) 석사 졸업 (   ) 박사 졸업 (   )

4. 현재 귀하의 근무부서는 어디 입니까?

 (                           )

5. 귀하의 총 임상실무경력(전직기관 포함)은 어느 정도 입니까?

      년     개월

6. 귀하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임상실무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년     개월



- 61 -

Ⅱ. 다음은 간호정보 템플릿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일치하는 항목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간호정보 템플릿 내용에 대하여

▶ 간호정보 템플릿 설계에 대하여

항목                정도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템플릿에 제시된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2. 면회 시 알고자하는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간호정보 템플릿을 통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목              정도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4. 화면의 구성과 배색이 

적절하다.

5. 글자의 크기가 적절하다.

6. 한 스크린에 들어가 있는 

간호정보의 수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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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정보 템플릿 전략에 대하여

10. 본 간호정보 템플릿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목              정도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7. 기존의 의료진의 설명 방

법에 비해 간호정보 

템플릿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 

8. 간호정보 템플릿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정보 제공 

전략이 될 것이다.

9. 앞으로 간호정보 

템플릿을 계속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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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Nursing Information Templat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Yang, Jung Ran

Dept. of Adult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When a patient is admitted to Intensive Care Unit (ICU), 

various needs occur from his or her family. In particular, as the need 

for information increases,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ICU patients 

should be provided in an effective and friendly way to meet their 

information needs. Recently,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tablet PCs are used in the healthcare field and  research on how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ICU patients, using mobile devices has been 

increased.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needs of nursing information 

from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and develop a nursing information 

template for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based on their needs.

Methods: This is a methodological research to develop a nursing 

information template. The needs for nursing information we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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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ICU nurses and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s, the items of 

nursing information were organized. The final items of nursing 

information were selected through content validity index by experts. 

After a tablet PC-based nursing information template was drafted, it’s 

content, design and strategy was assessed by conducting a survey with 

nurses. The nursing information template was finalized, on the basis of 

the assessed items. 

Results: Among 13 nursing information items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11 items were finalized based on CVI of 0.80 or 

above. The template was organized to be available on a table PC and its 

draft for nursing information was developed and easy terms for helping 

understanding of families with ICU patients. The initially developed 

template was evaluated by 20 ICU nurses and a total score was 4.13 of 5 

points. In particular, scores of contents (4.30±0.56) and strategies 

(4.18±0.79) were high and a score of template design was 3.90. Based 

on nurse’s evaluation, the font size was increased and duplicate 

information was merged.

Conclusion: The nursing information template, which was developed in 

this study, would be a useful tool to satisfy the information needs of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Moreover, it is expected to promote 

participation of families in patient care and improve in an effective 

way of communication between ICU nurses and families. 

Key words: intensive care unit, family, information need,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