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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개발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와 관련한 근거를 분석

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실정에 적합한 입원일지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

구이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

쳤다. 제 1단계로 중환자실 일지와 관련한 최신의 가이드라인 및 문헌 고찰을 통해 

핵심질문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중환자실 의료진 10인, 중환자 가족 10인을 대

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여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였

다. 제 2단계로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제 3단계로 10인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제 4단계로 중환자 간호사 5인, 중

환자 가족 5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를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입원일지와 관련한 최신의 가이드라인 및 문헌을 검색하여 최종 27개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검토하여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 

   일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질문 요인을 도출하였다. 

2.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핵심질문 요인에 대해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

는 핵심 항목 및 내용을 결정하였다. 

3.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초안은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구성 형식과 내용, 

관리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에는 적용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과 사전 동의서 취득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환자실 입원일

지 구성 형식과 내용 항목에는 크기, 작성 도구 등의 외적 형식과 입원일지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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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별 구성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 표준화된 작성 주기, 작성 언어, 사진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관리 항목에는 일지 관리 목록, 

작성 지침, 보관 위치, 인수인계 방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 타당도

는 .98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타당도 중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형식 항목의 ‘A5

크기의 책을 이용하여,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한다.’는 문항은 CVI 0.8로 상대적으

로 낮은 합의율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는 CVI가 1.0으로 높게 나타

났다.

5.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대한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에서 일지의 외적 형식

에 있어 일지의 크기는 A4의 크기가 편리하고 사용에 용이하다고 답변하였다. 날

짜별 일지 중 의료진 작성란에는 중환자의 임상적 주요 사건, 중환자의 반응, 사

용 중인 약물 등을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방문객 작성란에는 중환자 가족이 제공하는 사진이나 편지, 스티커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칸이 별도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6.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중환

자실 입원일지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를 최종 완성하였다.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는 표지, 환자관련 정보 페이지, 중환자실 입실 경과 

페이지, 날짜별 일지(환자 본인, 방문객, 의료진 작성란), 부록(중환자실 일지 작

성 지침, 동의서, 일지 관리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는 임상현장에 적용되어 중환자가 중환자실

에서의 경험을 인지하게 하여 장·단기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일지는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 치

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저비용의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간호중재로서,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중환자실, 중환자, 일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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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증의 질병상태 시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증가하는 추

세로, 매년 2억 명 이상의 환자들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Adhikari, 2011).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중환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환자실 퇴실 이후에 회복기를 경험하는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

다. 중환자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높은 중증도의 환자를 치료하는 첨단 의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집중치료실이다(장인실, 최미혜, 2008).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

안 중환자들은 중증의 질병상태에 따른 진정제 투여, 사생활 침해, 소음, 수면 박탈, 

밝은 불빛 등의 특수한 중환자실 환경 속에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 뿐 아니라 

중환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원들로 인해 불안, 두려움, 섬망, 기억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Garroute-Orgeas, 2012; Kiekkas, 2010; Merilaginen, 2010).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중환자실 입실 기간 동안 흔히 발생하며, 중환자실 퇴실 이후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에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Knowles & Tarrier, 2009). 

 이는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적인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기간에서부터 이를 

위한 중재가 시작되어야 한다(Elliott et al., 2014). 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NICE)에서도 이러한 중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중재로서 

중환자실 재원기간에 가능한 한 재활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된다(NICE, 2009). 

이 중 중환자들이 겪는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을 인지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중환자 가

족들의 복잡한 심경과 감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서 중환자실 일지를 작성

하게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GPICS, 2015).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가 중환자실 재원기간동안에 경험하는 일에 대

해 간호사, 가족, 의료진들이 글과 사진을 이용하여 일상적 언어로 작성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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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Bäckman, & Griffiths, 2012). 중환자실 일지에 대한 개념은 중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기억간의 격차를 줄이고 실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에 의해 대두되었다(Backman & Walther, 2001). 

 세계 중환자 의학회(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는 중환자의 질 향상

을 위한 ‘ABCDEF 묶음 치료’ 중 가족 참여 및 권한 전략인 F bundle의 중재로서 중

환자실 일지(ICU diary)를 가족이 중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

로 권고하고 있다(Davidson et al., 2017). 

 이와 같이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들과 중환자의 가족에게 중환자실에

서 경험한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기억 격차를 줄

이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Bergbom, Svensson, Berggren, & 

Kamsula, 1999; Ewens, Chapman, Tulloch, & Hendricks, 2014). 국외의 경우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한 효과를 확인한 한 다기관의 연구결과 중환자실 퇴실 3개월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고(Jones et al., 

2010), 36명의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도 중환자실 일지의 적용이 중환자

의 회복 기간 동안의 불안과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Knowles & Tarrier, 2009).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중환자실 일지의 적용은 중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보

고하였다(Engstrom, Grip, & Hamrén, 2009; Roulin, Hurst, & Spirig, 2007). 중환자

뿐만 아니라 중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한 실험연구에서도 중환

자실 퇴실 12개월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Garroute-Orgeas, 2012).

 국내에서는 중환자의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 예방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을 위한 집중치료 후 중후군(PICS)의 개념 분석 연구와(강지연, 원윤희, 2015), 

집중치료 후 증후군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으나(김수경, 강

지연, 2016), 중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중환자가 중환자실 재원 기간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퇴실 이후에도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중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는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와 같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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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와 관련된 국외 가이드라인 및 문헌을 토

대로 국내 임상 실정에 맞게 근거 기반한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를 개발하고

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실정에 적합한 입원일지를 개발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초안을 개발한다.

  2)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3)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최종 입원일지 책자를 개발한다.

3. 용어의 정의

 1) 중환자실 일지(ICU diary)

  ① 이론적 정의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동안에 경험하는 일에 대

해 간호사, 가족, 의료진들이 글과 사진을 이용하여 일상적 언어로 작성한 기록이다

(Jone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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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실 입실에서부터 퇴실 기간까지 

중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임상적 사건과 의학적 상태, 중환자의 반응, 가족 또

는 지인 관련 소식, 날씨와 같은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해 중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간호사,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과 중환자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적 

언어로 작성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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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를 개발하고자 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중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하는 것

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고, 입원일지의 내용과 일지 적용 시의 잠재적 이익과 장애

요인에 대해 기존의 국외 가이드라인 및 선행 연구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중환자실 일지(ICU diary) 적용의 중요성

  매년 2억 명 이상의 환자들이 중증의 질병상태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으

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중환자 생존자들이 증가하면서(Adhikari, 2011), 중환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Rattray, Johnston, & Wildsmith, 

2005). 

  중환자실 입실 기간 동안 중환자들은 섬망, 두려움, 사생활 결여, 소음, 통증, 진

정제 투여, 수면 박탈 등의 중환자실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중환자실 환경은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진정 약물 치료는 보다 경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인생일대의 

경험을 하며 여전히 인간적인 고통(human suffering)을 경험하고 있다(Egerod et 

al,. 2015). 이러한 환경 속에 중환자들은 비현실적 경험과 꿈, 죽음에 가까운 경험, 

질병으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 시간에 대한 지남력 변화, 중환자실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및 돌봄, 가족 지지와 연락에 대한 욕구, 중증의 질병상태로부터의 회복 등을 

경험하게 된다(Cutler, Hayter, & Ryan, 2013). 이러한 중증의 질병 상태 및 중환자

실에서의 경험은 장단기적으로 정신적인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Garroute-Orgeas, 

2012; Kiekkas, 2010; Merilaginen, 2010).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중환자실 입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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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흔히 발생하며, 중환자실 퇴실 이후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에 이후에도 지

속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Knowles & Tarrier, 2009). 이는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기간에서부터 이를 위한 중재가 시작되어야 함이 중요

하게 인식된다(Elliott et al., 2012).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이러한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입원 기간 

및 중환자실 퇴실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중재로서 시도되었다(Egerod, Storli, & Akerman, 2011b). 영국 중환자 의학

회(The Intensive Care Society)는 중환자들이 겪는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을 인지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중환자 가족들의 복잡한 심경과 감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전략

으로서 중환자실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였다(GPICS, 2015). 세계 중환자 의학

회(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는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ABCDEF 묶음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CDEF란  통증의 사정, 예방 및 관리

(Assess, prevent and manage pain), 환자의 각성과 기계환기 이탈 시도(Both 

Spontaneous Awakening(SAT) Trials and Spontaneous Breathing Trials(SBT)), 적절

한 진통제와 진정제 선택(Choice of analgesia and sedation), 섬망의 사정, 예방 및 

관리(Delirium: assess, prevent and manage), 조기 이상 및 운동(Early mobility 

and exercise), 가족 참여 및 권한(Family engagement and Empowerment)의 각 앞의 

영문자를 묶은 것을 말하며, 묶음이란 3-5가지 근거 중심 실무의 모음을 뜻한다. 이 

중 가족 참여 및 권한 전략인 F bundle의 중재로서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를 가족

이 중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Davidson et 

al., 2017).

  이처럼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의 경험을 인지하게하고 중환자 가족을 

치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단기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환자실 재원기간에서부터 수행가능한 중요한 중재로 활용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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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의 내용과 적용 효과 및 장애 요인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일들을 이

해하는데 돕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재로서 시도되었다

(Backman & walter, 2001). 이는 일반적으로 시간 흐름의 순서대로 설계되며, 중환자

실 재원기간동안에 경험하는 일에 대해 간호사, 가족, 의료진들이 글과 사진을 이용

하여 일상적 언어로 작성한 기록으로 정의된다(Jones et al., 2012).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덴마크에서 1984년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1980년

대에 스칸디나비아반도를 중심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부터 영국으로 퍼져

나갔고(Backman & walter, 2001; Bergbom et al., 1999), 1990년도에는 영국, 스위

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에 이르러 적용되기 시작하였다(Jones, 2006; Roulin 

et al., 2007). 덴마크는 2008년도, 노르웨이는 2011년도, 영국은 2016년도에 중환자

실 일지에 대한 실무지침이 배포되었다(Egerod, 2008; NoECCN, 2016).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구조적, 내용적, 과정 면에서의 형식은 국가별 각 중환자실별로 다양한 실

정으로, 공통적인 형식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Beg et al., 2016; 

ullman et al., 2014). 

  이에 최근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에 대한 공통의 체계를 구성하고자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르면 중환자실 일지는 (1)적용 대상자, (2)형

식과 구성 내용, (3)적용 시작 시점 및 추적 관찰 시점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Beg 

et al., 2016; Jones, 2006). 중환자실 일지의 적용 대상자는 중환자실에 적어도 48시

간 이상 재원한 환자였으며,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치매 등의 신경 인지적 장애, 불

안, 우울 등의 이전의 정신과적 질병력, 시각적 장애, 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

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Beg et al., 2016). 2016년 1월 North 

of England Critical Care Network에서 발표된 실무지침에서도 중환자실 일지 적용 배

제 기준을 노인성 치매,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제시한 것과, 심각

한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일지 적용시의 장단점에 대해 중환자 가족과 

상의한 후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NoECC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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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의 저작권은 일지 작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하다. 일차적인 저작권은 중환자와 근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여 중환

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중환자실의 담당간호사에게 있다(Pattison, Dolan, ownsend, &  

Townsend, 2007; Roulin et al., 2007).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일지를 적

는 대상으로 간호사 및 의사 등의 중환자실 의료진, 중환자 가족, 중환자 자신을 참

여시켰다(Beg et al., 2016; Ewens, Hendricks, & Sundin, 2015).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의 형식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제목을 이용하였고, 일지 

작성 주기는 근무조별 한 번 혹은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지 작성 

시 언어는 일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의학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중환자실 일지가 의료 기록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중환자실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은 대부분 손 글씨를 이용하였고, 

단 한 개의 연구에서만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Beg et al., 

2016).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를 중환자 및 가족에게 인수인계 하는 방법은 중환자실 

퇴실 직후 혹은 병원 퇴원 직후, 병원 퇴원 1-3개월 후의 시점으로 각기 상이하게 나

타났다(Beg et al., 2016; NoECCN, 2016).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중환자실 의료진과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에 대한 애정

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돌봄의 한 도구로 이용된다(Ewens et al., 2014). 중환자

실 일지를 적용하는 것은 중환자에게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억 회상을 증진시켜 이해를 돕고 현실감을 증진시키고(Backman & 

walter, 2001; Egerod et al., 2011a), 불안, 우울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Knowles & Tarrier, 2009), 중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중환자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et al., 2012).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중환자 혹은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적용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의 근거는 미약한 수준이어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실한 입증이 요구된다(Ullma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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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이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따른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의 4개의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과다, 원치 않는 접근, 시간 부족이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를 이행하는데 있어 장

애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Nydahl, Knueck, & Egerod, 2015). 일지를 쓸 때의 가장 

큰 부담은 적용 시작 시점에서 중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이유에 대해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et al., 2010). 처음 중환자실 일지를 작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그 

이후에 작성 시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평균 13:33분 versus 5:31분, p<.001) 유의미

하게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ydahl, Backman, Bereuther, & Thelen, 2014). 

이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되어,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다이어리 이행에 있어 큰 영향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Nydahl et al., 2015). 이렇듯 중환자실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추가적인 시간과 

필요하나, 대단위 국외연구를 통해 평균 6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

어, 현실적으로 국내 간호 실무에서도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처럼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중환자실 입원일지는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이 중환

자실 재원에서부터 퇴실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등의 정신적 건강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중

환자와 중환자 가족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 및 중환자실 퇴실 이후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의 전략으로서 국내의 실정에 맞으며, 임상 실무

에서 적용 가능한 비용 효과적인 중재인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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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해 입원일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절차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개발의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제 

1단계로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중환자실 일지와 

관련한 최신의 가이드라인,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근거를 검색하고, 중환자실 의료

진 설문 및 가족 면담을 통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제 2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초안을 구성하고, 제 3단계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과

정을 통해 내용이 확정된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대해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 조

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 · 보완하여 최종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 책자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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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환자실 입원일지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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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의 핵심 항목 도출 

  (1) 최신 근거 검색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 기반의 입원일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항목

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가이드라인, 개인 연구, 리뷰논문,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주요 검색엔진을 이용하였고 검색기간은 2000년~2017

년으로 하였다. 국외의 검색엔진으로는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National Guidelines Clearinghouse(NGC),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Cochrane Library, National Clinical 

Guideline centre(NCGC),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G-I-N)을 이용하였다. 

국내의 경우 Korean Guideline Clearinghouse(KGC), 진료지침 정보센터(KoMGI)를 이

용하였다. 주요용어(key words)는 [ICU], [Intensive care units], [Critical care], 

[critical illness], [diary], [patient diaries]를 이용하였다. 

  문헌 검색 전략으로는 검색기간을 1984년 1월 – 2017년 2월까지 출판된 논문으로 

영어 또는 한글로 보고된 논문, 성인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에 관한 논문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개인 연구, 리뷰 논문을 선택하였다. 

문헌 선정 시 제외 기준은 중복되는 문헌, 원문(original article)을 구할 수 없는 

문헌, 사설(editorial),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문헌, 중환자실 일지와 관련한 중환자 가족 또는 의료진의 인식을 주제로 한 문헌은 

제외하였다.

  문헌 고찰은 국외의 경우 PubMed, Embase, CINAHL, Cochrane library, Google 

scholar 검색 엔진에서 주요용어로는 PICO에 따라 [ICU], [Intensive care units], 

[Critical care], [critical illness], [diaries], [patient diaries]를 AND 또는 OR

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KoreaMed, KMbas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4U) 검색엔진에서 ‘중환자실’, ‘중환자’, ‘일기’, ‘일지’를 주요용어

로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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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실 의료진 대상 요구도 조사

  근거 기반의 문헌 검색을 통해 도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의 기

간 동안 중환자 가족 10인, 중환자실 의료진 10인의 총 20인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

를 수행하였다.

  중환자 가족 대상 요구도 조사는 중환자 가족 중 10인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입원일

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약 30분 동

안의 1:1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

사는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내과계중환자실 가족 상담실

에서 진행되었다. 중환자 가족의 선정 기준은 중환자가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 및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로 선택하였다. 제외 기준

은 중환자가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치매 등의 신경 인지적 장애, 불안, 우울 등의 

이전의 정신과적 질병력이 있는 경우와 시각적 장애가 있는 경우 면담 대상자에서 제

외하였다.

  중환자실 의료진 대상 요구도 조사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중환자실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8인, 중환자 세부전문의 2인의 총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환자실 입

원일지 적용 전 사정,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형식과 내용, 중환자실 입원일지 관리의 

3가지 항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 개발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 기반의 입원일지 관련 문헌 고찰을 시행하여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질문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 의

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공자 의견을 종합,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입원일

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여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초안을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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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①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Y 대학 부속 상급병원 

중환자 세부전문의 2인, 석사 학위 이상의 중환자실 관리자 3인,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5인의 총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였다. 내용 타당도에 대

한 자료 수집은 2017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각 문항의 내용의 적절성은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통해 검증하였다(Lynn, 1986). 평가 척도는 Lynn(1986)이 제

기한 평가방법을 토대로 검증하였으며, 4점 척도로서 각 항목 당 1점의(관련이 없

음), 2점의(문항 수정 없이는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거나 관련이 없어서 문항 수정이 

필요함), 3점의(관련이 있으나 다소 수정이 필요함), 4점의(매우 관련이 있고 간결

함)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였다. 산출된 CVI는 

0.8이상의 점수를 얻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 제시된 전문가의 의

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②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의 사용자 타당도(Face validity) 검증 및 예비조사

   (pilot test)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수정 · 보완된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초안의 내용을 토대로 일지 서식을 개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중환자실 경력 3

년 이상의 간호사 5인과 중환자 가족 5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에 대한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중환자실 일지 작성에 대한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중환자실 일지 작성 전에 중환자실 일지 작성을 위해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2017년 10월 19일~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중환자실 입

원일지를 작성하였다. 중환자 가족은 하루 2회 20분간의 면회 시간을 활용하여 일지

를 작성하게 하였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해당 각 교대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작성

하였다.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약 30분간의 1:1 면담을 통해 중환자실 입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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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용상의 편이성, 유용성, 일지 항목의 적절성 등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종

합,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하여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개발하였다. 

  4) 최종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책자 개발  

  전문가 그룹의 내용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를 개발하고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수 2인, 임상 실무자 박사 

1인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책자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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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의 개발

  1)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의 핵심 항목 도출: 초안 개발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 기반의 입원일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

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가이드라인,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개인 연구, 리뷰논문

을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1) 최신 근거 검색 결과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일지와 관련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검색결과 

NICE, NGC, SIGN, NCGC, G-I-N, KGC, KoMG 검색엔진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Cochrane Library에서 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이는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중환자실 일지 적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한 선

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논문이었다(Ullman et al., 2014). 이 논문의 전체적

인 내용을 검토한 후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

에 부합되지 않아 문헌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국내외 검색엔진을 통한 문헌 고찰은 검색 전략에 따라 1984년 1월 – 2017년 2월까

지 출판된 논문으로 영어 또는 한글로 보고된 논문, 원문(original article), 성인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에 관한 논문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 개인 연구, 리뷰 논문을 선택하였다. 중복되는 문헌, 사설(editorial),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문헌, 중환자실 일지와 관련한 중환

자 가족 또는 의료진의 인식을 주제로 한 문헌은 제외하였다.

  문헌 검색 결과 문헌 선정 기준에 합당한 문헌이 총 45개 선정되었다. 이 중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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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2개,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주제와 관련 없는 문헌 16개가 제외되어 

최종 27개의 문헌이 선정되었다<부록 1>. 최종 선정된 문헌의 목록은 <부록 2>과 같

다.

  문헌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선택된 문헌을 검토하여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

는 근거 기반의 입원일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도출하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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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헌고찰 출처
핵심 질문 요인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D-L, N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 선정 기준 

    -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48시간 이상인 자

    -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한국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제외 기준

    - 신경 인지적 장애 진단: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치매 등

    - 이전의 정신과적 질병력: 불안, 우울 등

    - 시각적 장애가 진단된 경우 

2)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동의서(consent)의 필요성

3)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materials)

2. 중환자실 

입원일지 

구성 형식과 

내용A-F,I,J,M,N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형식 : A4 크기의 커버가 있는 노트북

을 사용, 직접 손 글씨로 작성

2) 주제별 표준화된 제목(heading)의 필요성 및 구성

  · 첫 페이지에는 환자식별을 위한 이름, 등록번호, 침상번호, 

     중환자실 입실 날짜를 작성한다.

  · 두 번째 페이지에는 중환자실 입실 이유를 작성한다.

  ·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날짜별로 환자의 현 상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벤트 등의 제목으로 분류한다.

3) 표준화된 일지 작성 주기

  · 적어도 매일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한 임상적 이벤트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4)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사용 언어

  · 의학용어는 배제하고 일반적 언어를 사용한다.

5) 사진(photo)의 사용 유무

3. 중환자실 

입원일지 
1) Diary registry entry의 필요성

2) 중환자실 일지 작성을 위한 지침의 필요성

표 1-1.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구성 항목과 핵심 질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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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F,H,J,N
3) 보관(storage) 방법 및 위치

4) 중환자 퇴실 후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돌려

주는 방법(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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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 의료진 대상 요구도 조사 결과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에 대해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실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요구도 조사는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설문 또는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① 중환자 가족 대상 요구도 조사 결과 

  중환자 가족 대상 요구도 조사는 중환자 가족 10인에게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중환자실의 가족 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1:1 

면담 방식의 반 구조화된 질문의 형식으로 중환자실 일지에 작성하고 싶은 내용, 알

려주고 싶은 중환자 관련 정보, 중환자실 입원일지 인수인계 관련의 내용으로 크게 3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약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 대상자인 중환자 가족 10인은 중환자와 직계 가족 관계였다. 중환자의 평균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15일이었고, 중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경우는 10인 모두 

해당하였고, 중환자실 재원 시 입원과는 호흡기내과 7인, 흉부외과 1인, 이식외과 1

인, 신경과 1인이었다. 

  중환자 가족 대상 요구도 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면담 질문 내용

1. 중환자실 

일지에 

작성하고 싶은 

내용

· 중환자의 의학적 상태: 중환자실 입실 시 환자의 상태, 치료  

   경과, 호전되는 정도 등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중환자가 경험

   하는 중요한 시술, 치료 등의 임상적 사건들, 환자의 반응 등

· 매일의 환자의 행동적 특징, 기분의 변화, 가족 혹은 지인과 

   관련된 소식들, 면회객, 중환자의 치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의 

   이름

2. 중환자실 

일지 작성 시 

알려주고 싶은 

· 중환자가 건강했던 시점의 상태: 수면, 체질 등의 개인의 특

   성, 습관, 성격들에 대한 정보

· 가족 관계, 직업 등 중환자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즐겨보는 

표 1-2. 중환자 가족 대상 요구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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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내용 중 첫째는 중환자실 일지에 작성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조사였다. 중환

자 가족 10인 모두 중환자실 재원 동안에 중환자가 경험하는 중요한 시술, 치료 등의 

임상적 사건들과 중환자실 입실 시 환자의 상태, 치료 경과, 호전되는 정도에 대해 

중환자실 의료진들을 통해 알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중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가 높음이 나타났고,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에 

중환자실 입실 시 상태, 경과 상태 등 중환자가 경험하는 임상적 상태, 환자의 반응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일의 환자의 행동적 특징, 기분의 변화, 

가족 혹은 지인과 관련된 소식들, 면회객, 중환자의 치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의 이름

에 대해 작성하길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면담 내용은 중환자 관련 정보 중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었다. 첫째, 중환

자 가족은 중환자 의료진들이 중환자가 건강했던 시점의 상태에 대해 알길 원한다고 

답하였다. 수면, 체질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환자의 평소 습관, 성격들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중환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이유에서였

다. 둘째, 가족 관계, 직업 등 중환자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과 즐겨보는 TV프로그램, 

라디오, 음악 등 환자의 취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길 원했다. 셋째, 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중환자가 경험한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 작성하여 인수인계 및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환

자실 의료진이 중환자 치료에 참여함에 있어 중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환자와 관련한 정보를 적는 공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면담 질문 내용

중환자 관련 

정보

   TV프로그램, 라디오, 음악 등 취미에 대한 정보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인수인계 관련

· 중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

   환자실 입원일지를 인수인계 받는 것에 동의함. 

· 예후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르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 중환

   자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 주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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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중환자실 퇴실 시 작성된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인수인계 받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서 면담한 10인의 중환자 가족 모두 중환자실 일지를 돌려받는 것에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단 대부분의 중환자 가족이 중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

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찬성하였고, 만약 예후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르거

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 주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도 조사를 위한 중

환자 가족 대상의 면담을 통해, 중환자실 입원일지 중 날짜별 일지 항목에 중환자의 

의학적 상태, 중환자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

한 중환자의 건강했던 시점의 상태, 가족 관계, 직업 등 일반적 사항, 즐겨보는 TV/

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취미활동, 기타 공유하고 싶은 내용 등과 같이 중환자와 관련

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게 일지를 구성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② 중환자실 의료진 요구도 조사 결과

  중환자실 의료진 요구도 조사의 대상자는 중환자실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8인, 중

환자 세부전문의 2인으로 총 10인이었다. 설문 내용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중환

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3가지 영역인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

정,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구성 형식과 내용, 중환자실 입원일지 관리의 내용으로 구

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환자실 의료진 요구도 조사 

결과 중환자실 적용 전 사정 항목의 중환자실 입원일지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구성 

형식과 내용 항목의 사진사용의 유무 요인에 있어 내용상의 합의가 필요하여 각 요인

에 대한 근거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문한고찰이 요구되었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일지에서의 사진사용 항목과 관련하여 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의 중환자에 대한 새로운 사진 촬영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의료진 10

인 중 5인은 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은 추후 중환자의 기억 회상과, 외

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진의 

사용을 동의하나, 사전의 중환자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된다고 답하였다. 사진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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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나머지 5인은 중환자에게 사전의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

이 많고, 중환자 대신에 중환자 가족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추후 중환자 본인이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초상권 및 개인정보 차원에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

로, 중환자실에서의 새로운 사진 촬영은 금하고, 중환자 가족이 제공하는 사진의 사

용은 허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헌고찰이 요구되었다.

   (3) 해결되지 않은 중환자실 입원일지 핵심 질문에 대한 문헌고찰 

  중환자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한 요구도 조사 시 해결되지 못한 핵심요인에 대

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표 1-3>.

핵심 질문 요인 추가 문헌 고찰

1.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Inclusion 

Criteria)

· 48시간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M. Beg et al., 2016; Jones et al., 2010)

· 48시간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로, 비 침습적 

   호흡기 치료(NIV, Optiflow 등)를 적용받고 있는 자

   (Egerod et al., 2011b)

· 48시간 미만의 짧은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중환자 일지

   라도 담당 간호사, 담당의가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하는 것

   이 중환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gerod et al., 2011b; Heindl et al. 2015)

·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라도 일지 적용 전에 중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생존률과 잠재적 이익을 고려하여  

   선정함(Gjengedal et al. 2010)

2.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대상자 

·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치매 등 신경 인지적 장애 진단된 

   경우, 시각적 장애 진단된 경우(M. Beg et al., 2016; 

표 1-3. 추가 문헌 고찰을 통한 핵심 요인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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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핵심 항목 결정 :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 

개발  

  기존의 중환자실 입원일지와 관련한 최신의 가이드라인 및 문헌의 검토와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종합, 분석하

여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과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

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의 내용을 3개의 영역인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구성 

형식과 내용, 관리로 구성하였다<표 1-4>.

핵심 질문 요인 추가 문헌 고찰

제외기준(Exclusi

on Criteria)
   Egerod et al., 2011b; Jones et al.,2010)

· 이전의 정신과적 질병력 : 불안, 우울 등 

: 우울, 불안의 과거력 요소가 PTSD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요소

  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함

  (M. Beg et al., 2016; Jones et al.,2010)

3. 사진(photo)

  사용 유무

· 중환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 

   법적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의 기억 회상, 현실감 

   인지 등의 긍정적 측면을 이유로 널리 활용되며 일지 구성

   의 필수요소임(BA Ewens et al., 2014; Egerod et al., 

   2011b; M. Beg et al., 2016).

· 중환자에 대한 사진사용은 사전에 중환자에게 동의를 얻기 

   어렵고, 윤리적, 법적 문제, 사생활 침해, 존엄성 측면의 

   문제로 인해 중환자실 일지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

   히 논란의 중심에 있음. 해당 의료기관의 윤리적, 법적 지

   침에 따른 조율이 필요함(Nydahl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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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내용

출처

문헌고찰
요구도

조사

1.적용 전 

사정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Inclusion Criteria)

· 48시간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

   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48시간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

   로, 비 침습적 호흡기 치료(NIV, Optiflow 

   등)를 적용받고 있는 자

· 48시간 미만의 짧은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

   는 중환자 일지라도 담당간호사, 담당의가 중

   환자실 일지를 적용하는 것이 중환자에게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라도 일지 

   적용 전에 중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생존율

   과 잠재적 이익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 ○

○

○ ○

2)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제외 기준

(Exclusion Criteria)

· 신경 인지적 장애 진단: 외상성 뇌손상, 노인

   성 치매 등

· 시각적 장애 진단된 경우

· DNR, 생명연장 위험 판단되는 중환자(Verbal, 

   Official DNR) 

○

○

○ ○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중환자 혹은 중환

자 가족으로 부터의 동의서(consent)를 받는다. 
○

표 1-4.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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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내용

출처

문헌고찰
요구도

조사

2.형식 및 

내용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A4 혹은 A5 크기

의 커버가 있는 책을 사용한다. 손 글씨로 작성, 

인쇄물 사용이 가능하다.

○ ○

2) 주제별 표준화된 제목(heading)으로 구성한다.

· 첫 페이지는 환자식별(identification)을 위

   한 이름, 침상번호, 중환자실 입·퇴실 날짜, 

   중환자실 일지 시작 날짜, 분실 안내 사항 등

   을 작성한다. 

·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환자 관련 정보를 작성한

   다.

  - 건강했을 시점의 환자 정보, 일반적 사항(가

    족관계, 직업, 즐겨보는 TV/라디오 프로그

    램, 음악, 취미 등), 기타 환자에 대해 알려

    주고 싶은 정보, 요구 사항 등

· 세 번째 페이지에는 중환자실 입실 이유를 요

   약하여 작성한다.

·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Daily sheet로써 의료

   진, 방문객, 일반적 사항, 환자 작성란 등으

   로 범주를 분류하고 날짜별로 나열한다.

 - 의료진 작성란에는 환자의 현 상태, 치료 및 

　　시술 등의　임상적 주요 사건, 중환자의 반

　　응,　사용 중인 약물, 중환자실 재원일(ICU 

　　days), 작성자 이름 등을 적는다.

 - 방문객 작성란에는 방문객 이름, 내용, 가족 

   소식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 사항에는 날씨, 사회 소식 등을 작성

   한다.

 -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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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내용

출처

문헌고찰
요구도

조사

3) 중환자실 입원일지 표준화 작성주기

· 적어도 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요한 임상적 이벤트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

4)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언어

· 의학용어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 언어를 사용한다. 

· 일지 작성 시 사적인 언어 사용은 금한다.

○ ○

5)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사진사용 관련

· 중환자실에서의 새로운 사진 촬영은 금한다.

· 가족이 제공하는 중환자의 사진은 중환자실 

   일지에 보관할 수 있다.

○ ○

3. 관리 1) 중환자실 일지 관리를 위해 대상자 목록, 일

지 일시, 중환자실 퇴실 일시 등을 포함하는 

Diary registry entry를 작성한다.

○ ○

2)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Guidelines)의 필수 구

성 요소인 물리적 보관 위치, 일지 작성 요령, 

작성법, 일지 인계 등을 제시한다.

○ ○

3) 중환자실 입원일지 보관(storage) 위치

· 중환자실 재원 환자는 각 환자의 bedside 

   table에 보관한다.

· 중환자실 퇴실 환자는 중앙 간호사실의 문이 

   있는 장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 ○

4) 중환자 퇴실 후 중환자실 입원일지 인수인계 

방법

· 중환자실에서 사망 시, 보호자가 인계 받기 

   원할 경우에 돌려준다. 인계 받기를 동의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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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타당도 검증

  ①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은 Y 대학 부속 상급병원 

중환자 세부전문의 2인, 석사 학위 이상의 중환자실 관리자 3인,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5인의 총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였다. 내용 타당도에 대

한 자료 수집은 2017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환자실 경력은 평균 12년 3개월이었으며, 

중환자 세부전문의 임상경력은 평균 8년 1개월이었다.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초안의 내용 타당도 결과는 <표 2-1>와 같다. 중환

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전체 문항의 평균 타당도는 .98을 나타내었다. 각 문항별 

타당도는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동의서 사정의 중환

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항목 전체와, 주제별 표준화된 제목 구성, 표준화된 작

성 주기, 작성 언어, 사진사용의 내용을 포함한 중환자실 입원일지 내용 항목, 그리

고 Diary registry entry, 작성 지침, 보관, 인수인계의 내용을 포함한 중환자실 입

원일지의 관리 항목이 1.0으로 높은 합의율을 보였다. 

항목 핵심 내용

출처

문헌고찰
요구도

조사

   않는 경우 12개월 동안 중환자실 내의 잠금장

   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한다.

· 중환자실 퇴실 이후 최대 2주안으로 보호자 

   동의하면 인계한다.

· 중환자실 일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관 가능

   하다. 이후에는 보호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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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낮은 CVI 0.8의 합의율을 보인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형식 항목의 ‘A5

크기의 책을 이용하여,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

견을 고려하여 일지의 크기를 A5로만 제한하지는 않고, 손 글씨 뿐 만아니라 인쇄물

을 이용한 작성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한편 중환자실 입원일지 내용 항목 중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사진사용 건’

에서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에 대한 새로운 촬영은 금한다.’, ‘가족이 제공하는 

중환자의 사진은 중환자실 일지에 보관할 수 있다.’는 세부항목에 대한 CVI는 1.0로 

높으나, 몇몇의 전문가가 중환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중환자실 입원일

지에 기록될 중요한 임상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허용할 수 있게 함을 고려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 타당도 평가 이외의 제시된 전문가 의견 중 중환자실 입원일지 구성항목 

내용의 기술에 있어 해석상의 혼동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기술을 명

확히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 30 -

항목 내용

내용타당도 

지수

(CVI)

1.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기준

   (Inclusion Criteria)

· 48시간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로, 인공호

   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48시간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로, 비 침

   습적 호흡기 치료(NIV, Optiflow 등)를 적용받고 있는 

   자

· 48시간 미만의 짧은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중환자 

   일지라도 담당 간호사, 담당의가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

   하는 것이 중환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라도 일지 적용 전에 

   중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생존율과 잠재적 이익을 고

   려하여 선정함

1.0

2)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제외 기준

   (Exclusion Criteria)

· 신경 인지적 장애 진단: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치매 

   등

· 시각적 장애 진단된 경우

· DNR, 생명연장 위험 판단되는 중환자(Verbal, Official  

   DNR) 

1.0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중환자 혹은 중환자 가족으

로 부터의 동의서(consent)를 받는다. 
1.0

표 2-1.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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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내용타당도 

지수

(CVI)

2.중환자실 

입원일지 

구성 형식

과 내용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A4 혹은 A5 크기의 커버가 

있는 책을 사용한다. 손 글씨로 작성, 인쇄물 사용이 가능

하다.

0.8

2) 주제별 표준화된 제목(heading)으로 구성한다.

· 첫 페이지는 환자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이름,  

   침상번호, 중환자실 입·퇴실 날짜, 중환자실 일지 시

   작 날짜, 분실 안내 사항 등을 작성한다. 

·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환자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 건강했을 시점의 환자 정보, 일반적 사항(가족관계, 

    직업, 즐겨보는 TV/라디오 프로그램, 음악, 취미 등), 

    기타 환자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정보, 요구 사항 등

· 세 번째 페이지에는 중환자실 입실 이유를 요약하여 작

   성한다.

·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Daily sheet로써 의료진, 방문

   객, 일반적 사항, 환자 작성란 등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날짜별로 나열한다.

 - 의료진 작성란에는 환자의 현 상태(appearance& 

   condition), 치료 및 시술 등의 임상적 주요 사건, 중

   환자의 반응, 사용 중인 약물, 중환자실 재원일(ICU 

   days), 작성자 이름 등을 적는다.

 - 방문객 작성란에는 방문객 이름, 내용, 가족 소식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 사항에는 날씨, 사회 소식 등을 작성한다.

 -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1.0

3) 중환자실 입원일지 표준화 작성 주기

· 적어도 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요한 임상적 이벤트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1.0

4)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언어

· 의학용어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반

   적 언어를 사용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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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내용타당도 

지수

(CVI)

· 중환자실 의료진은 일지 작성 시 사적인 언어의 표현은 

   금한다.

5)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사진사용 관련

· 중환자실에서의 새로운 사진 촬영은 금한다.

· 가족이 제공하는 중환자의 사진은 중환자실 일지에 보

   관할 수 있다.

1.0

3.중환자실 

입원일지 

관리

1) 중환자실 일지 관리를 위해 대상자 목록, 일지 일시, 

중환자실 퇴실 일시 등을 포함하는 Diary registry entry

를 작성한다.

1.0

2)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Guidelines)의 필수 구성 요소인 

물리적 보관 위치, 일지 작성 요령, 작성법, 일지 인계 등

을 제시한다.

1.0

3) 중환자실 입원일지 보관(storage) 위치

· 중환자실 재원 환자는 각 환자의 bedside table에 보관

   한다.

· 중환자실 퇴실 환자는 중앙 간호사실의 문이 있는 장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1.0

4) 중환자 퇴실 후 중환자실 입원일지 인수인계 방법

· 중환자실에서 사망 시, 보호자가 인계 받기 원할 경우

   에 돌려준다. 인계 받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동안 중환자실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한

   다.

· 중환자실 퇴실 이후 최대 2주안으로 보호자 동의하면 

   인계한다.

· 중환자실 일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다. 이 

   후에는 보호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폐기한  

   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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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의 사용자 타당도(Face validity) 검증 및 예비조사

      (pilot test) 결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가 검증되고 수정 보완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

의 내용을 토대로 표지, 환자관련 정보 페이지, 중환자실 입실 경과 페이지, 날짜별 

일지(환자 본인, 방문객, 의료진 작성란),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 동의서, 일지 

관리 목록을 포함하는 중환자실 일지 서식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서식에 대해 2017년 10월 19일~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중환자실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5인과 중환자 가족 5인에게 직접 중환자실 입원일

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과정을 수행하였다. 중

환자실 일지 작성 전에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환

자 가족은 하루 2회 20분간의 면회 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해

당 각 교대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작성하였다.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약 30

분간의 1:1 면담을 통해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대한 사용상의 편이성, 유용성, 일지 

항목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내용을 종합,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하

여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개발하였다.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에 참여한 중환자실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5인과 

중환자 가족 5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 5인의 평균 중환자

실 경력은 4년 1개월이었으며, 중환자 5인의 평균 중환자실 재원일수는 4일이었고, 

중환자실 재원 시 입원과는 호흡기내과 3인, 소화기내과 2인이었다. 이 중 중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경우는 호흡기내과 3인에 해당하였다. 중환자의 가족은 모두 

직계가족 관계였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서식에 대한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결과는 <표 2-2>

와 같다.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과정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종합하여 중환

자실 입원일지를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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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책자 개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수정 보완하고,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수 2인, 임상 실무자 박사 

1인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를 완성하였다<그림 

2>.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는 표지, 환자관련 정보 페이지, 중환자실 입실 경

과 페이지, 날짜별 일지(환자 본인, 방문객, 의료진 작성란), 부록(중환자실 일지 작

성 지침, 동의서, 일지 관리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분류 내용

1. 중환자실 

입원일지 구성 

형식

· 일지 크기는 A4 크기가 작성 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함

· 제목 16p, 본문 13p의 글씨크기, 작성란의 칸의 크기 역시 적  

   당하여 사용자가 작성 시 용이함

2. 중환자실 

입원일지 구성 

내용

· 날짜별 일지 중 의료진 작성란에 

   -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중환자의 치료에 참여  

     하는 다직종의 의료진이 작성할 수 있도록 칸 구분 필요

   - 중환자의 현 상태, 치료 및 시술 등의 임상적 주요 사건, 중  

     환자의 반응, 사용 중인 약물 등을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공통 서식 추가 필요

· 날짜별 일지 중 방문객 작성란에는 중환자 가족이 제공하는 사  

   진이나 편지, 스티커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칸을 별도로  

   구성 필요

표 2-2.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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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개발된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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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에 대한 근거

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실정에 적합한 입원일지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중환자

실 일지와 관련한 문헌 고찰을 통해 근거를 확인하여 핵심질문 요인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핵심질문 요인에 대해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

으로 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심재란(2016)의 연구에서도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장일지를 개발하기 위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

해 요구를 사정하였다.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고자 수행

한 중환자 가족 요구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중환자의 건강했던 

시점의 상태, 가족 관계, 직업 등 일반적 사항, 즐겨보는 TV/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취미활동, 기타 공유하고 싶은 내용 등의 환자 관련 정보를 작성하는 서식을 개발하

였다. 이는 중환자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환자실 일지를 통해 중환자의 전

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확인함으로써 중환자와 가

족, 중환자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중환자 치료에 있어 질 향상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환자 가족 요구도 조사에서 매일 작성하는 날짜별 일지 중 의료진 작성란에 

중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른 중환자의 반응을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는 중환자

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환

자실 재원기간동안 중환자가 경험한 것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의 

반응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Backman & walther, 

2001; Egerod et al., 2011b).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고자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행한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는 중환자실 적용 전 사정 항목의‘중환자실 입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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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국외 선행연구들에

서는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력이 있는 경우 중환자실 일지 적용 대상자

에서 제외하였다(Beg et al., 2016; Knowles & Tarrier, 2009; Nydahl et al.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요구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력이 있는 중환자에게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

신적 건강문제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

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력이 있는 중환자는 정

신과적 문제로 인한 높은 사망률의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환자실 일지와 

같은 중환자실에서 실행가능한 정신적, 심리적 중재를 통해 정신과적 문제가 감소되

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Beg et al., 2016; Jones et al., 2010).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초안은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

용 전 사정, 구성 형식과 내용, 관리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

안에 대한 전체 문항의 평균 타당도는 .98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 타당도 결과 

중의 중환자실 입원일지 내용 항목의 ‘중환자실 입원일지 작성 시 사진사용 건’과 

관련하여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에 대한 새로운 촬영은 금한다.’, ‘가족이 제공

하는 중환자의 사진은 중환자실 일지에 보관할 수 있다.’는 세부항목에 대한 CVI는 

1.0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에 대한 사진사용의 긍정적 측면에 앞서 

중환자에게 사진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가 많으며, 차후에 

동의를 받거나, 중환자를 대신하여 중환자 가족이 대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존엄성 

측면의 문제, 윤리적 문제, 개인 정보 등의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며, 중환자 가족이 제공한 사진으로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였

다. 이는 중환자가 중환자실 재원 기간 중 경험한 일들을 시각화하여 그들이 기억을 

회상하고 현실을 인지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이유

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과는 상이한 결론이다(Akerman et al., 

2010; Backman & walther, 2001; Egerod et al., 2011b; Jones et al., 2010). 이렇

듯 많은 연구들에서 중환자실 일지에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진이 포함된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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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일지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효과가 검증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중환자의 인지적 성과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

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환자에 대한 사진사용은 사전에 중환자에게 동의를 

얻기 어렵고, 윤리적, 법적 문제, 사생활 침해, 존엄성 측면의 문제로 인해 중환자실 

일지에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므로(Nydahl et al., 2015), 이에 대

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진사용의 효과에 대한 근거 확립이 필요하며, 각 의료기

관별 지침이 요구된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가 검증되고 수정 보완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

의 내용을 토대로 표지, 환자관련 정보 페이지, 중환자실 입실 경과 페이지, 날짜별 

일지(환자 본인, 방문객, 의료진 작성란), 부록(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 동의서, 

일지 관리 목록)을 포함하는 중환자실 일지 책자를 구성하였다. 중환자실 일지(ICU 

diary)는 국외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지의 

구조적 형식, 내용 등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합의가 요구된

다(Akerman, Granberg‐Axéll, Ersson, Fridlund, & Bergbom, 2010; Beg et al., 

2016; Egerod et al., 2011b; ullma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일지와 

관련한 최신 근거를 검색하고, 중환자 가족과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

사한 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는 연구 과정을 통해 일 대학병원 중환

자실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일지의 구조적, 내용적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이

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겠다.

  중환자실 입원일지는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모든 의료진과 중환자 가족 및 지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중 중환자 간호사

는 24시간 동안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중환

자의 상태를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일지 작성에 대한 일차적인 저

작권을 지닌다(Pattison et al, 2007; Roulin et al., 2007). 중환자들은 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에 중증의 질병상태인 신체적 경험와 더불어 비현실적인 인지, 망상 

등의 정신적 경험, 가족 및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관계성의 결핍, 최첨단 장비, 소음

과 같은 중환자실 환경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Egerod et al., 2015). 중환자



- 51 -

실 입원일지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인생일대의 경험을 한 중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겪은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과정에 있어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

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처럼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적용함을 통해 중환자에게 보다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와 관련한 근거를 분

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실정에 적합한 입원일지를 개발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중환자실 가족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입원일지와 관련한 요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외과

계중환자실의 중환자 가족과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소아, 심혈관

계, 신경외과, 암 중환자실 등 타 중환자실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타 중환자실의 가족과 의료진의 요구를 사정하여 중환자실의 특

성과 실정에 맞는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적용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적용하여 중환자의 섬망,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과 같은 환자 측면에서의 효과와 비용효과성, 중환자 의

료진의 인식 향상 등과 같은 간호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실무 측면

  중환자의 기억회상, 현실 인지 증진, 불안 및 우울 감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감소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중환자의 장·단기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

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환자실에서 실행 가능한 간호중재 도구라는 점

에 의의가 있다. 이는 중환자의 신체적 건강문제 이외의 중환자실 재원기간에서부터 

퇴실 이후까지 장·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예방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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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중환자의 회복 촉진, 의료비용 감소, 중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ABCDEF 묶음 치료’의 일환인 F(Family engagement) bundle로서 중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가족이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이므로 궁극적

으로 중환자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최신 근거에 기반하고 중환자 가족과 중환자 의료진의 요구도 조사

를 통해 실무에 적용가능한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개발하여 추후에 중환자가 흔히 경

험하는 섬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와 관련한 중재 연구와, ‘ABCDEF 

묶음 치료’전체를 수행하는 중재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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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환자실 일지(ICU 

diary)에 대한 최신 근거를 분석 및 통합하고, 중환자 의료진 및 중환자 가족의 요구

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중환자실 실정에 적합한 입원일지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

이다.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제 1단계로 중

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중환자실 일지와 관련한 최

신의 가이드라인,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근거를 검색하고, 중환자실 의료진 설문 및 

가족 면담을 통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제 2단계로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초안

을 구성하였다. 제 3단계로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된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대해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수정 · 보완하여 최종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책자를 개발하였

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입원일지와 관련한 최신의 가이드라인 및 문헌을 검색하여 최종 27개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검토하여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

원일지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질문 요인을 도출하였다. 핵심 질문 요인은 중환자

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구성 형식과 내용, 관리 항목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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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핵심질문 요인에 대해 중환자 가족 및 중환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구성하

는 핵심 내용을 결정하였다. 중환자 가족 요구도 조사 결과 중환자실 입원일지 구

성 항목에 중환자 관련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며, 날짜별 일지 

중 의료진 작성란에 중환자의 의학적 상태, 중환자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요구가 확인되었다. 중환자실 의료진 요구도 조사 결과 중환자실 적

용 전 사정 항목의 중환자실 입원일지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구성 형식과 내용 

항목의 사진사용의 유무 요인에 있어 내용상의 합의가 필요하여 각 요인에 대한 

근거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문한고찰을 수행하였다. 

3.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 초안은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구성 형

식과 내용, 관리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항목에

는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의 세부 사항과 사전 동의서 

취득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구성 형식과 내용 항목에는 중환자

실 입원일지의 크기, 작성 도구 등의 외적 형식 항목의 내용과 입원일지의 페이지

별 구성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 표준화된 작성 주기, 작성 언어, 사진사용과 관

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중환자실 입원일지 관리 항목에는 중환자실 입원일지 

관리 서식인 일지 관리 목록, 작성 지침, 보관 위치, 인수인계 방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중환자실 입원일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 타당도

는 .98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타당도는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기

준, 제외 기준, 동의서 사정의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사정 항목 전체와, 주

제별 표준화된 제목 구성, 표준화된 작성 주기, 작성 언어, 사진사용의 내용을 포

함한 중환자실 입원일지 내용 항목, 그리고 일지 관리 목록(Diary registry 

entry), 작성 지침, 보관, 인수인계의 내용을 포함한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관리 

항목이 1.0으로 높은 합의율을 보였다.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형식 항목의 ‘A5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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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책을 이용하여, 직접 손 글씨로 작성한다.’는 문항은 CVI 0.8로 상대적으로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5. 중환자실 입원일지에 대한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에서 일지의 외적 형식

에 있어 일지의 크기는 A4의 크기가 편리하고 사용에 용이하다고 답변하였다. 날

짜별 일지 중 의료진이 작성하는 란에는 중환자의 현 상태, 치료 및 시술 등의 임

상적 주요 사건, 중환자의 반응, 사용 중인 약물 등을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방문객 작성란에는 중환자 가족이 제공하는 사

진이나 편지, 스티커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칸이 별도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6.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 검증 및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중환

자실 입원일지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를 최종 완성하였다. 

최종 중환자실 입원일지 책자는 표지, 환자관련 정보 페이지, 중환자실 입실 경과 

페이지, 날짜별 일지(환자 본인, 방문객, 의료진 작성란), 부록(중환자실 일지 작

성 지침, 동의서, 일지 관리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실무, 교육, 연구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간호 실무 측면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적용은 중환자가 경험한 중환자

실에서의 기억을 회상시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환자실 재원기간 뿐 

아니라 퇴실 후의 불안 및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감소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중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 가족이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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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중재로서 중환자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일지의 실무 적용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 교육 측면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일지라는 새로운 중재의 중요성 및 필요

성에 대해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 등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조직 문화 속에 정착되고 이행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일

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일지를 실제로 중환자에게 적

용하여 중환자의 섬망,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과 같은 환자 

측면에서의 효과와 비용효과성, 중환자 의료진의 인식 향상 등과 같은 간호 측면에서

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일지를 기초로 하는 웹 기반 혹은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전자 도구를 이용한 서식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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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헌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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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년도), 

국가
제목 연구 설계

1 Aitken et al.

(2013)

Australia

The use of diaries in psychological 

recovery from intensive care

Qualitative,

descriptive 

2 Akerman et al.

(2010) 

Sweden

Use and practice of patient diaries in 

Swedish intensive care units: a 

national survey. 

Descriptive,

explorative design to 

describe, compare the 

extent and application 

of ICU diaries in 

Sweden

3 Bäckman&

Walther (2001)

Sweden

Use of a personal diary written on the 

ICU during critical illness.

Observation study to 

explore the use of a 

diary in debriefing 

patients and relatives

4 Bäckman et al.

(2010)

Sweden

Long‐term effect of the ICU‐diary 
concept on quality of life after 

critical illness. 

Non-randomised

prospective study. 

5 Beg&Liu (2016)

Australia

Developing a framework for 

implementing intensive care unit 

diaries: a focused review of the 

literature.

Focused review to 

describe a common 

framework for the ICU 

diaries

6 Bergbom et al.

(1999)

Sweden

Patients' and relatives' opinions and 

feelings about diaries kept by nurses 

in an intensive care unit: pilot 

study. 

Pilot study

qualitative

descriptive design 

to ascertain views on 

the content of diaries

7 Combe (2005)

UK

The use of patient diaries in an 

intensive care unit. 

Qualitative,

descriptive 

8 Egerod and

Bagger (2010)

Denmark

Patients’ experiences of intensive 

care diaries—A focus group study.

Qualitative,

subsidiary study from 

RACHEL trial 

qualitative study to 

ascertain survivors’ 

experiences of ICU 

diaries

부록 2. 최종 선정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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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년도), 

국가
제목 연구 설계

9 Egerod and 

Christensen

(2009)

Denmark

Analysis of patient diaries in Danish 

ICUs: a narrative approach. 

Descriptive,

explorative,

qualitative design to 

analyse content of ICU 

diaries

10 Egerod and 

Christensen

(2011)

Denmark

Constructing the illness narrative: a 

grounded theory exploring patients' 

and relatives' use of intensive care 

diaries. 

Qualitative,

descriptive,

comparative

11 Egerod et al.

(2007)

Denmark

The extent and application of patient 

diaries in Danish ICUs in 2006. 

Qualitative,

explorative,

descriptive design 

12 Egerod and 

Christensen

(2010)

Denmark

A comparative study of ICU patient 

diaries vs. hospital charts. 

Qualitative,

descriptive,

comparative

13 Egerod et al.

(2011b)

Denmark

Norway,Sweden

Intensive care patient diaries in 

Scandinavia: a comparative study of 

emergence and evolution. 

Multinational

comparative review of 

qualitative secondary 

data 

14 Gjengedal et 

al. (2010) 

Norway

An act of caring–patient diaries in 

Norwegian intensive care units. 

Qualitative,

descriptive

15 Engström 

et al. (2009)

Sweden

Experiences of intensive care unit 

diaries: ‘touching a tender wound’

Qualitative,

explorative

16 Ewens et al.

(2015)

Australia

The use, prevalence and potential 

benefits of a diary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tool to aid recovery 

following critical illness in 

intensive care: a literature review.  

A review of original 

research articles

17 Ewens et al.

(2014)

Australia

ICU survivors’ utilization of diaries 

post discharge: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Qualitative, 

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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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년도), 

국가
제목 연구 설계

18 Garrouste-Orgea

s et al.

(2012) France

 Impact of an intensive care unit 

diary on psychological distress in 

patients and relatives. 

Mixed methods

prospective 

single centre study

19 Heindl et al.

(2016)

Austria

Extent and application of patient 

diaries in Austria: process of 

continuing adaptation. 

Prospective multiple 

methods design of 

servey and interviews

20 Jones (2006)

UK

 Patient diary guidelines. Liverpool, 

UK: Whinston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 High Dependency Unit.

21 Jones et al.

(2010)

Europe(multiple

countries)

Intensive care diaries reduce new 

onset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critical illnes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quantitative

22 Knowles and

Tarrier.(2009)

UK

Evaluation of the effect of 

prospective patient diaries on 

emotional well-being in intensive care 

unit survivor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ragmatic RCT 

23 Nydahl et al.

(2015)

Germany

Extent and application of ICU diaries 

in Germany in 2014. 

Prospective mixed 

methods multicenter

24 North of

England

Critical Care

Network

(2016)

Patient Diary Guidelines - version 2.

25 Phillips (2011)

UK

 Use of patient diaries in critical 

care. 

Qualitative,

descriptive

26 Roulin et al.

(2007)

Switzerland

 Diaries written for ICU patient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27 Blair et al.

(2017)

USA

Improving the Patient Experience by 

Implementing an ICU Diary for Those at 

Risk of Post-intensive Care Syndrome. 

the Iowa model of 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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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요구도 조사지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 개발

- 의료진 대상 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를 개발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 

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전 스크

리닝, 형식과 내용, 관리의 3가지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설문지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도출하여 일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중환자에게 개발된 입원 일지를 적용함을 통해 중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의 경험

을 현실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고, 중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 가족이 참여하

여 궁극적으로 중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

대합니다.   

 귀하의 정보와 응답해 주신 모든 설문조사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뿐만 아니

라 익명으로 처리되어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

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 석사과정 신나라

연락처: 010-41**-****

(nala****@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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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질문 Yes No

Ⅰ. 

중 환 자 실 

입 원 일 지 

적용 전 

스크리닝 

1.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시 다음의 선정 기준

이 충분한가? 

 -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48시간 이상인 자

 -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한국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기타 의견>

2.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시 다음의 제외 기준

이 충분한가? 

 - 신경 인지적 장애 진단 : 외상성 뇌손상, 

                          노인성 치매 등

 - 이전의 정신과적 질환력 : 불안, 우울 등

 - 시각적 장애 진단된 경우

<기타 의견>

3.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전 중환자 혹은 중환

자 가족으로 부터의 동의서(consent)가 필요한가?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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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질문 Yes No

Ⅱ.  

중 환 자 실 

입 원 일 지

형식(format), 

내용(contents) 

1.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 시 A4 크기의 커버가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는

가?

<기타 의견>

2. 다음과 같은 주제별 표준화된 제목(heading)이 

있어야 하는가?

 - 첫 페이지는 환자식별(identification)위한 이름, 

   등록번호, 침상번호, 중환자실 입실 날짜, ID 스 

   티커를 붙인다.

 - 두 번째 페이지에는 중환자실 입실 이유를 작성

   한다.

 -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날짜별로 환자의 현 상태

   (appearance&condition),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

   벤트 등의 제목으로 분류한다. 

<기타 의견>

3.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의 표준화된 작성 주기

가 있는가?

 - 적어도 매일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중요한 임상적 이벤트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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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질문 Yes No

Ⅱ.  

중 환 자 실 

입 원 일 지

형식(format), 

내용(contents) 

<기타 의견>

4.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 시 의학용어는 배제하

고 일반적 언어로 사용해야 하는가?

<기타 의견>

5.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 시 사진(photo)을 사

용할 것인가?

<기타 의견>

Ⅲ. 

중 환 자 실 

입 원 일 지

의 관리

1. 중환자실 일지 관리를 위해 대상자 목록, 일지 

일시, 중환자실 퇴실 일시 등을 포함하는 Diary 

registry entry가 필요한가?

<기타 의견>

2. 중환자실 일지 작성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가?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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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심 질문 Yes No

Ⅲ. 

중 환 자 실 

입 원 일 지

의 관리 

3. 중환자실 입원 일지는 어디에 보관(storage)할 

것인가?

- 각 환자의 침상 주변의 일정한 위치에 보관한다.

<기타 의견>

4. 중환자 퇴실 후 중환자실 입원 일지는 언제, 어

떤 방법으로 돌려줄 것인가?

 - 중환자실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원할 경우 보호

   자에게 인계한다.

 - 중환자실 퇴실 후 병동 이동 후 환자가 일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태가 되기까지 중환자실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한다.

 - 중환자실 일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관 가능하

   다. 이 후에는 보호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치 않

   을 경우 폐기한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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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적인 특성

다음 질문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 하거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여자    2)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직종은?  1) 간호사  2) 의사

4. 귀하의 최종학력은? 

  1) 3년제 졸업              2) RN-BSN 

  3) 4년제 졸업              4) 석사              5) 박사

5. 귀하의 임상경력은? 만　(      )년 (      )개월　

6. 귀하의 중환자실 근무경력은? 만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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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요구도 조사지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 개발

- 중환자 가족 대상 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

니다.

 이 면담지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를 개발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 

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본 면담을 통해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를 구성

하는 핵심 항목을 도출하여 일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중환자에게 개발된 입원 일지를 적용함을 통해 중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을 현실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고, 중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 가족이 참

여하여 궁극적으로 중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귀하의 정보와 응답해 주신 모든 설문조사의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뿐만 아니

라 익명으로 처리되어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께서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

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 석사과정 신나라

연락처: 010-41**-****

(nala****@yuhs.ac)



- 73 -

Ⅰ. 중환자실 입원 일지 항목 구성 관련

1. 귀하의 가족의 중환자실 입실 기간 동안, 귀하께서 일지(diary)를 작성하

게 되신다면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2. 만약 중환자실 입원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면, 귀하의 가족의 중환자실 입

실 기간 동안 중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진, 중환자 가족이 참여하여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

다. 

중환자실 입원 일지를 구성하는 내용 중, 참여하는 의료진이 중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귀하께서 중환자에 대해 알려주실 어떠한 

정보가 있을까요? 

ex. 중환자가 평소 사용했던 시각, 청각 보조 기구(안경, 보청기 등)

    평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

    직업, 기타 중환자에 대해 알기 원하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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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가족께서 중환자실을 퇴실하게 된다면, 작성된 중환자실 입원 일지

는 언제 돌려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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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인 특성

다음 질문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귀하의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표 하거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여자    2)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중환자실 입실 일자는?       년     월     일    시    분       

4. 귀하의 인공호흡기 적용 유무는?  1) 적용    2) 해당 없음.

5. 주요 진단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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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환자실 입원일지 내용타당도 조사지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 내용 타당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위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일지는 중환자들과 중환자의 가족에게 중환자실에서 경험한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기억 격차를 줄여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비용 효과적인 중재입니다. 중환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중환자실 재원기간 및 퇴실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서

의 치료기간에서부터 이를 위한 중재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

자실 환자를 위한 입원 일지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중환자실 입원 일지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타당도를 평가하

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중환자실 입원 

일지 문항의 적절성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며,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있

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평가해주신 

중환자실 입원 일지 구성 항목의 내용 타당도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환자실 입원

일지의 적용이 중환자들의 현실감 증진, 기억 격차 감소, 중환자 가족의 참여를 

토대로 중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사 석사과정 

신나라 올림

연락처: 010-41**-****

(nala****@yuhs.ac)

지도 교수 : 오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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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일지 초안

문항의 적절성
적합성(Relevancy)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항 목 내 용 1 2 3 4

1.

중환자실 

입원일지 

적용 전 

스크리닝 

1)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대상자 선정 기

준(Inclusion Criteria) 

· 2일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

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 진통 

약물 치료를 받고 있  는 자 

· 2일 이상의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는 자

로, 비 침습적 호흡기 치료(NIV, Optiflow 등)

를 적용받고 있는 자

· 2일 미만의 짧은 중환자실 재원이 예상되

는 중환자 일지라도 담당 간호사, 담당의가 

중환자실 일지를 적용하는 것이 중환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환자와 중환자 가족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라도 일

지 적용 전에 중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생

존률과 잠재적 이익을 고려하여 선정함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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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일지 초안

문항의 적절성
적합성(Relevancy)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항 목 내 용 1 2 3 4

2)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대상자 제외 기

준(Exclusion Criteria)

· 신경 인지적 장애 진단: 외상성 뇌손상, 노

인성 치매 등

· 시각적 장애 진단된 경우

· DNR, 생명연장 위험 판단되는 중환자

(Verbal, Official DNR) 

  

<기타 의견>

3) 중환자실 입원 일지 적용 전 중환자 혹은 

중환자 가족으로 부터의 동의서(consent)를 받

는다. 

<기타 의견>

2.

중환자실 

입원일지

형식,내용

1)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 시 A5 크기의 커

버가 있는 책을 사용하고, 직접 손 글씨로 작

성한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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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일지 초안

문항의 적절성
적합성(Relevancy)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항 목 내 용 1 2 3 4

2.

중환자실 

입원일지

형식,내용 

2) 주제별 표준화된 제목(heading)으로 구성한

다.

· 첫 페이지는 환자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이름, 침상번호, 중환자실 입실 날짜, 분실 안

내 사항 등을 작성한다. 

·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환자 관련 정보를 작성

한다. 

· 세 번째 페이지에는 중환자실 입실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한다.

·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Daily sheet로써 의

료진, 방문객, 일반적 사항 등으로 범주를 분

류하고 날짜별로 나열한다.

 - 의료진 작성 란에는 환자의 현 상태

 (appearance&condition), 치료 및 시술 등의 

 임상적 주요 사건, 사용중인 약물, 중환자실 

 재원일(ICU days), 작성자 이름 등을 적는다.

 - 방문객 작성 란에는 방문객 이름, 내용, 

 가족 소식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 사항에는 날씨, 사회 소식 등을 작

 성한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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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일지 초안

문항의 적절성
적합성(Relevancy)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항 목 내 용 1 2 3 4

2.

중환자실 

입원일지

형식,내용 

3)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의 표준화된 작성 

주기

· 적어도 매일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중요한 임상적 이벤트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기타 의견>

4)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 언어

· 의학용어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해하

기 쉬운 일반적 언어를 사용한다. 

· 사적인 언어 사용은 금지한다.

<기타 의견>

5) 중환자실 입원 일지 작성 시 사진(photo) 

사용 건

· 중환자실에서의 새로운 사진 촬영은 금한

다.

· 가족이 제공하는 중환자의 사진은 중환자실 

일지에 보관할 수 있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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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일지 초안

문항의 적절성
적합성(Relevancy)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항 목 내 용 1 2 3 4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의 관리

1) 중환자실 일지 관리를 위해 대상자 목록, 

일지 일시, 중환자실 퇴실 일시 등을 포함하

는 Diary registry entry를 작성한다.

<기타 의견>

2)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

중환자실 일지 작성 지침(Guidelines)의 필수 

구성 요소인 물리적 보관 위치, 일지 작성 요

령, 작성법, 일지 인계 등을 제시한다.

<기타 의견>

3) 중환자실 입원 일지 보관(storage) 위치

· 중환자실 재원 환자는 각 환자의 critical 

cart에 보관한다.

· 중환자실 퇴실 환자는 중앙 간호사실(nurse 

station)의 문이 있는 장에 보관하여 관리한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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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 일지 초안

문항의 적절성
적합성(Relevancy)

1=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적절하지 않다.

3=적절하다.

4=매우 적절하다.

항 목 내 용 1 2 3 4

3.

중환자실 

입원일지

의 관리

4) 중환자 퇴실 후 중환자실 입원 일지 인수

인계 방법

· 중환자실에서 사망 시, 보호자가 인계 받기 

원할 경우에 돌려준다. 인계 받기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동안 중환자실 내의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한다.

 · 중환자실 퇴실 이후 최대 2주안으로 보호

자 동의하면 인계한다.

 · 중환자실 일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관 가

능하다. 이 후에는 보호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폐기한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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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of ICU diaries for Critical Care 

Patients

Shin, Na R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Intensive care unit survivorship is increasing as are associat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ICU diaries are a way of helping patients 

to understand what has happened to them while they have been critically ill and 

also helps them come to terms with delusional memories.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has recommended that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o meet the psychological care needs of patient after critical 

illness. ICU diaries were introduced as one of that service, that can be a 

potentially effective, low cost, highly acceptable intervention. ICU diaries 

are offer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But in Korea, ICU diaries have been 

relatively unknown.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CU diaries for critical 

care patients.

Design: This study was a methodological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ICU 

diaries.

Methods: I conducted a focused review of the literature regarding ICU diaries 

based on a search of several database between 1984-2017 and 27 eligibl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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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elected. And an interview to assess the needs for the elements of ICU 

diaries with 8 ICU nurses, 2 doctors and 10 family members of critical care 

patients was conducted from May. 22. 2017 to June. 19. 2017. Key factors 

regarding the ICU diaries were organi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interview.  preliminary ICU diaries was developed based on the key factors. 

Then, final ICU diaries were completed after verifying the preliminary ICU 

diaries’s content and face validity.

Results: 3 Key factors regarding the ICU diaries, which were organi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interview, were consisted of 1) assessment of ICU 

diary, 2) ICU diary format and content, 3) management of ICU diary. preliminary 

ICU diaries was developed based on the key factors. And, the developed 

preliminary ICU diaries were examined with content validity index(CVI) by 10 

expert from Sep. 25. 2017 to Oct. 2. 2017. The average CVI score was .98 and 

all contents were approved with CVI score higher than 8.0 and some contents 

were modified by the experts. After ICU diary was drafted on the basis of 

approved contents, it’s format, design, content was assessed by 5 ICU nurses 

and 5 family members of critical care patients. The final ICU diary was 

developed and its contents as follow: cover, patient’s information, summary of 

ICU admission, daily sheet(medical team, visitors, patients, general 

information), guidelines of ICU diary implementation, consent, diary registry 

entry. 

Conclusions: The ICU diaries, that was developed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as a debriefing tool to provide understanding patient have experienced and it 

can be minimized the risk of adverse long term psychological problems. 

Moreover, it’s expected to not only encourage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to participate in patient care, but also provide nursing intervention, which 

can promote holistic nursing, so it would be improved the quality of care of 

ICU.   

Key words: ICU, intensive care units, critical illness, critical care, dia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