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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어판 중환자 가족 요구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

   본 논문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의 요구도를 평가하기 위해   

Molter(1979)가 개발하고 Leske(1991)가 검증한 Critical Care Family Needs (CCFNI)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판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 도구인 CCFNI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울 소재 G병원과 S병원의  

내과계, 외과계, 심장내과(혈관외과), 신경계(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2명의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STATA version 14.0(STATA, College Station, Texas)을 사용하여 요인 

적재량을 확인하고,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요인적재량이 최소 권장 기준치인(Merenda, 1997) .3 이하인 

문항을 삭제한 후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여 총 45문항의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남성 98명(48.5%) 여성 104명(51.5%)였고, 평균 연령은 44.7(±13.49)세였다. 

환자와의 관계는 자녀인 경우가 110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49명(24.3%), 부모 

30명(14.9%), 형제·자매 13명(6.3%) 순이었다.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72시간 이상이 93명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8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0명(9.95%),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이 23명(11.4%), 12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이 40명(19.8%), 12시간  미만이  26명

(12.9%)으로 분포되었다. 

2.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총 평균은 4점 만점에 3.25(±.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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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로 살펴보면 확신 3.75(±.28)점, 정보 3.36(±.38)점, 근접 3.32(±.45)점,  

 안위 3.04(±.55)점, 지지 2.96(±.45)점 순으로 나타났다. 

3.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CCFNI-A)’,‘정보에 대한 

요구(CCFNI-I)’, ‘근접에 대한 요구(CCFNI-P)’,‘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CCFNI-C)’‘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CCFNI-S)’영역의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SRMR)이 각각 .054, .059, .057, 

.03 .079로 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 .06 이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CFI와 

TLI 그리고 RMSEA 등의 모든 모형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4.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Merenda(1997)가 최소 권장값으로 제시한 요인적재량 값이  

  .3  이하인  문항이 4문항 나타났다. 해당의 4문항을 제외하고 전체 모형 적합도 지수를  

  재분석한 결과, 41문항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요인적재량 지수와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45문항으로 이루어진 모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선된 값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5. 한국어판 CCFNI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45문항의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는 확신=.66, 정보=.73,      

  근접=.77, 안위=.71, 지지=.81로 나타나 원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보다 상승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Molter(1979)가 개발한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를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한국어판 CCFNI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도구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구성원의 객관적인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가족들의 요구를 

규명하고, 미충족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재를 통해 중환자 가족의 만족도 상승, 재원기간 

단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중환자, 중환자 가족, 중환자실, 요구도, 타당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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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환자실의 입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은 높은 불안감,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담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utrette et al., 2007; McCormick et al., 2010). 일반병실과는 다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질병을 주로 다루는 중환자실은 입원환자 사망률이 11.9%에 

달한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 또한 환자 치료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학제팀이 

동시에 환자를 돌보며, 환자 치료를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장비를 사용한다(Wall et al., 

2007; Stricker et al., 2007). 이와 같은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제한된 면회시간, 불충분한 

환자 정보제공 등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가족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중환자 가족은 낯선 중환자실 환경과 치료 및 검사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 의료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mari, 2009). 가족 구성원의 중환자실 입원에 따른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심리적·신체적·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기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환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중환자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Lee & Lau, 2003; Omari, 2009). 따라서 중환자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환자 가족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Lee & Lau, 2003). 더욱이 최근 간호의 대상을 건강문제를 가진 

개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그 가족을 간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환자 가족 중심 

돌봄(Patient-Family-Centered-Care)이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Davidson, 2009; Goldfarb et al., 2017)을 고려해 볼 때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 대한 

사정은 환자에게 수행하는 직접적인 중재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은성 et al., 

2007). 

 지금까지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Omari, 2009; Mundy, 2010; Khalaila, 2012; 이지원 & 임선영, 2014), 중환자 

가족은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요구,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 환자와 가까이 있으려 하는 근접에 대한 요구를 가장 

높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를 돌보는 대부분의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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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환자 가족의 요구는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Verhaeghe et al., 2005; Kean & Mitchell,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Lee & Lau 2003; Auerbach et al., 2005; Verhaeghe et al., 

2007; Khalaila, 2012; Petrinec et al., 2015), 전체적인 치료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itas et al., 2007; Stricker et al., 2009). 특히 

치료만족도의 상승은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단축 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utrette et al., 2007; Norton et al., 

2007). 그러므로 중환자 가족구성원의 정확한 요구파악을 통하여 치료 만족도를 상승 

시키는 것은 중환자 치료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Molter가 개발한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CCFNI)는 

Leske(1991)에 의해 확신에 대한 요구(Assurance needs) ∙ 정보에 대한 요구(Information 

needs) ∙ 근접에 대한 요구(Proximity needs) ∙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Comfort needs) 

∙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Support needs) 등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분류된다. 

CCFNI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의 편리성, 보편성 그리고 다양한 의료환경 내의 

적용가능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도구이다(Bandari et al., 2014). 국외에서 CCFNI를 사용한 연구는 약 60편 이상으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하는 도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도구로 입증되었다(van den Broek et al., 2015). 

 국내에서도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CCFNI를 사용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이영옥 & 강지연, 

2011; 최정훈 등, 2013; 이지원 & 임선영, 2014)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장선영(2007)이 개발한 CCFNI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CCFNI는 원 도구를 번역하고 그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사용해왔다. 해외에서 개발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체계적인 검증과정 없이 사용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왜곡된 연구 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단순한 도구의 번역을 하기보단 

신뢰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등의 심리적 속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조은희 

등, 2011; Zheng et al., 2014). 

   지금까지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CCFNI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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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그러므로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겪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인 CCFNI를 문화적 맥락에 맞게 번안한 후 신뢰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여 한국어판 CCFNI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추후 중환자 가족의 요구와 관련된 

연구에 표준화된 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중환자 가족의 요구

이론적 정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타나는 욕구이며 충족된다면,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적절성 또는 행복감을 증가시킨다(Orlando, 196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olter(1979)가 개발하고 Leske(1991)가 검증한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의 한국어판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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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은 지금까지 국내외의 관련문헌에서 제시한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측정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중환자 가족 요구도 측정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중환자 가족의 요구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급성질환을 가진 환자를 집중 감시하고, 첨단 

의료장비의 사용과 침습적 시술 등을 통해 이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다. 가족의 

일원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이는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의 요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ee & Lau, 2003).  Molter는 1970년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환경 내의‘가족의 요구’개념을 처음 언급하였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관한 초기 연구자인 Molter는 중환자실에 배우자가 

입원한 여성들의 요구를 조사한 Hampe(1975)의 영향을 받아 문헌고찰과 23인의 간호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45문항의 요구 진술이 포함된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까지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의 시초가 된다. Molter(1979)는 중환자 가족이 인지하는 

요구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었는지, 

만약 충족되었다면 누구에 의해 충족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다. 연구 

대상자는 중환자실에서 최소 3일 이상 입원 후 병동으로 전실 된 지 48시간 이내의 

중환자 가족 40인으로, 45문항의 CCFNI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중환자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는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으며,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잘 돌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과 ‘환자 근처에 대기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요구는 ‘환자의 신체적 케어를 

직접 돕는 것’이었다. 또한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과 ‘환자의 

치료 계획을 듣는 것’을 제외한 중환자 가족의 대부분의 요구는 간호사에 의해 

충족됨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표본수가 적고 조사 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보고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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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으며, 추후 중환자 간호사들의 역할이 가족의 요구까지 사정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Paul & Rattray, 2008).

  이후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조사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졌는데, 대부분의 

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는 확신, 접근, 정보에 대한 요구였다. 확신에 대한 

요구란 환자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라는 요구 또는 환자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요구를 의미한다. 근접에 대한 요구란 특수한 환자 상태의 경우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 보호자 대기실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 등의 

요구를 의미한다. 정보에 대한 요구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왜 그러한 치료가 

시행되는 지 등을 알고자 하는 요구를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가족의 요구에 대해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진들은(Leske, 

1991b; Lee & Lau, 2003; Yang, 2008; Omari, 2009; Mundy, 2010 ; Khalaila, 2012; 

Chatzaki, 2012; 이지원 & 임선영, 2014)  중환자 가족이 확신, 접근,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Lee & Lau(2003)는 중환자실에 

입실한지 24-72 시간 이내의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중환자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요구, 가족 구성원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근접에 대한 요구, 

매일 환자의 경과를 알려주길 바라는 정보에 대한 요구임을 밝혀냈다.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와 관련된 27편의 연구를 메타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Leske(1991b)는 총 905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중환자 가족이 확신, 접근,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중환자 가족의 정신∙사회적 요구를 조사한 Norris와 Grove(1986)는 20인의 중환자 

가족에게 수정된 CCFNI를 적용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족들은‘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환자에게 

개별적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환자 가족이 접근, 

정보에 대한 요구보다는 확신에 대한 요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환자 가족의 요구와 관련된 문헌 고찰을 시행한 Verhaeghe 등(2005)은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인지적 요구, 감정적 요구, 사회적 요구, 실질적 요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중환자 가족은 인지적 요구 중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헌 고찰 결과, 중환자 가족은 의사로부터 환자의 상태, 예후, 



- 6 -

치료에 대해 매일 설명 듣기를 원했다. 또한 간호사로부터 환자가 매일 받는 치료에 

대한 정보와 특정 치료를 받는 이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중환자실 

이용규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하였으며, 환자 상태가 바뀔 경우 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은 환자가 중증 상태일 

경우, 개인적인 요구보다는 환자의 요구에 더욱 우선순위를 둔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연구(Lee & Lau, 2003; Auerbach et al., 2005; Nolen & Warren, 

2014)에서 중환자 가족이 개인적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권성복과 이미라(1987)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요인분석을 통해 8가지로 나누었다. 

정서적∙종교적 지지 ∙ 자원 정보 ∙ 치료 및 간호 정보 ∙ 병원 환경 안내 ∙ 여가 시간 활용 

∙ 역할 안내 ∙ 심리적 안정에 관한 요구 등이 중환자 가족의 주요 요구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가족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중환자와 가족의 관계에서 가족이 환자의 부모일 경우 환자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근접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관련 연구인 Yang(2008), Omari(2009), 

Mundy(2010), Khalaila(2012), Chatzaki 등(2012),이지원과 임선영(2014) 등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또한 중환자 가족이 확신에 대한 요구, 정보에 대한 요구, 근접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 관한 초기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문헌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의 Molter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olter(1979), 

Leske(1992)등에 의해 시행된 초기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은 확신, 정보, 근접에 대한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Verhaeghe 등(2005)과 

Yang(2008), Omari(2009), Mundy(2010), Khalila(2012)등의 연구에서도 초기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지원과 임선영(2014)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중환자 가족에게 나타난 요구도 역시 국외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헌고찰 결과, 초기 연구에서 밝혀진 중환자 가족의 요구는 아직까지 대부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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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의 인식변화와 다양한 중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에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가 

없으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도구

  지금까지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Molter, 1979) (CCFNI),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Family Needs Assessment(Johnson et al., 1998) 등의 도구는 일정 수 

이상의 표본 크기(n ≥ 100명)를 이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도구이다. Van 

den Broek 등(2015)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하면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중 CCFNI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져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 도구 중 가장 우수한 척도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요구도 측정 도구 중 

CCFNI 외에는 심리적 속성이 충분하게 검증된 기준 도구가 없는 실정이므로(Bijitterbier 

et al., 2000)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도구이자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CCFNI가 손꼽히고 있다. 

  Molter(1979)가 개발하고 Leske(1991)가 검증한 CCFNI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시행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Molter(1979)는 중환자실에서 최소 3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구목록 

45문항을 추출하여 CCFNI를 개발하였고, 추후 Leske(1991)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677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도(Cronbach’s alpha= .92), 내적타당도,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확신에 대한 요구, 정보에 

대한 요구, 근접에 대한 요구,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 등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Macey와 Bouman(1991)은 5인의 중환자 간호사와 11인의 간호학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통해 CCFNI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외과에 입원한 중환자 가족 

중 무작위로 추출한 51인에게 2회에 걸친 자료를 수집을 통해 CCFN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프랑스, 벨기에, 홍콩, 이란 등의 다른 국가에서도 CCFN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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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어졌다. Coutu-Wakulczyk와 Chartier(1990)은 기존의 45문항의 도구에 3문항을 

추가한 48문항의 CCFNI를 사용하여 207명의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했으며, Cronbach’s alpha값은 .91이었다. Bijttebier 등(2000)은 환자가 중환자실 

입실 후 72시간 이내에 방문한 200명의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CCFN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의 요구를 정보의 요구,  안위의 요구, 지지 요구, 확신과 

불안 감소의 요구, 근접의 요구라는 5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은 .62 

에서 .80 사이로 밝혀졌다. Chien 등(2005)은 CCFNI를 번안하여 중국의 중환자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계량적 속성을 탐색하고, 구성타당도와 신뢰도(총 Cronbach’s 

alpha=.90, 확신=.88, 정보=.80, 근접=.83, 안위=.83 지지=.92)를 확보했다. 또한 Bandari 

등(2014)은 페르시안판 CCFNI의 심리계량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360인의 중환자 가족과 

360인의 일반병동 가족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 안면타당도, 수렴타당도, 내적일관성 등의 

확인 작업을 통해 도구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98이었으며, 각 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모두 .7 이상이었다. Redley와 

Beanland(2003)는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가족들의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CCFNI를 

사용하여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고 안정성, 내적일관성, 평가자간 

신뢰도(Cronbach’s alpha=.9)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장선영(2007)의 연구에서 CCFNI를 직접 번역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요구도를 측정하였다. 영문학 전공자 1인, 중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인 등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개발한 도구의 전체 Cronbach’s alpha값은 .96 이었고, 

세부 영역별 신뢰도는 확신=.89, 정보=.84, 근접=.84, 안위=.73, 지지=.92로 나타났다. 

이영옥과 강지연(2011)은 중환자실 면회시간 연장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최정훈 등(2013) 또한 간호정보 제공을 통해 중환자 가족의 만족도 상승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지원과 임선영(2014)은 가족의 부담감과 요구도 

측정을 위해 해당 도구를 사용하였다.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장선영(2007)이 번안한 

CCFNI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은 표본수(n=106)를 사용한 점, “대기실 가까이에 전화를 

설치해 준다”등의 문항과 같이 현재 의료환경과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도구의 타당도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제한점이 있다. 

 국내에서 중환자 가족의 요구와 관련된 연구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이다. 

권성복과 이미라(1987)는 Molter(1979), 정승교(1984) 등이 개발한 기존의 도구를 

보완하여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도구를 직접 개발 하였다. 기존의 도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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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던 정서적 지지와 중환자 가족의 요구와 관련된 문항을 강화하여 

개발한 이 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 6문항, 자원 

정보에 대한 요구 9문항, 종교적 지지에 대한 요구 3문항, 병원 환경 안내에 대한 

요구 5문항,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한 요구 4문항, 역할 안내에 대한 요구 2문항, 

심리적 인접에 대한 요구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2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91 이었고,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66.5% 정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환자 치료와 간호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던 Molter(1979), 정승교 등(1984)의 도구와는 다르게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도구를 개발했으나, 중환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내용타당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의 제한점이 

있으며, 기존에 개발된 도구들에 비해 전체적인 설명력을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국내외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족의 요구를 확신 ·안위 

· 정보 ·근접 · 지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FNI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의 의료 환경을 반영한 중환자 가족의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검증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해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는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하는 도구(CCFNI)를 한국어로 번안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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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ritical Care Family Needs(Molter, 1979)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판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번안할 도구는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Molter(1979)가 개발하고 Leske(1991)가 검증한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CCFNI)이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4점, ‘중요하게 생각한다’ 3점, ‘약간 중요하게 생각한다’ 2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점으로 측정한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CFNI는 Leske(1991)의 요인분석을 통해 5가지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는데, 각 

하위 영역은 확신에 대한 요구(7문항), 정보에 대한 요구(8문항), 근접에 대한 

요구(9문항),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15문항),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6문항)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총 Cronbach’s alpha값은 .92였으며, 각 영역별 

Cronbach’s alpha값은  확신에 대한 요구=.61,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75, 정보에 대한 

요구=.78, 근접에 대한 요구=.71,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88이었다.  

3. 연구과정

   본 연구는 Molter(1979)가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CFNI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위원회 접근(committee approach)방법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원회 접근 번역의 방법은 Douglas와  Craig(2007)이 제시한 

방식으로 전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인 이상의 번역위원이 원 도구를 상호 

독립적으로 번역한다. 상호 독립적 번역이 완료되면 각 위원들이 번역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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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 모임 시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한 명 이상의 검토위원이 

각 번역위원들이 번역한 버전의 도구를 함께 논의하고, 최종 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3인의 번역위원이 참여하였고, 연구자가 

검토위원의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 접근 번역을 시행한 후 도구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파트장 1인,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이 

수정하였고, 10인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평가 

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G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5명을 편의추출 후,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평가하였다. 이후 총 202명의 대상자를 편의표집하여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CCFNI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 도구의 번역

  연구자가 직접 CCFNI를 검증한 저자에게 도구 사용 동의를 얻은 후, Schoua- 

Glusberg(1992), Guillemin 등(1993)과 Acquadro 등(1996)이 제시한 위원회 

접근(committee approach)방법 중 병렬 번역(parallel translation) 방식을 사용하여 

도구를 번역하였다. 구체적인 번역 방법은 Douglas와  Craig(2007)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원회 접근 번역은 여러 번역가들이 전체 설문도구를 상호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 번역한 내용을 논의하여 가장 적합한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설문도구를 완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번역 위원회의 구성은 총 3인으로 10년간 해외 

거주경험이 있으며, 국내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번역가 1인, 간호학을 전공하고 8년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7년간 미국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석사과정생 1인, 미국에서 9년간 거주하고, 간호사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학 석사학위자 1인이 본 연구의 번역에 참여하였다. 

2) 문항 수정

 

   위원회 접근 방식을 통해 원 도구의 번역이 완료된 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파트장 1인과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과 함께 문항 수정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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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문항의 가독성, 번역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여 예비 도구를 구성하였다. 

3) 내용타당도 평가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들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 

10인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체 내용타당도 지수(S-CVI/UA)와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 

지수(I-CVI)를 구하였다. CVI는 4점 척도로 ‘매우 적절하다(4점)’, ‘적절하다(3점)’, 

‘적절하지 않다(2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로 구성되며, 전체 도구의 CVI는 전체 

항목 중 전문가들이 3점 혹은 4점 점수를 준 항목의 비율로 계산하였고, Lynn(1986)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CVI점수가 .8이상 되는 것을 내용타당도 확보 기준으로 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4인, 상급 종합병원 팀장 1인과 파트장 1인, 중환자실 

경력 7년 이상의 간호사 4인으로 구성하였다. CVI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내용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4) 예비조사 

  본 설문지의 예비조사를 위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서울 소재 G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5명을 편의추출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중환자 가족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색한 

문항의 여부와 이해 가능 여부 그리고 설문지의 가독성을 확인하였다. 

5)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의  내과계, 외과계, 심장내과(혈관외과), 

신경계(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구성원으로 IRB 승인일 이후부터 각 

병원의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1개월 동안 편의표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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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①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로 만 19세 이상의 직계가족

② 중환자실에 입실 후 1회 이상 면회를 시행한 환자의 가족

③ 의사소통과 문해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로 연구에 동의한 자 

대상자 제외기준

①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문해력에 문제가 있어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② 현재 병원 또는 집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자

대상자 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문항수에 5배(Bryant & Yanold, 1995) 혹은 10배(Garson, 

2008)를 곱한 수를 표본수로 권장하기도 하나, 요인분석을 위해 200명의 대상자만 선정해도 

충분한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MacCallum et al., 1999)와 사례 수가 200건 이상이면 

적절하다는 주장(Tak, 2007)에 따라 탈락률 10%를 고려한 238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18건과 미회수된 설문 10건, 대상자포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 8건이 발생하여 총 202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자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과 G병원의 동의를 얻은 후, 각 병원의 

내과계, 외과계, 심장내과(혈관외과), 신경계(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2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이다. 수집되는 자료는 번안된 CCFNI 45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환자와의 관계, 교육정도, 직업, 종교, 혼인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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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및 입원사유, 입원경로, 입원기간으로 총 63문항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0월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환자 가족들에게는 5천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IRB:4-2017-0705)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중환자실 환자의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으며, 연구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참여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조용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작성한 후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보장되며 연구 

수행자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 직접 관리하며,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 

후에 파쇄하여 폐기한다. 컴퓨터로 정보화된 자료는 잠금 설정을 통해 연구자 외의 

접근을 제한하고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6) 자료분석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환자와의 관계, 교육정도, 직업, 종교, 혼인여부)과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및 입원사유, 입원경로, 입원기간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IBM SPSS version 23(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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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도구가 이미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요인구조가 확정된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이 아닌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Harrington, 

2009) STATA version 14.0(STATA, College Station, Texas)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는 Kline(2015)이 기본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장한 카이제곱값,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포함하였으며, 추가로  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를 확인하였다. 도구 적합도 

지수 중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10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로 간주하고 있으며,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은 .1이하이면 관대한 수용수준이고(Steiger,1990), .06 이하이면 

경우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을 의미한다(Hu & Bentler, 1999).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는 최소 .7이상이어야 하고 .9이상이면 

도구의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Hair, Tatham, Anderson, & Black, 1998).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도구 내에서 각 문항 간의 평균 상관계수에 기초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사함으로써 신뢰도를 검증(Polit & Beck, 

2006)하였으며, IBM SPSS version 23(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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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K-CCF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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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번안결과

  본 연구는  Douglas와  Craig(2007)이 제시한 위원회 접근(committee approach) 번역 

절차에 따라 번역 위원회 3인이 각자 설문지를 상호 독립적으로 번역하였다. 이후 3명의 

번역 위원이 함께 모여서 번역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원 도구의 본래 의미가 바뀌지 않고 

적절하게 번역된 문항을 채택하거나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후 한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이해를 높이고,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파트장 

1인과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과 함께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작업을 통해 

문항 별 질문 방법을 통일하였고,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보호자 대기실과 관련된 

질문인 20번, 23번, 32번, 45번 문항은 보호자 대기실이 없는 G병원의 실정을 반영하여 

보호자 대기공간으로 수정하였다.  

2. 내용타당도 평가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4인, 상급 종합병원 

팀장 1인과 파트장 1인, 중환자실 경력 7년 이상의 간호사 4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2017년 9월23일부터 9월 29일까지 내용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문항의 전체 

CVI(S-CVI/UA)는 .87 이었다. .8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은 35문항이었으며, .8 이하의 

문항은 10문항이었다. 10번, 12번, 18번, 23번 문항의 경우 CVI .6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26번, 27번, 29번, 30번, 33번, 44번 문항 또한 CVI .7로 수정이 필요하였다. CVI 결과 

.8 이하의 문항은 내용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함께 연구자가 수정작업을 시행하였다. 10번 문항 “언제든지 

면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은 CVI .5로 낮은 점수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문항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호자 출입과 면회를 

제한하기 시작한 국내 의료환경과 거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로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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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의미를 완화하였다. 18번 문항 “병원 내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의 경우 CVI .4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이다. 국내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해당 문항은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23번 문항 “대기실 근처에 전화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는 

현재 국내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모바일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보편화 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자 대기공간에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까?”로 

수정하였다. CVI 점수가 낮은 12번, 26번, 27번, 29번, 30번, 33번, 44번 문항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절하고, 중환자 가족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최종 설문 도구의 문항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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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CVI

1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2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 병동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3 매일 담당의사와 면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4 보호자가 면회 올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중환자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5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6 특별 상황 시 정규면회시간 이외 면회가 가능한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7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8

8 병원 내에 사 먹을 만한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9 면회 시 보호자가 침상 옆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10 언제든지 면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5

11 어떤 의료진(직원)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8

12 가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을 주변에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6

13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치료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려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14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8

15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의 유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16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17 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18 병원 내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4

19 환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20 보호자 대기실에 편안한 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21 병원 직원들이 가족에게 우호적으로 대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22 경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 시켜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23 보호자 대기실 근처에 전화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5

24 종교지도자가 방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25 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질문)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26 중환자실을 방문 시 누군가와 함께 면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27 누군가 내 건강에 대해 신경 써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28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29 매일 같은 간호사와 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30 울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31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32 보호자 대기실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33 언제든지 혼자 있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34 가족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36 면회시간이 제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37 종교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38 환자의 신체적 케어(세안, 세발, 양치 등)을 도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39 병실 이동이 이루어질 때, 이동계획에 대해 안내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40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전화로 알려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41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환자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42 병원직원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43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

44 환자를 자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45 보호자 대기실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9

<Table 1> Preliminary Survey Item Results of Content Valid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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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1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2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까?

3 매일 담당의사와 면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4 보호자가 면회 올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중환자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6 특수한 환자 상태의 경우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7 환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좋은 식·음료 시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9 보호자가 침상 옆에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안내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10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11 각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12 보호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13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치료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14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15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16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17 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1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19 환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20 보호자 대기공간에 편안한 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1 병원 직원들이 가족에게 우호적인 것은 중요합니까?

22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3 보호자 대기공간에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까?

24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25 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6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 누군가와 함께 동반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27 보호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8 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29 매일 같은 담당 간호사와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0 울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31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2 보호자 대기공간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3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4 가족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6 면회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7 종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8 환자를 돌보는 것(세수, 머리감기, 양치 등)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9 병실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40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41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42 병원직원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43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44 환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45 보호자 대기공간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Table 2>  Final Surve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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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조사 결과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도구(CCFNI)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G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5명을 편의추출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한

결과, 문항이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었으며, 가독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4. 번안된 도구(K-CCFNI)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중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 98명(48.5%), 여성 104명(51.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7세(±13.49)였다. 환자와의 관계는 자녀인 경우가 110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49명(24.3%), 부모 30명(14.9%), 형제·자매 13명(6.3%) 순이었다. 월 가구 수입은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31명(15.3%), 200만원 미만이 25명(12.4%)이었다. 종교상태는 

종교없음 88명(43.6%), 기독교 61명(30.2%), 천주교 28명(13.9%), 불교 23명(11.4%), 

기타 2명(1%)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53명(75.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환자와 현재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 

104명(51.5%)과 98명(48.5%)이었다. 자신을 중환자의 주보호자라고 응답한 경우는 

143명(70.8%)으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59명(29.2%)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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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성별 남 98 48.5

여 104 51.5

연령 29세 이하 28 13.9

30세 이상 - 64세 미만 158 78.2 44.79±13.49

65세 이상 16 7.9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49 24.3

형제·자매 13 6.3

자녀 110 54.5

부모 30 14.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 27.2

대학교 졸업 이상 147 72.8

월 가구 수입 200만원 미만 25 12.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1 15.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 19.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59 29.2

600만원 이상 47 23.3

종교 종교 없음 88 43.6

천주교 28 13.9

기독교 61 30.2

불교 23 11.4

기타 2 1

결혼상태 미혼 47 23.3

기혼 153 75.7

별거/이혼 2 1

환자와 동거 
여부 예 104 51.5

아니오 98 48.5

주보호자 여부 예 143 70.8

아니오 59 29.2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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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환자실 관련 특성 

   중환자 가족에게 설문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환자실 

입원 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4> 와 같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07명(53%), 여자가 95명(47%)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0.5세(±19.94)이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92명(45.5%)이었고,  

만 30-64세 미만이 96명(47.5%), 만 29세 이하가 14명(6.9%)이었다. 입원한 중환자실 

종류는 내과계 중환자실이 72명(3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심장내과 

(혈관외과) 중환자실 49명(24.3%), 신경계(신경외과) 중환자실 48명(23.8%), 외과계 

중환자실 33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관련 특성 중 중환자의 질병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내과적 질환이 129명(63.9%)로 가장 많았고, 외과적 질환  66명 (32.7%), 

기타 7명(3.5%) 순이었다. 입원사유는 수술 및 시술을 위해 입원한 경우가 135명(66.8%)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상태 악화 64명(31.7%), 기타 3명(1.5%)순으로 이어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가 97명(48%)로 전체 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수술실 45명(22.3%), 외래 28명(13.9%), 병동 32명(15.8%) 순이었다. 

중환자실 재원기간은 72시간 이상이 93명(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8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0명(9.95%), 24시간 이상-48시간 미만이 23명(11.4%), 12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이 40명(19.8%), 12시간 미만이 26명(12.9%)로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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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성별 남 107 53

여 95 47

연령 29세 이하 14 6.9

30세 이상 - 64세 미만 96 47.5 60.5±19.94

65세 이상 92 45.5

질병 종류 내과적 질환 129 63.9

외과적 질환 66 32.7

기타 7 3.5

입원사유 수술 및 시술 135 66.8

환자 상태 악화 64 31.7

기타 3 1.5

입원경로 응급실 97 48

외래 28 13.9

병동 32 15.8

수술실 45 22.3

중환자실 12시간  미만 26 12.9

재원기간 12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40 19.8

24시간 이상 - 48시간 미만 23 11.4

48시간 이상 - 72시간 미만 20 9.9

72시간  이상 93 46

중환자실 종류 내과계 중환자실 72 35.6

외과계 중환자실 33 16.3

심장내과/혈관외과 중환자실 49 24.3

신경계/신경외과 중환자실 48 23.8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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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CFNI의 기술 통계

   각 문항에 대한 응답한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5>와 같다. 각 문항의 평균은 2.05-3.86점, 

표준편차는 0.346-1.036 범위에서 분포하였다.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나타내는    

CCFNI의 총 평균은 4점 만점에 3.25점(±.37)점이었으며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확신=3.75(±.28)점, 정보=3.36(±.38)점, 근접=3.32(±.45)점, 안위=3.04(±.55)점,    

지지=2.96(±.45)점 순으로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6).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영역은‘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요구’ 영역으로 평균 

3.75점의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특히, 5번 문항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1번 문항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그리고 

43번 문항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는 모두 3.8점 이상으로 

전체 도구의 문항 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지닌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7번“종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문항과 24번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까?”문항은 각각 2.05(±1.02)점, 2.12(±1.04)점으로 

가장 낮은 요구도를 지닌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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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mean(SD) Rank

　
Assurance

5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86±.35 1

　
1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85±.37 2

　
43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81±.42 3

17 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75±.48 4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70±.53 5

　 14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3.64±.64 6

　
42 병원직원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3.63±.54 7

Mean score on assurance 3.75±.28

　
Proximity 41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63±.52 1

　
40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53±.62 2

　
39 병실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47±.62 3

　 44 환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29±.75 4

29 매일 같은 담당 간호사와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29±.71 5

　
6 특수한 환자 상태의 경우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3.26±.82 6

　
45 보호자 대기공간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24±.84 7

　
36 면회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10±.91 8

　
10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05±.95 9

Mean score on proximity 3.32±.45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K-CCFNI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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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mean(SD) Rank

　
Information 16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78±.41 1

　
19 환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77±.48 2

　
13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치료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71±.54 3

　 3 매일 담당의사와 면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68±.52 4

4 보호자가 면회 올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중환자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52±.62 5

　
11 각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45±.67 6

　
15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3.20±.79 7

　
38 환자를 돌보는 것(세수, 머리감기, 양치 등)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05±.83 8

37 종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2.05±1.02 9

Mean score on information 3.36±.38

　Comfort 21 병원 직원들이 가족에게 우호적인 것은 중요합니까? 3.45±.65 1

　
28 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27±.75 2

　
23 보호자 대기공간에 무료와이파이(무선인터넷),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까? 
2.99±.93 3

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좋은 식·음료  시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95±.89 4

　
20 보호자 대기공간에 편안한 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95±.92 5

　
32 보호자 대기공간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67±.96 6

Mean score on comfort 3.04±.55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K-CCFNI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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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mean±SD Rank

Support　 25 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56±.63 1

　
2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까?
3.32±.71 2

　
31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30±.63 3

　
9 보호자가 침상 옆에서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을 안내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29±.73 4

　
22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22±.76 5

　
27 보호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12±.83 6

1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04±.88 7

　
12 보호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03±.82 8

　
26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 누군가와 함께  

동반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3.01±.95 9

　
34 가족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2.86±.85 10

　
7 환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2.66±.99 11

　 30 울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2.51±.92 12

　 33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38±.89 13

　
24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2.12±1.0 14

Mean score on support 2.96±.45

Total Mean Score 3.25±.37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K-CCFNI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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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umber of Item Item M±SD Sum M±SD Range(min-max) Possible 
Range

CCFNI-A 7 3.75±0.28 26.25±1.95 1-4 7-28

CCFNI-I 9 3.36±0.38 30.19±3.47 1-4 9-36

CCFNI-P 9 3.32±0.45 29.86±4.08 1-4 9-36

CCFNI-C 6 3.04±0.55 18.25±3.29 1-4 6-24

CCFNI-S 14 2.96±0.45 41.39±6.42 1-4 14-56

 <Table 6> Mean Scores of Family Member Needs by Subscale               (N=202)

*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CCFNI-A = Assurance needs; CCFNI-I = Information needs; 

  CCFNI-P = Proximity needs; CCFNI-C = Comfort needs; CCFNI-S = Support needs

3) K-CCFNI 의 타당도 검증

(1) 번안된 K-CCFNI 의 적합도 지수

  이미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개발된 도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인구 

집단에도 도구가 사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Harringt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환자 보호자들의 요구도를 측정하기에 CCFNI가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값,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포함하였고, 추가로 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를 확인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Table7>과 같다. 번안된 CCFNI의 하위 영역별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의 SRMR 은 최소 권장치인 .10 이하였고, ‘ 정서적으로 지지받고자 하는 요구(CCFNI-S)’ 

영역의 SRMR값(.079)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값이 매우 우수한 수용 수준(.06이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RMSEA 값 또한 모든 영역에 걸쳐 .10 이하로 나타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CCFNI-C)’ 영역은 SRMR, CFI, TLI, RMESEA 의 

값이 각각 .030, 1.000, 1.015,.000으로 확인되어  5개의 하부 영역 중 가장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가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부 영역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모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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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 분석 후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인 1번, 25번, 28번, 

37번 문항을 삭제한 뒤 다시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Table 8). 문항 삭제 분석을 시행한 결과, 

‘ 정서적으로 지지받고자 하는 요구(CCFNI-S)’영역의 SRMR 값이 기존 .079에서 .063으로 

개선되어 Hu와 Bentler(199)가 권장한 매우 우수한 모형 적합도의 기준인 .06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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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Goodness of fit Indices

χ²(p)  df SRMR CFI TLI RMSEA

CCFNI-A 32.83(<.001) 14 .054 .898 .847 .082

CCFNI-I 60.74(<.001) 27 .059 .898 .865 .079

CCFNI-P 69.62(<.001) 27 .057 .887 .849 .089

CCFNI-C 7.23(.613) 9 .030 1.000 1.015 .000

CCFNI-S 172.28(<.001) 77 .079 .821 .788 .062

Subscales
Goodness of fit Indices

χ²(p)  df SRMR CFI TLI RMSEA

CCFNI-A 24.46(<.01) 9 .051 .914 .857 .092

CCFNI-I 35.99(<.05) 20 .047 .948 .927 .063

CCFNI-P 69.62(<.001) 27 .057 .887 .849 .089

CCFNI-C 0.62(.987) 5 .008 1.000 1.047 .000

CCFNI-S 161.46(<.001) 65 .063 .817 .780 .086

<Table 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ices for the K-CCFNI

 

<Table 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ices for the K-CCFNI after Item Deletion 

* CCFNI-S = Support needs; CCFNI-A = Assurance needs; CCFNI-P = Proximity needs

  CCFNI-I = Information needs; CCFNI-C = Comfort needs

* SRMR = 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32 -

(2) 번안된 K-CCFNI 의 요인적재량

   문항별 요인적재량은 각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범주로 .4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며(Hair et al., 1998) 최소 권장값은 .3 이다(Merenda, 1997). 번안된 

CCFNI의 영역별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9>과 같다. 각 문항별로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1번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25번“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8번 “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37번“ 종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의 4문항은 요인적재량 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들을 

제외하면 모든 문항의 값이 .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요인적재량의 최소 권장값인 

.3 이하인 문항인 1번, 2번, 25번, 28번 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요인적재량을 분석하였으나(Table 

10), 전반적인 요인적재량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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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Factor Loading

Assurance 42 병원직원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70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67

43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5

17 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2

14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36

5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3

1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13

13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치료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67Information

16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67

19 환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9

15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9

11 각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5

4 보호자가 면회 올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중환자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3

38 환자를 돌보는 것(세수, 머리감기, 양치 등)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42

3 매일 담당의사와 면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9

37 종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22

   <Table 9>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K-CCFNI (45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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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Factor  Loading

Proximity 44 환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71

39 병실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67

40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9

10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6

45 보호자 대기공간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6

6 특수한 환자 상태의 경우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54

41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1

29 매일 같은 담당 간호사와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9

36 면회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1

Comfort 20 보호자 대기공간에 편안한 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76

23 보호자 대기공간에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까? .68

32 보호자 대기공간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61

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좋은 식·음료 시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47

21 병원 직원들이 가족에게 우호적인 것은 중요합니까? .46

28 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25

<Table 9>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K-CCFNI (45 Item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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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Factor  Loading

Support 30 울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61

1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9

33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8

27 보호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6

26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 누군가와 함께 동반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51

34 가족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1

7 환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9 보호자가 침상 옆에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안내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12 보호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22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48

31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47

24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41

2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까? .32

25 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2

<Table 9>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K-CCFNI (45 Item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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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Factor Loading

Assurance 42 병원직원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70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67

43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5

17 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2

14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35

5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32

Information 16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69

13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치료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67

19 환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60

15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7

11 각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4

4 보호자가 면회 올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중환자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52

38 환자를 돌보는 것(세수, 머리감기, 양치 등)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40

3 매일 담당의사와 면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8

<Table 10>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K-CCFNI after Item Deletion (41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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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Factor  Loading

Proximity 44 환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71

39 병실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67

40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9

10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6

45 보호자 대기공간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6

6 특수한 환자 상태의 경우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54

41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1

29 매일 같은 담당 간호사와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9

36 면회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1

Comfort 20 보호자 대기공간에 편안한 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76

23 보호자 대기공간에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까? .68

32 보호자 대기공간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62

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좋은 식·음료 시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47

21 병원 직원들이 가족에게 우호적인 것은 중요합니까? .45

 <Table 10>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K-CCFNI after Item Deletion (41 Item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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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Factor  Loading

Support 30 울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62

1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9

33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8

27 보호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6

34 가족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1

7 환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9 보호자가 침상 옆에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안내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12 보호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26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 누군가와 함께 동반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50

22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48

31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47

24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41

2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까? .31

 <Table 10>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K-CCFNI after Item Deletion (41 Items) (cont'd)

 * 4 items which had loadings of < .03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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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 of fit Indices

χ²(p)  df SRMR CFI TLI RMSEA

Model 1
(45 Items)

2015.17(<.001) 945 .080 .627 .610 .076

Model 2
(41 Items)

1637.77(<.001) 779 .078 .668 .651 .075

(3)모형 적합도 결과

요인적재량이 낮은 네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 전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45문항의 K-CCFNI 와 41문항의 K-CCFNI 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Table 11). 각 모형의  SRMR, CFI, TLI, RMESEA의 값을 비교한 결과, 각각 

.080, .627, .610, .076과 .078, .668, .651, .075이었다. 45문항의 모형과 41문항의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개선된 값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네 문항을 제외시키는 

것이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항 제외 없이 총 45문항의 

K-CCFNI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Table 11> Model Fitness Test Results

4) K-CCFNI 의 신뢰도 검증

   한국어로 번안한 CCFNI는 확신에 대한 요구 7문항, 정보에 대한 요구 8문항, 

근접에 대한 요구 9문항,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 6문항,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45문항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매우 좋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 Cronbach’s alpha는 확신=.66, 정보=.73, 근접=.77, 

안위=.71, 지지=.81로 각각 확인되었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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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Cronbach's alpha Mean ±SD

CCFNI-A .66 26.25±1.95

CCFNI-I .73 30.23±3.44

CCFNI-P .77 29.89±4.08

CCFNI-C .71 18.27±3.30

CCFNI-S .81 41.52±6.30

Total .93 146.1±16.31

<Table 12> Reliability Coefficients for the K-CCF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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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CCFNI의 최종 도구 

   본 연구는 CCFNI (Molter, 1979)를 위원회 접근 방식으로 번안한 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요인적재량 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량이 .3 이하인 4 문항을 

삭제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45문항으로 이루어진 모형과  41문항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어판 중환자 가족 요구도 

측정도구(K-CCFNI)를 제시하였다. K-CCFNI의 하부 영역은 확신에 대한 요구(7문항) ∙ 정보에 

대한 요구(9문항) ∙ 근접에 대한 요구(9문항) ∙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6문항) ∙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14문항)로 나누어진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3이며 하위 영역별 Cronbach's alpha는 확신=.66, 정보=.73, 근접=.77, 안위=.71, 지지=.81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요인 적재량을 포함한 도구는 <Table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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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CFA Cronbach's 
alpha

F a c t o r 
Loading

Assurance 42 병원직원들이 환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χ²(p)    32.83 (<.001) .66 .70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df               14 .67(7)

43 환자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SRMR           .054 .55

17 환자에게 가능한 최상의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CFI            .898 .52

14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TLI            .847 .36

5 질문에 대해 의료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RMSEA          .082 .33

1 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13

Information 13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치료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χ²(p)     60.74 (<.001) .73 .67

16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df               27 .67(9)

19 환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SRMR           .059 .59

15 환자를 돌보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CFI            .898 .59

11 각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TLI            .865 .55

4 보호자가 면회 올 수 없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중환자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RMSEA          .079 .53

38 환자를 돌보는 것(세수, 머리감기, 양치 등)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까? .42

3 매일 담당의사와 면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9

37 종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22

< Table. 13>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K-CCFNI (45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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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No Item CFA Cronbach's 
alpha

F a c t o r  
Loading

Proximity 44 환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χ²(p)    69.62 (<.001) .77 .71

(9) 39 병실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df               27 .67

40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SRMR           .057 .59

10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CFI            .887 .56

45 보호자 대기공간이 중환자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TLI            .849 .56

6 특수한 환자 상태의 경우 정규면회시간 이외에 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RMSEA          .089 .54

41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1

29 매일 같은 담당 간호사와 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39

36 면회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31

Comfort 20 보호자 대기공간에 편안한 가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χ²(p)      7.23 (.613) .71 .76

(6)
23 보호자 대기공간에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핸드폰 충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은 

중요합니까?
df                9 .68

32 보호자 대기공간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SRMR           .030 .61

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좋은 식·음료 시설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CFI           1.000 .47

21 병원 직원들이 가족에게 우호적인 것은 중요합니까? TLI           1.015 .46

28 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RMSEA          .000 .25

< Table. 13>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K-CCFNI (45 Items) (cont'd)



- 44 -

Subscales No Item CFA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Support 30 울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까? χ²(p)  172.28 (<.001) .81 .61

(14) 18 병원 내에 보호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df               77 .59

33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SRMR           .079 .58

27 보호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CFI            .821 .56

26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 누군가와 함께 동반면회가 가능한 것은 중요합니까? TLI            .788 .51

34 가족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RMSEA          .062 .51

7 환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9 보호자가 침상 옆에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안내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12 보호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50

22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48

31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 .47

24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종교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41

2 처음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까? .32

25 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22

< Table. 13>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K-CCFNI (45 Items)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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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 CCFNI(Molter, 1979)의 한국어 버젼을 

개발하여 표준화 하고자 하였다. 본 도구는 해외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료환경,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버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Molter(1979)에 의해 개발되고, 

Leske(1991)에 의해 검증된 CCFNI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여 국내 중환자 

가족에게 직접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타당도 검증

   타당도 검증을 하기에 앞서 45문항의 CCFNI를 위원회 접근 방식으로 번역을 시행하였다. 

위원회 접근 방식 번역은 번역 시 여러 사람의 공통된 합의를 통해 원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문화적 성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Martinez et al., 2006; Simonsen & Elklit, 2008),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번역된 도구에 속한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10인에게 내용타당도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CVI(S-CVI/UA)는 .87이었다.  CVI .8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은 35문항이었으며, .8 이하인 

문항(10번, 12번, 18번, 23번, 26번, 27번, 29번, 30번, 33번, 44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함께 수정작업을 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조사 도구인 CCFNI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신에 대한 요구 ∙ 

정보에 대한 요구 ∙ 근접에 대한 요구 ∙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 ∙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라는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Leske, 1991). 2000년대에 들어서 벨기에, 중국 

등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Bijttebier el al., 2000; Chien et al., 2005) 5가지 공통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구가 이미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요인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Harrington, 2009)에 따라 CCFNI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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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K-CCFNI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5개 하위영역을 평가한 결과 ,‘확신에 

대한  요구(CCFNI-A)’,‘정보에 대한 요구(CCFNI-I)’, ‘근접에 대한 요구(CCFNI-P)’,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CCFNI-C)',‘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CCFNI-S)’영역의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SRMR)은 각각 .054, .059, .057, .03, .079로 나타나 ‘정서적으로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CCFNI-S)’ 영역의 SRMR은 수용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매우 우수한 적합도 수치인 

.06보다는 약간 높았다. 그러나 그외 모든 영역이 Hu와 Bentler(1999)가 매우 우수한 적합도라고 

제시한 기준치인 .06 이하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또한  5개 영역의 CFI와 TLI 그리고 RMSEA 등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부합하여 본 K-CCFNI는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범주인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13-.76 

사이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적재량이 .30-.65로 나타난 Bijttebier(2000)등과 .44-.71로 나타난 Chien 

(2005)등의 결과 그리고  .37-.93으로 보고한 Bandari(2014)등과 .34-.79로 나타난 Buyukcoban(2015)

등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적재량 값이었다. 요인적재량 분석 결과, 4문항(1번, 25번, 28번, 

37번)이 최소 기준치인  .3 이하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이 낮은  문항은 1번“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13)”,  25번 “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22), 28번“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25)”, 37번 “종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22)”이었다. 특히 

25번“의료진과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까? ”문항은 Chien(2005) 

등의 연구에서도 요인적재량이 .30으로 나와 model revision을 시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양의 

정서상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25번 문항을 

포함한 1번“환자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28번 “보호자가 잠시 병원에 없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까?”의 경우 낮은 요인적재량을 타나낸 문항들이었으나,  각 영역별 

요구도 1-2순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인 점 그리고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도구에 포함하였다. 또한 37번 “종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합니까?”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0% 이상이 종교가 없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인구집단에서 조사할 경우 요구도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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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검증

  전문가 10인에게 내용타당도지수를  산출 후 CVI .8 이하의 문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연구자가 수정한 45문항의 CCFNI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90~.92를 나타낸 Leske(1991), Cotu-Wakulczyk & 

Chartier(1990), Chien(2005) 등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하부 영역의 Cronbach's 

alpha는  확신=.66, 정보=.73, 근접=.77, 안위=.71,지지=.81로 Leske(1991)가 도구 개발 당시 

측정한 신뢰도와 매우 근접한 결과를 나타냈다(확신=.61, 정보.78, 근접=.71, 안위=.75, 

지지=.88). 한편 확신에 대한 영역의 Cronbach's alpha값이 낮은 이유는 해당 영역의 문항수가 

5문항으로 비교적 작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위원회 접근 방법으로 

번역을 하여 원 문항과 번역된 문항의 의미적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의 의료환경, 

병원의 면회방침 등의 차이로 인해 환신 영역의 신뢰도 값이 낮게 측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Chien(2005)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확신=.88, 정보=.80, 근접=.83, 

안위=.83,지지=.92였으며, Bandari(2014)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확신=.91, 

정보=.74, 근접=.83, 안위=.78,지지=.94로 나타내어 본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최종도구

 

   K-CCFNI의 최종도구는 위원회 접근 방식으로 번안한 도구를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파트장 1인과 중환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과 함께 문항을 

수정하였고, 교수 4인을 포함한 10인의 전문가 집단이 내용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5개 영역 45문항에 대한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였고, 

요인적재량이 .3 이하로 나타난 4문항을 삭제하여 요인적재량, 신뢰도,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45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지어 총 45문항의 

한국어판 중환자 가족 요구도 측정도구(K-CCFNI)를 완성하였다. K-CCFNI의 하부 영역은 

확신에 대한 요구(7문항), 정보에 대한 요구(9문항), 근접에 대한 요구(9문항), 가족의 

안위에 대한 요구(6문항),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14문항)로 나누어진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의 Cronbach's alpha값은 .93이며 하부영역별 Cronbach's alpha는 

확신=.68, 정보=.76, 근접=.77, 안위=.73, 지지=.81이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지지 영역의 

SRMR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SRMR, CFI, TLI, RMSEA의  값을 확인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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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의 개발은 국내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CCFNI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므로 향후 국내의 중환자 관련 연구, 가족참여 관련 

연구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Y의료원 산하 기관인 상급 종합병원 2 곳의 중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일반화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대상자를 서울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소병원을 

포함하여 CCFNI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202명의 중환자 가족에게 설문을 통해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CCFNI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25(±.3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확신 3.75(±.28)점, 정보 3.36(±.38)점, 근접 3.32(±.45)점, 안위 

3.04(±.55)점, 지지 2.96(±.45)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CCFNI를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진(Leske, 1991b; Lee & Lau, 2003; Yang, 2008; Omari, 2009; Mundy, 2010 ; 

Khalaila, 2012; Chatzaki, 2012; 이지원 & 임선영, 2014)의 연구에서 중환자 가족들이 

확신, 정보, 근접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영역별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순위는 국내에서 CCFNI를 이용하여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조사한 장선영(2007)의 요구도 순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지원 & 임선영(2014)의 연구에서 국내 중환자 가족들의 요구도 중 접근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접근에 대한 요구는 

다섯가지 영역 중 3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이후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국내 병원의 방침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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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Critical Care Family Needs(Molter, 1979)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한국어판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 도구인 CCFNI를 한국어로 번역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요구도 수준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요구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환자와 가까이 있으려 하는 근접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안된 CCFNI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자 하는 요구’영역의 SRMR이 .079로 권장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으나, CFI와 TLI, RMSEA는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는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요인 적재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45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기준치인 .3보다 낮은  문항이  4문항 발생하여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 분석, 신뢰도 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그러나 상승된 값의 변화가 미미하고 4문항 중 요구도가 높은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항 삭제 없이 45문항으로 이루어진 K-CCFNI를 제시하였다. 

각 영역은 확신(7문항), 정보(9문항), 근접(9문항), 안위(6문항), 지지(14문항)이며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는 

확신=.66, 정보=.73, 근접=.77, 안위=.71,지지=.81로 확인되었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내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이나 중재 후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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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하여 본 도구를 활용 할 것을 제안한다.

2) 중환자를 간호 할 때 중환자는 물론 중환자 가족들을 간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요구도에 대한 사정을 통해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요구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환자 가족의 요구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중환자 가족에게 높은 요구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추후 본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측정

하기 위해 사용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중환자 가족의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중환자 간호 시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51 -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도(1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2016.

권성복, 이미라. (1987). 중환자 가족의 요구 요인 분석 요구. 대한간호학회지,      
        17(2), 122-136

김은성, 박영우, 김경애, 김정연, 이은숙, 윤혜영, 이현심, 곽혜경, 윤차영,         
        주유란, 최진영, 유지수. (2007).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대처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3(3), 123-134

이영옥, 강지연 중환자간호학회지. (2011). 중환자실 가족면회 시간 연장의 효과.    
        중환자 간호학회지, 4(1), 51-63 

이지원, 임선영. (2014).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요구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421-429 

장선영, (2007).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승교, (1984). 간호 정보 제공이 중환자 가족의 요구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조은희, 최모나, 김은영, 유일영, 이남주. (2011).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대한간호학회지, 41(3), 325-332

최정훈, 김주애, 홍남순, 이보혜, 이은희. (2013). 사전 간호정보제공과 단문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불안 및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19(3), 383-394 

Acquadro, C. (1996). Language and translation issues. Quality of life and           
       pharmacoeconomics in clinical trials. 

Auerbach S.M., Kiesler D.L., Wartella J., Rausch S., Ward K. &Ivatury R. (2005)    
       Optimism, satisfaction with needs met,interpersonal perceptions of the        
       healthcare team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patients’ family members      
       during critical care hospit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14,      
       202–210.

Bandari, R., Heravi-Karimooi, M., Rejeh, N., Montazeri, A., Zayeri, F.,               
       Mirmohammadkhani, M., & Vaismoradi, M. (201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sian version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2(4), 259-267.

Bijttebier, P., Delva, D., Vanoost, S., Bobbaers, H., Lauwers, P., & Vertommen, H.  
       (200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in a Dutch-speaking Belgian sample. Heart & Lung: The Journal of Acute    
       and Critical Care, 29(4), 278-286.

Bryant, F. B., & Yarnold, P. R. (1995).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an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52 -

Büyükçoban, S., Çiçeklioğlu, M., Yılmaz, N. D., & Civaner, M. M. (2015). Adaptation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 Inventory to the Turkish population and its  
       psychometric properties. PeerJ, 3, e1208.

Chatzaki, M., Klimathianaki, M., Anastasaki, M., Chatzakis, G., Apostolakou, E., &   
       Georgopoulos, D. (2012). Defining the needs of ICU patient families in a    
       suburban/rural Greek population: a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13-14), 1831-1839.

Chien, W. T., Ip, W. Y., & Lee, I. Y. M. (2005).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Chinese version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8(6), 474-487. 

Coutu-Wakulczyk, G., & Chartier, L. (1990). French validation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Heart & Lung: The Journal of Acute and Critical     
       Care, 19(2), 192-196

Davidson, J. E. (2009). Family-centered care: meeting the needs of patients’        
       families and helping families adapt to critical illness. Critical Care Nurse,     
       29(3), 28-34.

Douglas, S. P., & Craig, C. S. (2007). Collaborative and iterative transla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back transl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5(1), 30-43.

Freitas, K. S., Kimura, M., & Ferreira, K. A. S. L. (2007). Family members'         
   needs at intensive care unit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 public and a      
   private hospital.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15(1), 84-92.

Garson, D. G. (2008). Factor Analysis: Statnotes. Retrieved March 22, 2008, from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

Goldfarb, M. J., Bibas, L., Bartlett, V., Jones, H., & Khan, N. (2017). Outcomes of  
       Patient-and Family-Centered Care Interventions in the ICU: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ritical Care Medicine, 45(10), 1751-1761.

Guillemin, F., Bombardier, C., & Beaton, D. (1993). Cross-cultural adaptation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s: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d        
       guideline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46(12), 1417-1432.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5, No. 3, pp.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Hampe, S. O. (1975). Needs of the grieving spouse in a hospital setting. Nursing   
       research, 24(2), 113-119. 

Harrington, D. (200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53 -

Johnson D, Wilson M, Cavanaugh, B., Bryden, C., Gudmundson, D., & Moodley, O.  
       (1998). Measuring the ability to meet family needs n an intensive care Unit.  
       Crit Care Med 26, 266-271

Khalaila, R. (2012). Patients' family satisfaction with needs met at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9(5), 1172-1182.

Kean, S., & Mitchell, M. (2014). How do intensive care nurses perceive families in  
       intensive care? Insight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3(5-6), 663-672.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Lautrette, A., Darmon, M., Megarbane, B., Joly, L. M., Chevret, S., Adrie, C., ... &  
       Curtis, J. R. (2007). A communication strategy and brochure for relatives of   
       patients dying in the ICU.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6(5), 469-478.

Lee, L., & Lau, Y. L. (2003). Immediate needs of adult family members of adult    
       intensive care pati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2(4),     
       490-500.

Leske, J. S. (1986). Needs of relativ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a follow-up. Heart &  
       lung: the journal of critical care, 15(2), 189.

Leske J.S. (1991) Intern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Heart and Lung 20, 236–244.

Leske, J.S. (1991b). Overview of family needs after critical illness: from assessment  
       to intervention. . AACN Advanced Critical Care, 2(2), 220-226.

Leske, J. S. (1992). Comparison ratings of need importance after critical illness     
       from family members with vari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ritical Car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4(4), 607-613.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6.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Macey, B. A., & Bouman, C. C. (1991). An evaluation of validity, reliability, and     
       readability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Heart & lung: the    
       journal of critical care, 20(4), 398-403. 

Martinez, G., Marín, B. V., &Schoua-Glusberg, A. (2006). Translating from English   
       to Spanish: The 2002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8(4), 531-545.

Merenda, P. F. (1997). Methods, plainly speaking: A guide to the proper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research: Pitfalls to avoid.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3), 156.



- 54 -

McCormick, A. J., Curtis, J. R., Stowell-Weiss, P., Toms, C., & Engelberg, R.       
       (2010). Improving Social Work in Intensive Care Unit Palliative Care: Results  
       of a Quality Improvement Intervention.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13(3),  
       297–304. 

Molter N. (1979) Needs of relativ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a descriptive study.      
       Heart and Lung 8, 332–339.

Mundy, C. A. (2010). Assessment of family need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19(2), 156-163.

Nolen, K. B., & Warren, N. A. (2014). Meeting the needs of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Critical care nursing quarterly, 37(4), 393-406.

Norris, L. O., & Grove, S. K. (1986). Investigation of selected psychosocial         
       needs of family members of critically ill adult patients. Heart & lung: the     
        journal of critical care, 15(2), 194-199.

Norton, S. A., Hogan, L. A., Holloway, R. G., Temkin-Greener, H., Buckley, M. J.,   
       & Quill, T. E. (2007). Proactive palliative care in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effects on length of stay for selected high-risk patients. Critical care    
       medicine, 35(6), 1530-1535.

Omari, F. H. (2009). Perceived and unmet needs of adult Jordanian family          
       members of patients in ICU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1(1), 28-34.

Orlando, I. J. (1961). The dynamic nurse patient relationship: function, process and  
       principles of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New York: GP Putnamses Sons,  
       1061.

Paul, F., & Rattray, J. (2008). Short‐and long‐term impact of critical illness on       
       relatives: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3), 276-292.

Polit-O'Hara, D., & Beck, C. T. (2006). Essentials of nursing research: Methods,     
       appraisal, and utilization (Vol. 1).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etrinec, A. B., Mazanec, P. M., Burant, C. J., Hoffer, A., & Daly, B. J. (2015).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post-ICU family     
       decision makers. Critical care medicine, 43(6), 1205.

Redley, B., Beanland, C., & Botti, M. (2003). Accompanying critically ill relatives in  
       emergency departm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4(1), 88-98.

Schoua-Glusberg, A. (1992). Report on the transla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National Treatment Improvement Evaluation Study.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Simonsen, E., &Elklit, A. (2008). Experiences in translating and validating the MCMI  
       in Denmark. The Millon Inventories: A practitioner’s guide to personalized     
       clinical assessment, 387-404.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55 -

Stricker, K. H., Niemann, S., Bugnon, S., Wurz, J., Rohrer, O., &Rothen, H. U.     
       (2007). Family satisfac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cross-cultural adaptation  
       of a questionnaire. Journal of critical care, 22(3), 204-211.

Stricker, K. H., Kimberger, O., Schmidlin, K., Zwahlen, M., Mohr, U., &Rothen, H.   
       U. (2009). Family satisfac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 what makes the     
       difference?. Intensive care medicine, 35 (12), 2051.

Tak, J. K. (2007). Psychological testing: A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

van den Broek, J. M., Brunsveld-Reinders, A. H., Zedlitz, A. M., Girbes, A. R., de  
       Jonge, E., & Arbous, M. S. (2015). Questionnaires on family satisfaction in  
       the adult ICU: a systematic review including psychometric properties. Critical  
       care medicine, 43(8), 1731-1744.

Verhaeghe, S., Defloor, T., Van Zuuren, F., Duijnstee, M., & Grypdonck, M.         
       (2005).  The needs and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of adult patients    
        in an intensive care unit: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4), 501-509.

Verhaeghe, S. T., Van Zuuren, F. J., Defloor, T., Duijnstee, M. S., & Grypdonck,    
       M. H. (2007). How does information influence hope in family members of    
       traumatic coma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6(8), 1488-1497.

Yang, S. (2008). A mixed methods study on the needs of Korean famili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The, 25(4),      
       79.79.

Zheng, W., Li, J., Zhao, J., Liu, D., & Xu, W. (2014). Development of a valid       
       simplified Chinese version of the Oxford hip score in patients with hip       
       osteoarthritis.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 472(5),         
       1545-1551.



- 56 -

부록 1. 연구 도구의 사용 허가



- 57 -

부록 2. CCFNI 원 도구 



- 58 -



- 59 -



- 60 -



- 61 -

부록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 62 -



- 63 -

부록 4. 증례 기록지



- 64 -



- 65 -



- 66 -

부록 5. 설문지



- 67 -



- 68 -



- 69 -



- 70 -



- 71 -

6. 설명문 및 동의서



- 72 -



- 73 -



- 74 -



- 75 -



- 76 -

ABSTRA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Choi, Younso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olter’s 

Critical Care Family Needs Inventory (CCFNI) in a sample of Korean family 

members of critically ill patients. The original 45-item CCFNI was translated 

into Korean using committee approach to translation. Ten experts including 

four nursing professors and six nurses tested content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f data from 202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was used to test construct validity using STATA 14 program(STATA, College 

Station, Texas). Internal consistenc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using SPSS 23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 CFA 

demonstrated the adequacy of the five-domain-structure of the construct 

Assurance; Information; Proximity; Comfort; Support. Goodness-of-fit indices 

showed an acceptable fit among 5 domains with the Assurance: χ² /df(14)=32.83, 

SRMR=.054, CFI=.898, TLI=.847, RMSEA=.082; Information: χ²/df(27)=60.74 SRMR=.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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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898, TLI=.865, RMSEA=.079; Proximity: χ²/df(27)=69.62 SRMR=.057, CFI=.887, 

TLI=.849, RMSEA=.089; Comfort: χ² /df(9)=7.23 SRMR=.030, CFI=1.000, TLI=1.015, 

RMSEA=.000; Support: χ²/df(77)=172.28 SRMR=.079, CFI=.821, TLI=.788, RMSEA=.062. 

The subscal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ranged from .66 to .81; alpha for 

the total scale was .92. The K-CCFNI provide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to assess needs of family members of critically ill patients. However 

continued psychometric testing is recommended to provide further evidence 

of validity with this population. 


Keywords : Critical illness, Intensive care unit, Family needs, Critical care, 

Psychometric prope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