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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본 연구는 뇌전증을 가진 아동의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

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뇌전증을 진단받고 소아 신경과 병동에 입원해 있으며 퇴원 예정인 아동의 부모와 

4 주 이내의 퇴원한 경험이 있으며 외래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 중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설문지는 총 47 부였으며 SPSS IBM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기술 통계, 독립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은 10 점 만점에 평균평점 7.69±2.0

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 내용영역(평균평점 7.68±2.09 점)과 전달영역(평균평

점 7.70±2.07 점)은 비슷한 평균평점을 나타냈다.

2.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는 5 점 만점에 평균평점 4.07±0.40 점이었으며 가

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치료 및 외래 예약에 대한 이행도 영역이었다.

3.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는 약한 강도의 양

적 상관관계(r= .305, p=.037)가 있었고 하위영역으로 전달영역이 약물복용이행도

와 강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r= .347, p= .017) 가 있었다. 따라서 퇴원 교육의

v



질이 높을수록 전달방식이 효과적일수록 약물복용이행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보다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이용한 뇌전증 

아동의 부모에 대한 퇴원 교육을 통해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

행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향후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

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뇌전증, 퇴원 교육, 약물복용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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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은 아동의 신경계질환 중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24 시간 이내에 이유 없

는 발작이 2 번 이상 일어나거나 1 번의 발작 후 재 발작이 일어날 위험이 60% 이상

인 경우, 그리고 발작을 반복하는 뇌전증 증후군인 경우에 진단하게 된다(Fisher et 

al., 2014). 국내에서는 1,000 명당 약 4 명이 뇌전능을 겪고 있으며 특히, 15 세 미만 

아동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Lee et al., 2016). 뇌전증 아동은 발작으로 인

한 이차적 손상이나 치료 부작용으로 많은 정신,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M. Kim, 

Shin, Park, Kim, & Kim, 2003)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

행은 발작을 조절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약물치료는 뇌전증의 기본적인 치료요법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뇌전증 환자들의 

70% 정도는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Kwan & Brodie, 2000) 국내에서는 

약 187,497 명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6). 뇌전증

에서 약물치료는 2 년 이상 발작이 없는 경우에 약물복용의 중단을 고려해보게 되므

로(Lee, 2007)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들은 장기간의 치료기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치

료기간 동안 항뇌전증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

거나 용량을 감량하면 발작의 빈도가 늘어나거나 발작지속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Kim, Lee, Lim, Yi, & Park, 1997). 이처럼 뇌전증 아동에게 항뇌전증약을 처방대로 

빠짐없이 복용하는 것은 발작을 조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뇌전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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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는 문헌에 따라 31.9%에서 79.4%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다(Asadi-Pooya, 2005; Gabr & Shams, 2015; Jacob, Hamer, & Kostev, 2017; Lee 

et al., 2016; Modi, Morita, & Glauser, 2008; Modi, Rausch, & Glauser, 2011; Shetty, 

Greene, Mesalles‐Naranjo, & Kirkpatrick, 2016). 항뇌전증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발작 횟수 증가, 부적절한 치료 계획 변경(Modi, Wu, Guilfoyle, & Glauser, 

2012), 삶의 질 저하(Wu, Follansbee‐Junger, Rausch, & Modi, 2014), 치료기간의 연

장(Cramer, Glassman, & Rienzi, 2002)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약물복용이행도가 

낮은 경우,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함으로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는 

중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중재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Al‐aqeel, 

Gershuni, Al‐sabhan, & Hiligsmann, 2017). 

뇌전증을 가진 아동의 약물불이행은 흔하게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내외로 꾸준하게 뇌전증을 가진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연구(Bang et al., 

2016; Carbone, Zebrack, Plegue, Joshi, & Shellhaas, 2013; Choi, Min, Kim, & Yoo, 

1998; Cross, 2015; Gabr & Shams, 2015; Jacob et al., 2017; Kyngäs, 2001; Lask, 

2003; Lee et al., 2016; Loiselle, Rausch, & Modi, 2015; Miner, Alexander, Ewing, 

& Gerace, 2013; Mitchell, Scheier, & Baker, 2000; Park et al., 2009; Shah et al., 

2013; Shetty et al., 2016)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와 관련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만을 확인한 

연구들이었으며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가능한 변수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는 의료

진과 부모의 관계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았으며 약물과 치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약물복용이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Dawood, Izham, Ibra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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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ian, 2010; Winnick, Lucas, Hartman, & Toll, 2005). 또한 뇌전증을 가진 성인과 

아동들의 약물복용이행도를 향상시키는데 교육과 상담, 행동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선

행연구가 있었으며(Al‐aqeel et al., 2017; Malek, Heath, & Greene, 2017), 이러한 측

면에서 퇴원 교육이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는 중재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퇴

원 교육은 병원에서 집으로의 전환(transition)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퇴원 준비과정

에 있어 주요한 요소이다(Weiss et al., 2015). 퇴원 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약물치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교육적 중

재로 작용하여 뇌전증을 가진 아동들의 퇴원 후 약물복용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인식하는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 증진에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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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인식하는 퇴원 교육의 질과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인식하는 퇴원 교육의 질과 아동의 약물복용 

이행도를 파악한다.  

둘째, 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가 인식하는 퇴원 교육의 질과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아동의 약물복용 이행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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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퇴원 교육의 질 

(1) 이론적 정의  

퇴원 교육은 퇴원 준비과정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병원에서 집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상자, 그들의 가족 혹은 돌봄 제공자에게 입원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적 

중재를 의미한다(Weiss et al., 2015)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은 Weiss 

등(2007)이 개발하고, 권희경(2016)이 번역한 퇴원 교육의 질 도구(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약물복용이행 

(1) 이론적 정의  

약물복용 시간, 약물의 용량 및 복용 횟수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행하는 정도로 처방된 투약용량과 시간 그리고 방법을 환자가 

따르는 정도를 의미한다(Cram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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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은 Modi 등(2010)이 개발한 Pediatric 

Epilepsy Medication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를 연구자가 번안한 총 

27 문항으로 퇴원 후 2 주에서 4 주 뒤에 측정하는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Ⅱ. 문헌고찰 

 

A. 아동의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 

퇴원 교육은 퇴원 준비과정의 중요 요소(Weiss et al., 2015)로 대상자와 그의 

가족 혹은 돌봄 제공자에게 입원 중 병원에서 집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제공된다. 퇴원을 준비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약물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Meleis의 전환 이론(transition theory)에서의 긍정적인 전환을 이뤄 내기 위한 

간호적 중재와 일치한다(Meleis, Sawyer, Im, Messias, & Schumacher, 2000).  

 간호사는 효율적인 퇴원 준비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한 역할을 하며 

대상자와 가족 또는 돌봄 제공자가 병원에서 가정으로 옮겨 가면서 대상자를 

간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에 주된 책임을 

진다(Weiss et al., 2015). 특히 아동 간호사는 아동의 부모에게 가정에서의 올바른 

투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Gibson, Stelter, Haglund, & Lerret, 2017) 이러한 

약물교육은 아동의 병원 입원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퇴원 시에는 퇴원 

교육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퇴원 교육에는 최소한의 질병에 대한 설명, 검사 결과, 외래를 포함한 

치료 계획, 가정에서 자가 관리를 위한 기구,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퇴원 후 

복용 약물, 주의해야할 사항 그리고 응급상황시 연락처가 포함된다("Strategy 4: Care 

Transitions From Hospital to Home: IDEAL Discharge Planning," 2015). 대상자가 

퇴원 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 요구에 대한 불만족, 합병증 

발생의 위험 증가, 약물복용 오류, 재입원율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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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erret, 2009).  

 이와 같이 퇴원 교육은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대상자와 그들이 인식하는 퇴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퇴원 교육의 

질은 내용과 전달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고 내용에는 퇴원 후 가정에서의 대처, 

대상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전달 방식에서는 교육 방법, 교육 시 

대상자의 감정과 신념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Weiss et al., 

2007).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이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은 재입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Bobay, Jerofke, Weiss, & Yakusheva, 2010; 

Weiss et al., 2008; Weiss et al., 2007; Weiss et al., 2017; Weiss, Yakusheva, & 

Bobay, 2011), 퇴원 교육의 전달 방식이 퇴원 교육의 내용보다 퇴원준비도와 더욱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Weiss et al., 2007; Weiss et al., 2011). 즉,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퇴원 교육의 전달 방식에 대한 점수가 1점 상승할수록 

퇴원준비도가 0.541(p<0.001)점 상승하였다(Weiss et al., 2017). 또한 퇴원 교육의 

질은 재입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Brittan, Albright, Cifuentes, 

Jimenez-Zambrano, & Kempe, 2015), 집중적인 퇴원 교육으로 천식아동의 증상 경험, 

응급실 내원 및 재입원율을 낮췄다는 결과도 있었다(Wesseldine, McCarthy, & 

Silverman, 1999).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이 퇴원 시,  

병원에서 집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모는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이들 중 

20%가 집에서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데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Auger et 

al., 2014; Ferris, Marino, Homer, & Perrin, 2003). 따라서 퇴원 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퇴원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써 매우 중요하다(Auger et al., 2014). 일 예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숙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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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대상으로 한 퇴원 교육 중재는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췄다고 보고된 바 있다(Kwon & Kwon, 2007).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퇴원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암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 대상(Kim, Jeung, Cho, & Yang, 2006), 미숙아의 부모 

대상(Cho et al., 2008; Kwon & Kwon, 2007; Lee et al., 2014)의 연구들이 있었다. 

소아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퇴원 교육에 대한 정도와 퇴원 후 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연구였으며 미숙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퇴원 교육의 

결과로 재입원율, 재원일수, 부모의 만족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체계적인 퇴원 교육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미숙아의 재입원율과 재원일수를 감소시켰다(Cho et al., 2008; Lee et al., 

2014).  

선행연구들을 통해 퇴원 교육이 퇴원 후 아동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뇌전증 아동의 경우, 재입원율이 높고 퇴원 후에도 

약물복용 및 발작 상황 대처 등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Berry et al., 2013; Gay, Hain, Grantham, & Saville, 2011).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퇴원 교육의 질은 가정에서의 뇌전증 아동의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뇌전증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퇴원 시에 어떤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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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동의 약물복용이행 관련 요인 

약물복용이행이란, 약물의 복용 시간, 약물의 용량 및 복용 횟수에 대해 의료진이 

권고하는 치료 계획을 일상생활에서 대상자가 따르는 정도를 의미한다(Cramer et al., 

2008). 반면, 약물복용불이행은 처방된 약물을 잘못된 용량을, 잘못된 시간에 투여하

는 등의 처방된 치료법을 대상자가 올바르게 따르지 않을 경우를 말하며(Hugtenburg, 

Timmers, Elders, Vervloet, & Dijk, 2013) 약물 복용을 잊거나 처방된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여 복용하거나 의료진의 지시와 다르게 약물복용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복용을 

피하는 것도 포함한다(Ediger et al., 2007).  

질병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약물복용이행이 중요하지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서 

오히려 약물복용이행이 잘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뇌전증, 천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긴 치료기간, 다양한 약제, 증상의 회복 기간 

지연과 같은 이유로 약물복용이행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sk, 2003; 

Nevins, 2002). 

아동의 약물복용불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약물복용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의 진단에 대한 이해 부족, 약물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며(Dawood, 

Izham, Ibrahim, & Palaian, 2010), 의료진과 부모의 관계와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

통도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taples & Bravender, 

2002). 따라서 대상자의 질병과 약물에 대한 인식은 약물복용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Jin, Sklar, Oh, & Li, 2008)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약물과 치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중재로 사용될 수 있다(Dawood et al., 2010; 

Winnick, Lucas, Hartman, & Toll, 2005). 또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동의 약물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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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향상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재 과정에 아동의 부모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Osterberg, & Blaschke 

2005). 뇌전증 환자 696명을 대상으로 항뇌전증약물의 약물복용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약물복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대상자 연령, 하나의 약물을 

치료에 사용하는 단일요법인 경우 약물복용이행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즉, 대상자의 연령이 60대 혹은 10대일수록 약물복용 이행을 잘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복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약물복용을 잘 이행

하였다(Buck, Jacoby, Baker, & Chadwick, 1997).  

한편, 뇌전증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약물복용이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1998년도부터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약물복용불이행도는 36%에서 44%로 보고되었고 항뇌전증약의 시작 나이, 

현재의 나이, 발작종류, 지난 1년 혹은 3개월동안의 발작 횟수, 약의 형태와 

약물복용이행도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약물복용불이행의 주요원인은 약물복용을 

잊는 것과 부작용에 대한 경험 그리고 약물 복용 자체에 있었다(Bang et al., 2016; 

Choi et al., 1998; Lee et al., 2016; Park et al., 2009).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은 

다른 연령 군에 비해 약물복용이행도가 낮았으며 지난 1년동안 발작을 3회 

이상하였을 때는 오히려 약물에 대한 복용이행도가 높았다(Choi et al., 1998). 또한 

가루약보다 알약으로 복용 시, 전신 발작보다 부분 발작을 할 경우 약물복용이행도가 

높았다(Park et al., 2009). 항뇌전증약에 대한 약물복용불이행은 발작으로 인한 

입원과 응급실 내원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6).  

국외에서 뇌전증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약물복용이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부모의 나이, 부모의 직업 유무, 아동의 연령, 살고 있는 지역, 가족의 수,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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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부모의 결혼 상태, 사회 경제적 수준, 가족력, 발작 횟수, 약의 개수, 

의료진과의 만남, 낙인에 대한 인식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약물복용이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까먹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다(Asadi-Pooya, 2005; Gabr & Shams, 2015; Modi et al., 2008; 

Nazziwa, Mwesige, Obua, Ssenkusu, & Mworozi, 2014; Shah et al., 2013; Shetty et 

al., 2016). 중재 가능한 예측 인자는 가족 기반의 문제 해결, 가족의사소통,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두려움과 염려, 부모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었다(Loiselle et 

al., 2015). 그러나 부모의 염려나 약물복용에 대하 믿음은 아동의 약물복용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Miner et al., 2013).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로는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약물과 질병에 대한 교육적 중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중재들은 모두 

효과적이었다(Modi, Guilfoyle, Mann, & Rausch, 2016; Modi, Guilfoyle, & Rausch, 

2013). 그러나 2016년까지 이루어진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에 대한 연구는 3편에 불과했다(Al‐aqeel et al., 2017). 이에 따라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더 많은 중재 연구가 필요하며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중재가 불가능한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 중재할 수 있는 관련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 가능한 관련 요인을 퇴원 교육을 설정하여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아동의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약물복용이행 증진을 위한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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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약물치료 중인 뇌전증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Y대학 부속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한 후 외래진료를 통해 추적 관찰 예정인 아동의 부모 혹은 4주 이내에 퇴원 

경험이 있는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1. 선정기준 

(1) 지난 4주이내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의 부모 

(2) 퇴원예정지가 집인 자  

(3) 주요 치료 요법이 약물치료인 아동의 부모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5)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온라인 설문을 이용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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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기준 

(1) 진단 또는 치료경과 확인을 위한 검사만을 위해 입원한 아동의 부모 

(2) 주요 치료 요법이 식이 요법이나 수술인 아동의 부모  

(3) 스스로 약물을 관리하고 복용하는 아동의 부모 

 

3. 대상자 수 산출근거 

본 연구에 필요한 예상 표본 수는 선행연구(Son, Song, & Kim, 2018)에 근거하여 

효과 크기 .43, 검정력(1-β) 0.9, 유의수준(α) .05, 기준으로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결과 최소 49 명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10%가량 낮다는 선행연구(Manfreda, Berzelak, Vehovar, Bosnjak, 

& Haas, 2008)에 근거하여 자료 분석의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총 70 명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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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퇴원 교육의 질  

본 연구에서는 퇴원하는 뇌전증 아동 부모가 받은 퇴원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Weiss와 Piacentine (2006)이 개발하고 권희경(2017)이 번역한 퇴원 교육의 질 

도구(Quality of Hospital Discharge Teaching Scale, QHDS)를 개발자와 번역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퇴원 교육의 질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퇴원 교육의 

내용(6문항)과 전달 방식(12문항)으로 구성된다. 도구는 Likert 10점 척도로 0(전혀 

모름)~10(매우 잘 잘함)점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퇴원 교육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능 점수 범위는 0 - 180점이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은 .92 였고(Weiss & Piacentine, 2006),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Weiss et al., 2008; Weiss et al., 2007; 

Weiss et al., 2011).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5였다(Kwon, 201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6였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 교육의 질 도구에 ‘퇴원 교육에 새로 추가되거나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퇴원 교육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더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와 같은 주관식 두 문항을 추가하여 뇌전증 

아동 부모의 퇴원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뇌전증 

아동 부모의 퇴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퇴원 준비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0-10점으로 구성된 시각적 상사척도 Visual analogue 

scale(VAS)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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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복용이행도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는 Modi 등 (2010)이 개발한 Pediatric Epilepsy 

Self-Management Questionnaire(PEMSQ)를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에 앞서, 

개발자의 허락을 구한 후, 연구자와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1인이 함께 원도구를 

번역 및 역 번역하였다. 이후, 소아 신경과 전문의 1인, 간호학 교수 1인, 

아동전문간호사 1인, 아동 병동 파트장 3인, 아동 병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병동 

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7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 문항 

수준 내용 타당도(I-CVI)는 0.75~1까지로 나타났다.  

  본 도구는 총 27개 문항으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8문항), 약물 치료 

및 외래 예약에 대한 이행(8문항), 약의 효능에 대한 믿음(3문항), 치료에 대한 

장애물(8문항)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별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1번부터 18번 문항은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19번부터 27번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항상 

그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가능 점수 범위는 27-1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복용이행도 측정을 위해 PEMSQ와 함께 Cramer 등(2008)이 

정의한 약물복용이행의 정의에 따라  ① ‘귀하는 퇴원 후 지금까지(2주-4주동안) 

아이에게 약을 주는 것을 잊어 아이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퇴원 후 지금까지(2주-4주동안) 귀하의 아이는 몇 번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까?’, ② ‘귀하는 퇴원 후 지금까지(2주-4주동안) 아이에게 약을 잘못 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퇴원 후 지금까지(2주-4주동안) 귀하는 아이에게 잘못된 

시간에 을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있다면, 퇴원 후 지금까지(2주-4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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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아이에게 잘못된 용량의 약을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③ ‘귀하는  

퇴원 후 지금까지(2주-4주동안) 아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추가하여 약물복용이행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일반적 특성, 질병적 특성 

일반적 특성 항목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뇌전증 아동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뇌전증 아동의 성별, 나이, 주요 돌봄 제공자 및 약물 투약자, 사회활동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질병적 특성으로는 아동의 진단명,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 지난 1 년간의 입원 횟수, 뇌전증 이외의 기타 질병 여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 약물 부작용에 대한 경험 유무,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의 질병의 

중증도를 포함하였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나이, 부모의 국적, 부모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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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3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의 소아 신경과 

담당 교수 1인 및 소아 신경과 병동 간호사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 협조 및 승인을 얻은 후에 뇌전증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Y대학 병원 어린이병원의 소아 신경과 병동과 외래에 내원한 

뇌전증 아동의 부모들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편의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병동, 외래, 전자의무기록, 3가지로 이루어졌다. 입원 아동의 

부모의 경우, 대상자 아동의 퇴원 전 일과 당일 소아 신경과 병동에서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퇴원 후 2주 뒤에 이루어질 약물복용이행 설문에 관한 동의도 함께 

서면으로 받았으며, 동의서를 취득한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 및 아동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질병적 특성과 대상자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이나 

연구 관련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퇴원 당일의 설문에서는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 예상 소요시가은 20분 내외였다. 이 후, 퇴원 후 

2주 뒤 전화를 통해 약물복용이행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대상자의 동의 하에 온라인 설문을 대상자의 휴대 전화로 전송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완료 후 2,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외래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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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아동의 경우, 4주 이내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아동 중, 외래 내원 당일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서를 취득한 후, 퇴원 교육의 질과 퇴원 후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이 때 설문 

작성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후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24시간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아동의 퇴원약에 대한 

정보와 퇴원 후 2주 간의 약물 조절 여부를 전자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는 63명이었으나, 1차 설문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였으며, 2차 설문에 미 응답한 경우는 

14부였고 뇌전증이 아닌 대상자 1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47부(74.6%)였다. 이 중 병동에서 수집한 설문지는 32부, 외래에서 수집한 설문지는 

15부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병동과 외래를 통해 참여한 대상자들 

간의 가정 수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48)가 있었으며 이 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다른 특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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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대상자와 아동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Y대학교 부속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IRB)(과제승인번호 4-2018-0057 )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참여 시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명문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동의서 서명을 

받고 설문을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핸드폰 번호와 아동의 병원 

등록번호는 연구진만이 아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에 저장하여 보완을 유지하였으며 설문조사가 끝나는 즉시 두 

정보는 폐기하였다. 

자료 입력 시에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코딩하였으며 모든 기록은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잠금 장치가 

마련된 보관장소에 보관하며 연구자 본인 이외의 접근은 제한하였으며 컴퓨터 파일 

또한 이중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진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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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IBM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아동 및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과 아동의 질병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뇌전증 아동 및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적 특성에 따른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의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다. 

3)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정도와 약물복용이행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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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뇌전증 아동의 부모는 총 47명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 명(8.5%), 여성 43 명(91.5%)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5.12±5.83 세였다. 대상자의 자녀 수는 1 명(48.9%)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0 명(22.2%), 대학교 졸업이상이 

35 명(77.3%)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300 만원이상이 34 명으로 75.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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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Epilepsy     (N=47) 

Gender Male 4 8.5  

 Female 43 91.5  

Age(yr)* 20s 4 8.5 35.12±5.83 

 30s 32 68.1 (Median = 33.00) 

 40s 6 12.8  

 50s 1 2.1  

Number of 

children 

1 

2 

23 

19 

48.9 

40.4 

 

 3 5 10.6  

Education 

level* 

Highschool  

College 

10 

31 

22.2 

78.9 

 

 Postgraduate 4 8.9  

Family 

income* 

<2 

2-2.99 

4 

7 

8.9 

15.6 

 

(million won) 3-3.99 17 37.8  

 4-4.99 6 13.3  

 ≥5 11 24.4  

Discharge 

Readiness* 

   8.08±1.86 
(Median = 8.00) 

*excluded nonrespons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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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총 47 명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아

동의 성별은 남자가 29 명(61.7%)으로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6.43±58.45 개월이

었다. 주양육자와 주로 아동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사람은 아동의 어머니가 각각 35 명

(74.5%), 40 명(85.1%)으로 가장 많았다. 양육자와 투약자의 기타사항에는 2 명 이상

의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유치원과 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은 18

명(38.3%)이었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질병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받을 당시 연령

은 26.87±39.48 개월이었으며 유병 기간은 19.55±39.76 개월이었다. 지난 1 년간의 

입원 횟수는 2.19±1.31 회였다. 이번 입원이 처음인 아동이 5 명(10.6%)이었고 3 회 

이상의 입원 경험이 있는 아동은 20 명(42.6%)이었다. 뇌전증 외의 다른 질환을 가지

고 있는 아동은 14 명(31.1%)으로 심장병, 수두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을 가지고 있

었다. 아동이 평균적으로 복용하는 항뇌전증약의 개수는 2.74±1.60 개였다. 약물 부

작용을 겪었던 아동 중 항뇌전증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아동은 23 명(71.9%)이었

다. 아동의 중증도가 심하다고 답변한 부모는 23 명(49%)이었다. 참여한 아동의 진단

명은 모두 질병분류체계에서 G.40(뇌전증)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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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Epilepsy              (N=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range) 

General      
Gender Male 29 61.7  

 Female 18 38.3  

Age(months)    46.43±58.45(1 – 216) 

Main Caregiver Father 

Mother 

0 

35 

0 

74.5 

 

 Grand parents 1 2.1  

 Others 11 23.4  

Person  

Giving  
Father 

Mother 

1 

40 

2.1 

85.1 

 

   Medicine Grand parents 2 4.3  

 Others 4 8.5  

Social  None 29 61.7  

   Activity Daycare center/ 

Kindergarten 

7 14.9  

 School 10 21.3  

 Others(rehabilitation) 1 2.1  

Disease     

Diagnosis Age     26.87±39.48(1-162)  

Number of 0 5 10.6 2.19±1.31 

Admission 1 11 23.4  

In a year 2 11 23.4  

 ≥3  20 42.6  

Comorbidity* No 31 68.9  
 Yes 14 31.1  

Number of 

AED† 

 

    

2.74±1.60(1-8) 

Experience of  No  9 28.1  

Side effect 

of AED†* 

 

Yes 

 

23 71.9  

Perceived severe 23 49.0  

Disease moderate  12 25.5  

Severity  mild 12 25.6  

*excluded nonresponse, †AED = Antiepilept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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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 

본 연구에 참여한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18 문항)은 총점 180 점 만점에서 

평균 138.53±36.21 점이었다. 이 중, 내용영역(6 문항)은 60 점 만점에서 평균 

46.12±12.55 점, 전달 방식영역(12 문항)은 120 점 만점에 평균 92.40±24.87 점이었

다.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문항별 10 점 만점으로, 내용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만일 퇴원 후 아동에

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

마나 받았습니까?’로 평균 8.76±2.11 점이었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다른 

가족들은 퇴원 후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평균 7.00±3.30 점)와 ‘퇴원 후 당신과 아동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

마나 받았습니까?’(평균 7.00±2.97 점)로 나타났다.  

전달영역에서는 ‘간호사, 의사, 다른 의료 종사자로부터 일관된(동일한) 정보를 

받았습니까?’가 평균 8.60±1.59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간호사에게 

받은 아동을 돌보는 것에 필요한 정보가 당신의 퇴원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켰습니까?’ 

가 평균 7.11±2.73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모가 인식하는 퇴원준비도는 10 점 만점에서 평균 8.08±1.86 점이었다.  

추가적인 질문이었던 퇴원 교육의 내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에는 발작 시 

대처방안과 발작기록법에 대한 것이었으며 좀 더 나은 전달방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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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perceived by parents      (N=47) 

Categories 

(Number of item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ean±SD Item 

Mean±SD 

Content (6) 0~60 13~60 46.12±12.55 7.68±2.09 

Delivery (12) 0~120 17~120 92.40±24.87 7.70±2.07 

Total (18) 0~180 39~180 138.53±36.21 7.69±2.01 

27



 

 

<Table 4> The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Item score                                              (N=47) 

Categories Item Mean±SD 

Content 퇴원 후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8.17±1.81 

 퇴원 후 당신과 아동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7.00±2.97 

 퇴원 후 아동의 의료적 요구나 치료에 대해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7.70±2.38 

 퇴원 전에 아동의 의료적 치료나 약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실습을 받았습니까? 7.74±2.60 

 만일 퇴원 후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8.70±2.14 

 다른 가족들은 퇴원 후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

니까? 

7.00±3.30 

Delivery  간호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귀하의 걱정과 질문에 대해 얼마나 답변이 되었습니까? 8.06±2.19 

 간호사는 당신의 걱정을 얼마나 들어주었습니까? 8.19±2.35 

 간호사는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민감하였습니까? 7.19±2.94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간호사가 가르쳤던 방법이 좋았습니까? 7.40±2.82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간호사가 제공한 정보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

니까? 

7.70±2.83 

 간호사는 당신이 정보와 설명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까? 8.00±2.71 

 간호사, 의사, 다른 의료 종사자로부터 일관된(동일한) 정보를 받았습니까? 8.60±1.59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당신이 편한 시간에 제공되었습니까? 7.98±2.41 

 다른 가족이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을 때, 간호사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었습

니까? 

7.49±3.07 

 간호사는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

까? 

7.32±2.86 

 응급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7.36±2.39 

 간호사에게 받은 아동을 돌보는 것에 필요한 정보가 당신의 퇴원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켰습니까? 

7.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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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 

본 연구에 참여한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27문항)는 135점 만점에 평균 105.85±10.49점

이었다. 하위 영역별로 볼 때, 가장 높은 점수의 영역은 약물 치료 및 외래 예약에 대

한 이행영역(8 문항)으로 40 점 만점에 평균 35.48±3.75 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영역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영역(8 문항)으로 40 점 만점에 평균 

25.68±4.34 점이었다. 전체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평균평점보다 높은 평

균평점을 나타낸 영역은 전체 4 개 영역 중 2 개 영역으로 약물 치료 및 외래 예약에 

대한 이행영역과 약의 효능에 대한 믿음 영역이었다.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

식과 기대영역은 8 문항 중 전체 평균평점보다 높은 문항은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거

나 질문이 생겼을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안다.’,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

진들과 협력하여 이를 관리할 자신이 있다.’ 였다. 반면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답변을 

받기가 쉽다.’는 영역 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치료 및 외래 예약에 대한 이행영역에서는 8 문항 중 7 문항이 전체 평균평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내 아이가 매

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였고 ‘내 아이를 

데리고 외래진료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약의 효능에 대한 믿음영역은 ‘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약물치료

가 필요하다.’가 영역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우리 가족의 일상계획에 맞춰 

내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는 쉽다.’는 영역 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9



 

 

치료에 대한 장애물 영역은 역 문항영역으로 ‘약이 다 떨어져서 없다.’가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약이 다 떨어져 아동이 약을 복용할 수 없었던 경우가 거

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서 전체 평균평점 보다 낮은 문항들은 ‘내 아이는 약 

맛을 싫어한다.’, ‘처방을 받은 약은 내 아이가 삼키기 어려운 약이다.’, ‘내 아이는 약 

먹기를 거부한다.’,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 어렵다.’였으며 약물복용에 대한 장애가 ‘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예, 친구, 가족) 앞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내 아이는 다른 활동(예, 운동, 학교생활)으로 인해 약 먹는 것에 지장을 받는다.’와 

같은 2 문항은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2 주에서 4 주 후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상

자 중 2 명이 아동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잊은 

횟수는 각각 2 주동안 4 회, 1 회였다. 약을 잘못 투약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는 1 명이었으며 약을 잘못 투약한 횟수는 30 회였다. 전체 대상자 중 6.3%가 약물복

용불이행을 보였다. 퇴원 후 의료진에게 약을 문의한 경우는 47명 중 19명(40.4%)이 

약물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유선상으로 약물을 조절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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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cation Adherence                                                                    (N=47) 

Categories 

(Number of items)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ean±SD Item 

Mean±SD 

Disease and Treatment Knowledge and 

Expectations (8) 

8~40 17~35 25.68±4.34 3.72±0.60 

Adherence to Medications & 

Clinic Appointments (8) 

8~40 27~40 35.48±3.75 4.43±0.46 

Beliefs about Medication Efficacy (3) 3~15 8~15 12.46±1.95 4.15±0.65 

Barriers to Treatment (8) 8~40 22~39 32.21±4.55 4.02±0.56 

Total (27) 27~135 82~123 105.85±10.49 4.0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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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cation Adherence Item score                                                           (N=47) 

Categories Item Mean±SD 

Disease and Treatment Knowledge  의사/간호사는 발작과 뇌전증(진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3.51±1.12 

and Expectations 나는 내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부작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다.   3.53±1.03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질문이 생겼을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안다. 4.28±0.64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이를 관리할 자신이 있다.  4.09±0.85 

 나는 내 아이가 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85±0.93 

 나는 내 아이의 발작을 하지 않는 기간이 2 년이 되기 전에 약을 중단하면 위험하

다는 것을 안다.  

3.64±1.11 

 담당 의료진들은 내 아이에 대한 나의 걱정을 들어준다  3.70±1.02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답변을 받기가 쉽다.  3.17±1.22 

Adherence to Medications & 나는 내 아이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도록 할 것이다.  4.62±0.53 

Clinic Appointments 나는 내 아이의 외래 방문을 위하여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있다. 4.45±0.90 

 나는 대개 나와 내 아이를 위하여 처방된 의료적 조언과 치료 계획을 따른다.   4.57±0.54 

 나는 내 아이가 처방에 따라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57±0.59 

 내 아이를 데리고 외래진료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 3.55±1.13 

 모든 가족들은 내 아이의 치료계획에 동의한다.  4.47±0.68 

 내 아이는 주로 약물치료를 받는다.  4.57±0.65 

 나는 내 아이가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68±0.51 

Beliefs about Medication Efficacy 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4.34±0.70 

 처방된 약물이 내 아이의 발작을 조절해줄 것이다.  4.21±0.75 

 우리 가족의 일상계획에 맞춰 내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는 쉽다.  3.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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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dication Adherence Item score (continued)                                                (N=47) 

Categories Item Mean±SD 

Barriers to Treatment* 내 아이는 약 맛을 싫어한다.  2.83±1.41 

 나는 내 아이에게 약을 주는 것을 잊는다. 4.45±0.82 

 처방을 받은 약은 내 아이가 삼키기 어려운 약이다.  3.49±1.30 

 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예>친구, 가족) 앞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부끄

럽게 여긴다.  

4.38±0.89 

 내 아이는 약 먹기를 거부한다. 3.66±1.43 

 내 아이는 다른 활동(예>운동, 학교생활)으로 인해 약 먹는 것에 지장을 

받는다.  

4.64±0.67 

 약이 다 떨어져서 없다.  4.89±0.37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 어렵다.  3.87±1.29 

*reverse cod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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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뇌전증 아동의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7>과 같다.  

부모와 아동의 특성 중에서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부모의 연령, 항뇌전증약의 개수, 항뇌전증약에 대한 부작용 여부와 

부모가 인식한 퇴원준비도였다. 부모의 나이가 33 세보다 많은 집단이 33 세이하인 

집단보다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t = -2.494, p = .017). 항뇌전증약을 

3 개이상 복용하는 집단이 3 개보다 적게 복용하는 집단보다 내용영역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t = 2.207, p = .032). 항뇌전증약에 대한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작용을 겪은 적이 없는 집단보다 전달영역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t = 

2.278, p = .046). 퇴원준비도가 8점 이상인 집단이 8점 미만인 집단보다 퇴원 교육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 =3.378, p = .002). 이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 따른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뇌전증 아동의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약물복용이행도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약물복용이행도는 부모가 인식한 퇴원준비도, 주 양육자와 항뇌전증약 개수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가 인식한 퇴원준비도가 8 점 이상인 집단이 8 점 

미만인 집단보다 약물복용 이행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 = 2.473, p = .018). 주 

양육자가 1 인일 때가 2 인 이상일 때보다 약물 효능에 대한 믿음 점수가 높았다(t = 

3.589, p = .001). 아동이 복용하는 항뇌전증약의 개수가 3 개보다 많은 집단이 3 개 

이하인 집단보다 약물복용이행도가 낮았다(t = -2.299, p =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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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by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N= 47 )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Content Delivery Total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Parents         

Gender Male 4 54.00±4.54 1.321 106.25±11.87 1.168 160.25±16.33 1.262 

 Female 43 45.39±12.83 (.193) 91.11±25.45 (.249) 136.51±36.98 (.213) 

Age(yr)  ≥33 28 43.35±12.45 -2.229 86.32±26.13 -2.468 129.67±36.92 -2.494 

 <33 15 51.33±8.18  (.031)* 104.40±14.75  (.018)* 155.73±22.17  (.017)* 

Number of ≥2 24 45.62±12.20 -.277 93.37±25.23 .271 139.00±35.30 .090 

Children <2 23 46.65±13.17 (.783) 91.39±25.01 (.788) 138.04±37.91 (.929) 

Education High school 10 51.10±11.46 -1.419 101.30±22.45 -1.249 152.40±33.41 -1.351 

Level 

 

≥College 

 

35 44.65±12.96 (.163) 90.00±25.92 (.219) 134.65±37.42 (.184) 

Family  ≥3milion 34 47.67±12.36 1.701 94.67±25.38 1.279 142.35±36.19 1.471 

Income <3million 11 40.36±12.50 (.096) 83.63±23.11 (.208) 124.00±35.22 (.149) 

Discharge ≥8 28 49.75±10.44 3.386 99.17±18.73 3.150 148.92±28.44 3.378 

 Readiness <8 14 37.21±12.92   (.002)** 75.50±29.89    (.003)** 112.71±40.25   (.002)** 

Children         

Gender Male 29 46.00±12.37 -.087 90.72±25.55 -.583 136.72±37.35 -.431 

 Female 18 46.33±13.20 (.931) 95.11±24.21 (.562) 141.44±35.14 (.669) 

Diagnosis age ≥27 16 47.68±11.57 .608 94.43±26.93 .678 142.12±37.74 .704 

(month) <27 31 45.32±13.14 (.547) 91.35±24.12 (.692) 136.67±35.88 (.630) 

Age ≥42 16 44.43±12.37 -.659 87.31±29.54 -1.008 131.75±41.28 -.921 

(month) <42 31 47.00±12.76 (.513) 95.03±22.16 (.319) 142.03±33.48 (.362) 

Main 1 36 46.50±11.59 .364 92.44±24.90 .020 138.94±35.88 .140 

Caregiver ≥2 11 44.90±15.88 (.717) 92.27±25.98 (.984) 137.18±39.02 (.889) 

Person  1 43 46.30±12.19 .310 91.67±25.84 -.655 137.97±37.46 -.341 

Giving ≥2 4 44.25±18.19 (.758) 100.25±7.04 (.516) 144.50±20.02 (.734) 

Medicine  

 

        

Social Yes 18 43.27±11.60 -1.233 85.38±27.63 -1.546 128.66±38.49 -1.491 

Activity  No 29 47.89±12.99 (.224) 96.75±22.39 (.129) 144.65±33.95 (.143) 

*p <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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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by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continued)                  (N= 47 )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Content Delivery Total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Disease         

Disease ≥15 12 41.75±11.81 -1.414 83.83±31.59 -1.397 125.58±42.84 -1.453 

Period 
(month) 

 

<15 35 47.62±12.61 (.164) 95.34±21.89 (.169) 142.97±33.17 (.153) 

Number of ≥2 31 46.90±12.66 -.169 92.35±26.16 -.019 138.25±37.16 -.071 

Admission <2 16 46.56±12.74 (.867) 92.50±22.98 (.985) 139.06±35.46 (.943) 

In a year 

 

        

Comorbidity Yes 14 46.00±10.64 .000 92.14±23.15 -.026 138.14±32.93 -.018 

 No 

 

31 46.00±13.77 (1.000) 92.35±26.61 (.980) 138.35±38.97 (.986) 

Number of  ≥3 19 50.84±9.66 2.207 99.42±17.40 1.621 150.26±6.11 1.879 

AED† <3 28 42.92±13.42  (.032)* 87.64±28.18 (.112) 130.57±39.97 (.067) 

Adverse effect Yes 23 49.26±8.38 1.312 98.08±17.45 2.078 147.34±25.04 1.545 

Experience  

of AED† 

 

No 9 41.88±16.01 (.220) 79.88±31.97  (.046)* 121.77±47.12 (.154) 

Perceived ≥moderate 24 44.83±13.61 -.718 88.62±26.59 -1.065 133.45±39.69 -.981 

Severity   <moderate 23 47.47±11.50 (.477) 96.34±22.85 (.292) 143.82±32.19 (.332) 

*p < .05,  †AED=: Antiepilept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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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Medication Adherence by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N= 47 ) 

   Medication Adherence 

   DTKE† AMCA†† BME††† BT†††† Total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Parents             

Gender Male 4 27.75±2.62 .995 36.25±4.50 .420 11.75±1.50 -.765 29.25±3.50 -1.373 105.00±7.87 -.168 

 Female 43 25.48±4.44 (.325) 35.41±3.73 (.676) 12.53±1.99 (.448) 32.48±4.57 (.176) 105.93±10.77 (.867) 

Age(yr)  ≥33 28 25.14±4.08 -1.629 36.03±3.79 1.084 12.64±2.09 .475 32.42±4.35 .477 106.25±10.93 .052 

 <33 15 27.26±4.04 (.111) 34.73±3.67 (.285) 12.33±1.91 (.637) 31.73±4.90 (.636) 106.06±11.11 (.959) 

Number of ≥2 24 25.87±4.13 .310 35.33±3.65 -.288 12.54±1.88 .261 31.70±4.77 -.772 105.45±10.83 -.260 

Children <2 23 25.47±4.65 (.758) 35.65±3.92 (.774) 12.39±2.06 (.795) 32.73±4.35 (.444) 106.26±10.34 (.796) 

Education High school 10 25.90±3.98 -.009 34.80±4.58 .678 11.60±2.27 1.580 30.50±6.39 .975 102.80±13.70 1.064 

Level 

 

≥College 

 

35 25.88±4.37 (.993) 35.71±3.51 (.502) 12.68±1.81 (.121) 32.57±3.83 (.351) 106.85±9.65 (.293) 

Family  ≥3milion 34 25.88±4.44 .955 35.41±3.61 .315 12.29±2.03 -.374 31.88±4.49 -.807 105.47±10.41 .079 

Income <3million 11 24.45±3.83 (.345) 35.00±4.26 (.755) 12.54±1.57 (.711) 33.18±5.11 (.424) 105.18±10.82 (.937) 

Discharge ≥8 28 26.67±4.19 2.240 36.32±3.16 1.850 12.42±1.97 -.323 33.67±3.88 2.228 109.10±9.29 2.473 

Readiness <8 14 23.50±4.62  (.031)* 34.14±4.36 (.072) 12.64±2.13 (.748) 30.64±4.68  (.032)* 100.92±11.61  (.018)* 

Children             

Gender Male 29 25.37±3.53 -.542 34.89±3.45 -1.388 12.31±2.01 -.698 31.58±4.30 -1.203 104.17±10.11 -1.407 

 Female 18 26.16±5.49 (.592) 36.44±4.10 (.172) 12.72±1.87 (.489) 33.22±4.88 (.235) 108.55±10.79 (.166) 

Diagnosis age ≥27 16 26.43±4.16 .854 36.56±3.07 1.424 12.43±2.18 -.076 33.50±4.89 1.407 108.93±9.43 1.467 

(month) <27 31 25.29±4.45 (.397) 34.93±3.99 (.161) 12.48±1.85 (.940) 31.54±4.29 (.166) 104.25±10.79 (.149) 

Age ≥42 16 25.25±4.10 -.484 35.75±3.64 .420 12.50±2.19 .080 33.56±4.44 1.479 107.06±9.69 .565 

(month) <42 31 25.90±4.51 (.631) 35.35±3.86 (.736) 12.45±1.85 (.937) 31.51±4.52 (.146) 105.22±10.98 (.575) 

Main 1 36 26.05±4.16 1.070 35.94±3.49 1.526 12.97±1.68 3.589 32.27±4.58 .175 107.25±9.94 1.687 

Caregiver ≥2 11 24.45±4.90 (.290) 34.00±4.33 (.134) 10.81±1.94  (.001)** 32.00±4.66 (.862) 101.27±11.38 (.099) 

Person  1 43 25.51±4.31 -.872 35.51±3.75 .123 12.58±1.84 1.313 32.32±4.62 .553 105.93±10.41 .168 

Giving ≥2 4 27.50±5.00 (.388) 35.25±4.27 (.896) 11.25±2.98 (.196) 31.00±4.08 (.583) 105.00±12.98 (.867) 

Medicine              

Social Yes 18 24.61±3.29 -1.340 35.94±3.62 .651 12.50±1.94 .087 32.83±4.91 .732 105.88±9.36 .019 

Activity  No 29 26.34±4.82 (.187) 35.20±3.86 (.518) 12.44±1.99 (.931) 31.82±4.35 (.468) 105.82±11.29 (.985) 

*p < .05, **p< .01   

†DTKE = Disease and Treatment Knowledge and Expectations, ††AMCA = Adherence to Medications & Clinical Appointments, †††BME = Beliefs about 

Medication Efficacy, ††††BT = Barriers t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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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Medication Adherence by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continued)                           (N= 47 ) 

   Medication Adherence 

   DTKE† AMCA†† BME††† BT†††† Total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Disease             

Disease ≥15 12 25.50±3.31 -.165 34.58±3.75 -.969 12.83±1.94 .747 30.91±4.26 -1.146 103.83±9.02 -.769 

Period 

 (month) 

<15 35 25.74±4.69 (.870) 35.80±3.75 (.338) 12.34±1.96 (.459) 32.65±4.61 (.258) 106.54±10.98 (.446) 

Number of ≥2 31 25.45±4.54 -.499 35.25±3.77 -.584 12.61±2.01 .703 32.19±4.56 -.040 105.51±10.82 -.302 

Admission <2 16 26.12±4.04 (.620) 35.93±3.78 (.562) 12.18±1.86 (.486) 32.25±4.68 (.968) 106.50±10.12 (.764) 

In a year 

 

            

Comorbidity Yes 14 25.50±4.76 -.257 35.85±3.39 .321 12.71±2.09 .668 33.42±4.81 1.006 107.50±8.44 .563 

 No 

 

31 25.87±4.34 (.798) 35.48±3.70 (.750) 12.29±1.91 (.508) 31.96±4.37 (.320) 105.61±11.14 (.576) 

Number of  ≥3 19 26.63±3.80 1.242 33.68±3.97 -2.933 11.52±1.86 -2.939 29.68±4.63 -3.498 101.52±11.87 -2.299 

AED† <3 28 25.03±4.63 (.221) 36.71±3.10   (.005)* 13.10±1.77   (.005)* 33.92±3.67   (.001)** 108.78±8.44  (.029)* 

Adverse effect Yes 23 26.04±3.43 1.258 35.26±3.59 .107 12.17±1.89 -.778 30.60±4.17 -.902 104.08±9.30 -.034 

Experience  

of AED† 

 

No 9 24.11±4.98 (.218) 35.11±3.40 (.915) 12.77±2.16 (.443) 32.22±5.44 (.374) 104.22±11.98 (.973) 

Perceived ≥moderate 24 24.95±4.66 -1.168 35.45±3.71 -.057 12.45±1.97 -.035 33.20±4.69 1.554 106.08±11.32 .153 

Severity   <moderate 23 26.43±3.95 (.249) 35.52±3.87 (.955) 12.47±1.97 (.973) 31.17±4.24 (.127) 105.60±9.79 (.879) 

*p < .05, **p< .01  †AED=: Antiepileptic drug 

†DTKE = Disease and Treatment Knowledge and Expectations, ††AMCA = Adherence to Medications & Clinical Appointments, †††BME = Beliefs about 

Medication Efficacy, ††††BT = Barriers t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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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의 관계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 및 약물복용 이행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약물복용이행도와 퇴원 교육의 질은 약한 강도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 .305, p=.037). 영역별로 살펴보면, 퇴원 교육의 전달방식이 약물복용이행도와 양

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347, p=.017) 약물복용이행도 중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

식과 기대영역은 퇴원 교육의 질과 유의한 양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r= .5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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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s in the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and Medication Adherence                          (N= 47) 

Variables 
Contents of 

QDT† 

Delivery of 

QDT† 

Total of 

QDT† 
DTKE‡ AMCA‡‡ BME‡‡‡ BT‡‡‡‡ 

Total of 

Medication 

Adherence 

Contents of QDT† 1        

Delivery of QDT† .856(.000)*** 1       

Total of QDT† .935(.000)*** .984(.000)*** 1      

DTKE‡ .401(.005)** .587(.000)*** .542(.000)*** 1     

AMCA‡‡ .039(.796) .143(.336 .112(.454) .365(.012)* 1    

BME‡‡‡ -.084(.575) .043(.774) .000(.998) .343(.018)* .543(.000)*** 1   

BT‡‡‡‡ .063(.672) .102(.495) .092(.538) .207(.164) .369(.011)* .335(.021)* 1  

Total of 

Medication 

Adherence 

.192(.196) .347(.017)* .305(.037) * .699(.000)*** .771(.000)*** .668(.000)*** .714(.000)*** 1 

*p < .05, **p < .01, ***p < .001, †QDT: The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DTKE = Disease and Treatment Knowledge and Expectations, ‡‡AMCA = 

Adherence to Medications & Clinical Appointments, ‡‡‡BME = Beliefs about Medication Efficacy, ‡‡‡‡BT = Barriers t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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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질과 아동의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퇴원 교육의 질 점수는 10 점 만점에서 7.7 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내용영역 7.7 점, 전달영역 7.7 점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서 호흡기질환과 신경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교육의 질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내용영역 6.1 점, 전달영역 9.1 점으로 

내용영역이 전달영역의 점수에 비해 낮았다(Weiss et al.,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영역에서 보통 이상 수준의 퇴원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두 영역 모두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며 서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의 퇴원 

교육의 질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서구보다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이는 아직까지 

가족중심간호가 국내 의료현장 내에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족중심간호는 의료진과 아동 그리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아동과 

가족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며 건강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이끌어 

내어(Kuhlthau et al., 2011) 정보의 전달 및 교육에 있어 중요한 접근법이 된다. 

서구에서는 아동의 가족중심 돌봄, 가족중심 순회 등에 대한 연구와 임상에서의 

적용이 구체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Abraham & Moretz, 2012; Moretz & 

Abraham, 2012)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와 적용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Im & Oh, 2016; Jung & Ta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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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퇴원 교육의 질의 내용영역에서는 ‘다른 가족들은 퇴원 

후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달영역에서는 ‘다른 가족이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을 때, 간호사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와 같은 가족의 참여와 관련된 문항이 평균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입원한 아동에게 가족중심간호가 중요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가족중심간호를 제공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치료과정에서의 가족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Abraham & Moretz, 2012). 특히 한국 

간호환경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담당환자 비율이 미국의 2 배이상으로 가족의 참여와 

시간까지 고려하는 가족중심간호를 제공하기에 큰 제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부모와 가족의 기능은 약물복용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Loiselle et al., 

2015) 특히 가족의 지지는 뇌전증을 가진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Gabr & Shams, 2015; Kyngäs, 2001). 이처럼 아동의 약물복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중심 돌봄은 정보의 공유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Jung & Tak, 2017) 퇴원 교육 시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참여하여 이들에게도 퇴원 후 아동의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중심간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며 부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과 선택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Jung & Tak, 2017). 

그러나 퇴원 교육의 질 중 전달영역에서 평균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신념과 가치, 자신감과 걱정과 같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내용영역에서도 퇴원 

후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정보가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부모들이 정서에 

대한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희귀질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Pelent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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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 Esterman, 2015)에서 정서에 대한 지지적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에서도 질병 뿐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 죄책감, 책임감과 

같은 정서와 감정에 관한 것이 있었다. 따라서 퇴원 교육 시 약물과 질병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고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퇴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또한 간호사의 교육방법에 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간호사가 가르치는 

방법이 이해하기에 좋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퇴원 교육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퇴원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대상자와 

가족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법이 강조되고 있다(McBride & Andrews, 2013). 이러한 

교육법의 일환으로 ‘Teach-Back’ 방법이 있으며 이는 간호사가 교육을 한 뒤, 

대상자가 다시 간호사에게 이해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방식 (Kornburger, Gibson, 

Sadowski, Maletta, & Klingbeil, 2013)으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부모가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중심적인 교육의 제공할 수 

있게 한다(Badaczewski et al., 2017). 따라서 아동의 퇴원 시 ‘Teach-Back’ 방법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Blaine et al., 2018) 앞으로 이러한 

교육법을 이용한 중재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퇴원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약물복용이행도의 4 가지 영역 중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 영

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을 살펴보면,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답변을 받기가 쉽다.’

와 ‘담당 의료진들은 내 아이에 대한 나의 걱정을 들어준다.’였는데 이를 통해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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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시행한 기관의 경우, 소아신경과 전담간호사가 있어 

퇴원 시 연락처를 제공하여 퇴원 후에도 비교적 용이한 연락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결

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보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훨씬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 부모와 의료진과의 관계,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

의 지지는 가족중심 돌봄의 결정적 요소(Jung & Tak, 2017)일 뿐만 아니라 뇌전증 아

동의 약물복용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Gabr & 

Shams, 2015; Kyngäs, 2001). 또한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 영역에서 평균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은 발작과 진단,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약복용의 기간과 같

은 매우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뇌전증에 관한 지식은 약물복용이행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Loiselle et al., 2015)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치료와 외래의 이행에 대한 점수는 약물이행도의 4 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에 

대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et al., 2016; Modi et al., 2008; 

Modi et al.,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음에 따라 치료와 외래에 대한 이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퇴원 2 주에서 4 주동안 약물이행도는 93.6%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Jacob 

et al., 2017; Shetty et al., 2016)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이행도를 나타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Lee et al., 2016)와는 비슷한 결과였다. 반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를 조사한 연구(Hong 

et al., 2013)에서는 동아시아에 사는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모의 질병과 약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행동 문제보다는 

학업성취를 더 중시하는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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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앞으로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은 일반적 특성 중 부모의 나이, 아동

이 복용하는 항뇌전증약의 개수 및 부모가 인식한 퇴원준비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많은 집단의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한 점수가 높았는데 나이가 많은 사

람들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데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Eun & Kim, 2015)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항뇌전증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아동 

부모의 퇴원 교육 내용영역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항뇌전증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을수록 전달영역 점수가 높았다. 또한 아동이 복용하는 항뇌전증약이 

많을수록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중증도가 높았다. 이는 아동이 복용하는 약물의 개

수가 더 많고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더 많은 퇴

원 교육을 하며,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중등도가 높은 경우 퇴원 교육에 대한 부모

의 관심도 증대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가 인식한 퇴

원준비도 점수가 높을수록 퇴원 교육의 질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퇴원에 대해 준비된 

부모가 더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부모의 퇴원준비도까지 고려한 퇴원계획이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물복용이행도는 아동이 복용하는 항뇌전증약의 개수와 부모가 인식한 퇴원준비

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동이 복용하는 항뇌전증약 개수가 많은 집단에

서 약물복용이행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항뇌전증약 개수와 약물복용이행도의 관계는 

선행연구들(Gabr & Shams, 2015; Sweileh et al., 2011)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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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또한 항뇌전증약을 많이 복용하는 집단이 약물의 효능에 대한 믿음이 유의하

게 낮았는데 뇌전증의 경우, 2 가지 이상의 항뇌전증약물로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을 

때 난치성으로 진단하게 되어(Fisher et al., 2014) 아동이 복용하는 약물이 많을수록 

아동의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약물로 인

해 아동의 발작이 조절된다고 인식할 때, 약물복용이행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

(Chapman, Horne, Chater, Hukins, & Smithson, 2014)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치료의 

장애에 대한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아동

에게 약을 투약하는데 부모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퇴원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약물이행도가 높았으며 특히 치료에 대한 장애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부모가 인식한 퇴원준비도는 약물이행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퇴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부

모의 퇴원준비도를 사정하는 것은 퇴원 후 아동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동과 외래에서 자료수집에 참여한 그룹에서 일반적 특성의 유의점을 확인한 

결과, 경제적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경제적 수준은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

과,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는 양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퇴

원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약물복용이행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

동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퇴원 교육의 질을 높여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적 중재는 뇌전증 대상자와 아동의 약물복용이

행을 증진시키는 중재로 선행연구(Al‐aqeel et al., 2017; Dawood et al., 2010)들을 통

해 알려져 있다. 퇴원 교육은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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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퇴원 교육의 질은 퇴원 후 어려움에 대한 대처, 응급실내원 및 재입원과 같

은 퇴원 후 결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Weiss et al., 2008; Weiss 

et al., 2017). 따라서 앞으로 더 나아가 퇴원 교육의 질을 통해 향상된 약물복용이행

이 퇴원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나아가 퇴원 교육의 질의 하위영역과 약물복용이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퇴원 교육의 전달영역과 약물복용이행도의 관계가 비교적 강하게 나

타났다. 이는 퇴원 교육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입원 아동의 부모

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퇴원 교육의 전달방식과 퇴원 후 결과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Weiss et al., 2008; Weiss et al., 2017). 따

라서 퇴원 교육의 전달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약물복용이행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주로 내용과 형식에 치우친 퇴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서구에서는 퇴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Teach-Back’과 같은 방법이 중재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퇴

원 교육의 전달 방식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퇴원 후 가정에서의 아동의 건강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한 편,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편의추출방법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

에 연구 결과를 모든 뇌전증 아동 부모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병동에서 시행한 설문에 경우, 대상자와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 설문

에 대한 편향을 배제할 수 없고, 약물복용이행의 경우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약물

복용에 대한 잊음과 잘못 복용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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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Y 대학 병원 어린이병원의 소아 신경과에서 추적 관리 중

인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은 내용영역과 전달영

역 모두 중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달영역은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

타내 보완이 될 필요가 있으며 약물복용이행도는 중상 수준이었으며 그 세부 영역 중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영역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또한 보완이 필요하 

부분이다.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퇴원 교육의 전달 방식과 약물복용이행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퇴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

재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 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도의 상관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수립하

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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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퇴원 교육의 

전달이 필요하며 퇴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 돌봄과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족중심 간호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가족중심 간호를 임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신체적 간호에만 치우친 퇴원 교육을 지양하고 

대상자에게 전인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2. 간호 연구  

만성질환 아동의 증가와 조기 퇴원 시스템으로 퇴원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퇴원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제한적이다. 퇴원 교육은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다양한 질병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퇴원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퇴원 교육의 전달 방식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중재를 

제공하여 퇴원 교육의 질 향상과 약물복용이행도까지 평가하는 중재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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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실무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가족중심 돌봄과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퇴원간호 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퇴원 교육은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퇴원 교육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퇴원 교육 시 제공되는 정보와 정보를 전달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상자가 정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였는지 확인하고 간호 교육의 수행 

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 2 인 이

상이 퇴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제언한

다.  

퇴원 교육뿐 아니라 입원 아동 부모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서 그들의 감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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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설명문 (만 7-12세용) 

연구  제목 :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교수 최은경 

연구자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강훈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이현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봐줄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치료에 좋은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연구에 어린이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명서에는 이 연구가 어떤 것이고, 어린이 여러분이 참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을 잘 듣고, 

설명문을 잘 읽어보고 생각해본 다음, 어린이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주세요. 이 설명문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설명을 더 듣고 싶으면, 설명해 주는 선생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설명문을 읽은 후에는 연구자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참여할지를 물어 볼 

거예요. 

연구자 선생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생각한 후에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지 혹은 참여하고 싶지 않

은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원하지 않으면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여하기 싫다고 말해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을 거예요.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의 목적은 퇴원할 때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가 느낀 퇴원교육의 정도와 여러분이 집에

서 약을 잘 먹는 지와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어요. 뇌전증에서 정확하게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뇌전증 아동의 부

모가 느낀 퇴원교육정도와 여러분이 집에서 약을 잘 먹는 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더 좋은 퇴

원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과 같은 뇌전증 아동들이 약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연구를 하고자 해요. 

2. 이 연구에 누가 참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연구에는 여러분과 같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총 70 명의 퇴원하는 뇌전증 아동의 

엄마와 아빠들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연구 참여를 한다고 할 경우, 여러분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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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와 아빠에게 퇴원하는 날 병동에서 연구에 대한 참여를 확인한 후 첫번째로 설문조사를 

할 거에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간 지  2 주가 지난 뒤에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에게 전

화로 연구 참여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후, 두번째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혹은 외래 

당인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에게 2 가지 설문조사를 모두 할 예정이에요. 전체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일로부터 4 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3. 연구에 참여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담당 연구자 선생님은 여러분의 진료 기록에서 

여러분의 퇴원약을 조사할거에요. 이 연구는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 것은 없어요.  

4. 이 연구에 참여하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연구자 선생님이나 

부모님(혹은 보호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보호자용 설명서”도 읽어 볼 수 있어요. 

집에 가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음 번호로 연락해도 된답니다.  

연구자선생님 전화번호 ☎ 010-9941-3799 

5.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에서 나오는 정보가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병을 가진 다른 어린이가 약을 잘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답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하면 부작용은 없나요?

이 연구에 참여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어요. 

7. 한번 참여하면 계속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요. 그래도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해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연구 도중 어떤 이유에 따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때는 의사선생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예요. 연구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여러분이 더 이상 참여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답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그 다음의 치료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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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동의서 (만 7-12세용) 

연구  제목 :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교수 최은경 

연구자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강훈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이현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아래에 서명 해주세요. 원하지 않으면 이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여하기 싫다고 말해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을 

거예요.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나요? (체크해 주세요.) 

네 □               아니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면, 아래에 이름과 오늘 날짜를 써 주세요. 

어린이 성명 서명날짜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어린이와의 관계:  ) 

입회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본인은 위의 어린이 대상자에게 이 임상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위험 요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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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설명문 (만 13-18세용) 

연구 제목: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교수 최은경 

연구자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강훈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이현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돌봄에 좋은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연구에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하며, 이 설명서에는 이 연구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이 참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께서 해주시는 설명을 잘 듣고, 설명문을 잘 

읽어보고 생각해본 다음,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문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설명을 더 듣고 

싶으면, 설명해 주는 선생님에게 꼭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연구에 관한 설명을 읽은 후에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물어 볼 것입니다. 

연구자 선생님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생각한 후에 연구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의 목적은 퇴원할 때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느낀 퇴원교육의 정도와 여러분이 집에서 

약을 잘 먹는 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뇌전증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약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연구된 자

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퇴원교육이 뇌전증 아동들이 약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느낀 퇴원교육정도와 여러분이 집에서 약을 잘 먹

는 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다 더 좋은 퇴원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과 같은 뇌전증 아동들이 약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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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연구에 누가 참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연구에는 여러분과 같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총 70 명의 퇴원하는 뇌전증 아동의 

부모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경우, 여러분의 부모를 대

상으로 퇴원 당일 병동에서 연구 참여 동의를 확인한 후 1 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며 퇴원 후 2 주 뒤 전화로 연구 참여 동의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후, 2 차 온라인 설문조

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혹은 외래 내원 당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2 가지 설문조사

가 모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체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일

로부터 4 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연구에 참여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면, 담당 연구자 선생님은 

여러분의 진료 기록에서 여러분의 퇴원약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4. 꼭 참여해야 하나요? 다른 치료방법은 없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5.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는데 금전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모두 연구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하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이 연구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위험은 무엇인가요?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위험은 없습니다. 

8. 연구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나요?

 퇴원 후 2주뒤 실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간 탈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새

로운 연구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66



9. 나의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여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 참여 시 여러분으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성별, 병원등록번호, 현재 다니는 곳, 진단명, 지단 받을 당시의 연령, 지난

1년간 입원한 횟수와 주 원인, 뇌전증이 외의 다른 질환여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와 항경련제 개수, 약물 부작용경험여부,

위 정보들은 이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본 연구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 

대한 진료와 처방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담당 의사/의뢰사는 개인(민감)정보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제3자에게도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나의 기록에 대한 비밀은 보장 되나요?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수집되는 여러분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여러분 또는 여

러분의 부모님(또는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연구목적으로 수집

된 개인정보는 관련 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며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를 사용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종료 후 

3 년간 보관 후 파쇄의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1. 한번 참여하면 계속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향후 여러분이 받게 될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에 계속해서 참여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될 경우, 연구자는 이 정보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또는 대리인)에게 적시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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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담당 연구자 선생님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보호자용 설명서”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음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성명: 이현지  

연구자 주소: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0037 /24시간 연락처: 010-9941-3799 

대상자로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8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 02-2228-0450~4 

13. 연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명을 듣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다음 페이지 동의서에 이름과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또는 법정대리인)께서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면,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와 동의서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담당자 선생님이 1 부 복사해 줄 것이며,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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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동의서 (만 13-18세용) 

연구 제목: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다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 본인은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정도와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 효과, 가능한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이에 따른 다른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

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

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날짜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대상자와의 관계 :  ) 

입회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본인은 위 대상자에게 이 임상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위험 요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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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설 명 문 

연구  제목 :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교수 최은경 

연구자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 강훈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이현지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이현지 연구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은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정도와 아동의 약물복용이행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뇌전증 

아동에서 약물복용이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약물복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퇴원교육으로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뇌전증 아동의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과 약물복용이행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서 

퇴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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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총 70 명의 지난 4 주이내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뇌전증 아동 부모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퇴원 당일 병동에서 연구 참여 동의를 확인한 

후 1 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퇴원 후 2 주 뒤 전화로 연구 참여 동의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후, 2 차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외래 당일 

1 차와 2 차 설문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체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기간은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일로부터 4 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1) 지난 4주이내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의 부모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온라인 설문을 이용할 수 있는 자 

(3) 퇴원예정지가 집인 자  

(4) 주요 치료요법이 약물치료인 아동의 부모  

(5)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 제외기준 

(1) 진단 또는 치료경과 확인을 위한 검사만을 위해 입원한 아동의 부모 

(2) 주요 치료요법이 식이요법이나 수술인 아동의 부모  

(3) 스스로 약물을 관리하고 복용하는 아동의 부모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퇴원 당일 담당 간호사로부터 퇴원교육을 받은 뒤, 귀하의 일반적 특성, 자녀의 일반적, 

질병적 특성, 퇴원교육의 질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설문조사에는 총 20 분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원 후 2 주뒤에 귀하께 연구자가 연락을 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재 

확인 한 뒤, 약물복용이행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을 귀하의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설문조사에는 총 15 분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는 외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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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교육의 질, 귀하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자녀의 질병적 특성, 약물복용이행과 관련된 설문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며 총 35 분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4. 연구에 참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뇌전증 아동에게 제공되는 퇴원교육과 아동의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퇴원교육의 질을 

높이고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높이는 중재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본 연구참여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설문 후, 3000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퇴원 후 2 주 뒤에 시행되는 온라인 설문은 설문의 작성 여부를 확인 후 

2000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외래 당일 설문일 경우, 5000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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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일반적 특성이 퇴원교육정도와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퇴원 후 2 주뒤 온라인 설문조사와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성명, 성별, 나이, 귀하의 자녀의 병원등록번호, 

귀하의 핸드폰번호, 귀하의 전자메일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본 연구 종료 시까지며 종료 후 바로 

폐기할 것입니다.  

4)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

대한 진료와 처방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성명, 성별, 나이, 귀하의 자녀의 병원등록번호, 귀하의 핸드폰번호.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2 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며 이현지, 최은경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 년간 보관 후 파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이다. 

73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4.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이 현 지  

연구자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02-2228-0037 

24 시간 연락처: 010-9941-3799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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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의 관계 

※ 아래 항목을 읽고 동의한다면, 좌측 상자 기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목적으로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 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날짜 

‘대리인’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이라고도 함. 

*대리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대상자와의 관계:    ) 

참관인 성명 

(필요 시) 
서명 서명날짜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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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 이현지입니다. 

저는 질 높은 퇴원교육과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은 퇴원교육의 질 20문항, 퇴원준비도에 관한 질문 1문항 

및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분 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니, 내용을 잘 읽으신 후 빠지는 문항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이현지 

연락처: 010-9941-3799 

E-mail: guswl5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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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퇴원 당일 담당간호사로부터 받은 퇴원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0~10점까지 10점 도구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을 0~10점 사이의 숫자에서 골라 동그라미 치세요. 예를 들어, 숫자 7에 동그라미를 친다는 것

은 완벽하지 않지만 숫자 0보다는 숫자 10의 상태처럼 더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항 

1. 퇴원 후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

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2. 퇴원 후 당신과 아동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로부터 얼마

나 받았습니까? 

3. 퇴원 후 아동의 의료적 요구나 

치료에 대해 정보를 간호사로부

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4. 퇴원 전에 아동의 의료적 치료

나 약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실

습을 받았습니까? 

5. 만일 퇴원 후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전화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호

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6. 다른 가족들은 퇴원 후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간호

사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 퇴원 교육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7. 간호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귀하

의 걱정과 질문에 대해 얼마나 

답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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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호사는 당신의 걱정을 얼마나 

들어주었습니까? 

9. 간호사는 당신의 개인적인 신념

과 가치에 민감하였습니까? 

10.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간호사가 가르쳤던 방법이 

좋았습니까? 

11.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간호

사가 제공한 정보는 당신이 이

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까? 

12. 간호사는 당신이 정보와 설명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

까? 

13. 간호사, 의사, 다른 의료 종사자

로부터 일관된(동일한) 정보를 

받았습니까? 

14.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

가 당신이 편한 시간에 제공되

었습니까? 

15. 다른 가족이나 지지해주는 사람

이 참석할 수 있을 때, 간호사로

부터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16. 간호사는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까? 

17. 응급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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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호사에게 받은 아동을 돌보는 

것에 필요한 정보가 당신의 퇴

원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켰습니까? 

※ 퇴원교육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더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귀하는 퇴원 당시에 퇴원 준비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점 / 10점  ) 

79



■ 다음은 뇌전증 아동의 질병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하거나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아동의 진단명 : _____________

2. 아동이 진단 받을 당시의 연령 :  만 _____________ 세 (   개월) 

3. 아동이 지난 1년간 입원한 횟수

□ 없음(이번 입원이 처음) □1회 □ 2회 □ 3회 □ 4회이상

3-1. 지난 1년간 입원했던 경험이 있다면, 

아동이 지난 1년간 입원을 했던 주 원인 : 

(예, 경련의 증가, 진단적 검사 등 ) 

4. 귀하의 자녀가 뇌전증이 외의 다른 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 예 (다른 질환명: _  ) 

□ 아니오

5. 아동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개수 : ______________개

6. 아동이 복용하고 있는 항경련제 개수 : ______________개

7. 아동이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7-1. 약물 부작용을 겪었던 적이 있다면, 

부작용을 일으킨 약이 항경련제였습니까? 

□ 예 □ 아니오

8.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의 질병의 중증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상 □ 상중 □ 중 □ 중하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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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뇌전증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하거나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아동의 연령 : 만 _____________ 세 (       개월)   

2. 아동의 성별 : □ 남자       □ 여자        

3. 아동의 주 양육자 : □ 부    □ 모      □ 조부모    

□ 기타 : ______________ 

4. 평소 아동에게 약을 투약하는 사람 : □ 부     □ 모     □ 조부모      

□ 기타 : ______________ 

5. 아동이 다니고 있는 곳 :  

□ 없음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기타 :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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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 : 만 _____________ 세 (태어난 년도 : _____________ 년 ) 

2. 귀하와 아동의 관계 : □ 부           □ 모 

3. 귀하의 국적 : _____________ 

4. 총 자녀의 수 : _____________ 명  

5. 귀하의 최종학력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이상  

6.  가정의 월수입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 200만원미만    □ 200만원이상      □ 300만원이상       

□ 400만원이상    □ 5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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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 이현지입니다. 

 

저는 질 높은 퇴원교육과 뇌전증 아동의 약물복용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뇌전증 아동 부모가 인식한 퇴원교육의 질과 약물복용이행과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주 전 퇴원교육에 관한 설문에 이어 약물복용이행에 관련하여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은 뇌전증 아동 부모의 약물관리에 대한 

설문 27문항, 약물복용이행에 대한 질문 3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니, 내용을 잘 읽으신 후 빠지는 문항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이현지 

연락처: 010-9941-3799 

E-mail: guswl5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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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아동 부모의 약물 관리  

■ 다음의 설문은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뇌전증 자가 관리 경험에 대한 질

문입니다. 

1번부터 18번 문항은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V표시로 작성해주세요. 19번부터 27번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5점(항상 그러함)의 

항목 중에서 귀하와 가족을 가장 잘 표현한 항목에 V표시로 작성해주세요. 

 

1 

전혀  

동의 

하지 

않음 

2  

동의 

하지 

않음 

 

3 

보통임 

 

4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대 

1. 의사/간호사는 발작과 뇌전증(진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2. 나는 내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부작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다.   

     

3. 나는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질문이 생겼을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안다. 

     

4.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이를 관리할 자신이 있다.  

     

5. 나는 내 아이가 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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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동의 

하지 

않음 

2  

동의 

하지 

않음 

 

3 

보통임 

 

4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6. 나는 내 아이의 발작을 하지 않는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약을 중단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7. 담당 의료진들은 내 아이에 대한 나의 걱

정을 들어준다  

     

8.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답변을 받기가 쉽다.       

약물 치료 및 외래 예약에 대한 이행도 

9. 나는 내 아이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도록 

할 것이다.  

     

10. 나는 내 아이의 외래 방문을 위하여 병원

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있다. 

     

11. 나는 대개 나와 내 아이를 위하여 처방된 

의료적 조언과 치료 계획을 따른다.   

     

12. 나는 내 아이가 처방에 따라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내 아이를 데리고 외래진료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 

     

14. 모든 가족들은 내 아이의 치료계획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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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동의 

하지 

않음 

2  

동의 

하지 

않음 

 

3 

보통임 

 

4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15. 내 아이는 주로 약물치료를 받는다.       

16. 나는 내 아이가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약의 효능에 대한 믿음 

17. 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약물치

료가 필요하다.  

     

18. 처방된 약물이 내 아이의 발작을  

조절해줄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거의  

그렇지 

않음 

3 

때때로 

그러함 

4  

자주  

그러함 

5 

항상 

그러함 

19. 우리 가족의 일상 계획에 맞춰  

내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는 쉽다.  

     

치료에 대한 장애물  

20. 내 아이는 약 맛을 싫어한다.       

21. 나는 내 아이에게 약을 주는 것을 잊는

다. 

     

22. 처방 받은 약은 내 아이가 삼키기 어려운 

약이다.  

     

23. 내 아이는 다른 사람들(예>친구,가족) 앞

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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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혀  

그렇지 

않음 

2 

거의  

그렇지 

않음 

3 

때때로 

그러함 

4  

자주  

그러함 

5 

항상 

그러함 

24. 내 아이는 약 먹기를 거부한다.       

25. 내 아이는 다른 활동(예>운동, 학교생활)

으로 인해 약 먹는 것에 지장을 받는다. 

     

26. 약이 다 떨어져서 없다.  

 

     

27.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 어렵다.        

 

■  귀하는 퇴원 후 지금까지 아이에게 약을 주는 것을 잊어 아이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있다면, 퇴원 후 지금까지 귀하의 아이는 몇 번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까?          회 

 

■  귀하는 퇴원 후 지금까지 귀하의 아이에게 약을 잘못 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있다면, 퇴원 후 지금까지 귀하는 아이에게 잘못된 시간에 약을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회 

■ 있다면, 퇴원 후 지금까지 귀하는 아이에게 잘못된 용량의 약을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회 

 

■  귀하는 퇴원 후 지금까지 아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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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tion adherence  

and the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epilepsy 

Lee, Hyun Ji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ssociations of medication 

adherence with the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epilepsy.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etween March, 22 and June, 10, 2018. Parents(47) of children with epilepsy 

were recruited from the pediatric neurology unit and outpatient clinic of Y 

children’s hospital.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with SPSS IBM 23.0 program, where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0.05 two-tailed.  

The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A mean score of parent-reported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epilepsy was 7.69±2.0 out of 10.

2. A mean score of medication adherence of children with epileps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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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40 out of 5. The adherence to medications and clinic appointments 

domain was the highest in 4 domains.  

3. Parent-reported quality of discharge edu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dication adherence of children with epilepsy(r= .305, p= .037). 

Parent-reported quality of discharge teaching delivery (the way nurses 

teach), but not the amount of content, was positively correlate with 

medication adherence(r= .347, p= .017).

In conclusion, thes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to improve medication 

adherence of children with epilepsy should include strategies to develop nurse 

teaching skills for high-quality delivery of discharge education.  

Key words : Discharge education, Medication adherence,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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