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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과 불안

  본 연구는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의 관계와 상태불

안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횡단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이며, 서울시

에 소재한 일개 상급 종합 병원의 격리 조치된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

여 구조화된 설문지 및 일대일 면담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92부로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은 165점 만점에 85.88±15.48점, 

우울은 60점 만점에 19.63±12.86점, 상태 불안, 특성 불안은 80점 만점에 

각각 45.51±11.39점, 42.40±9.18점이었다. 

2.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는 성별, 격리 설명 충분도, 격리 형태에 따라 불확

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은 불확실성(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

치성), 우울(r=.67, p<.001), 특성 불안(r=.7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4. 다중선형회귀분석 시,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 관련 요인의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R2=.618, Adjusted R2=.586으로 확인되었다(F=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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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격리와 관련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β=.23, p=.005), 우울 

(β=.24, p=.020) 및 특성 불안(β=.49, p<.001)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 점수

가 높았다. 

5.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격리 질병 관

련 요구도, 격리 설명 관련 요구도, 격리 환경 관련 요구도에 대한 총 3개

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낮

추기 위해서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격리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음압 격리, 접촉 격리, 보호 

격리(역격리) 환자를 통합하여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을 분석한 연구로, 

기초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격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

강 문제의 심도 있는 고찰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의료 

기관에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 중재 전략 및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되는 말 : 격리 입원 환자, 불확실성, 우울, 불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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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격리는 전염병 환자, 전염병 의사환자, 또는 전염병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다

른 환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질병관리본부, 2018). 병원 내 입원

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질환에 따라 다양한 격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의료 기관에서의 격리는 공기 매개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음압 

격리, 접촉 매개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접촉 격리, 외부 감염으로부

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격리(역격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

부(2018)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통하여 의료 기관 내에서의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격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불안, 우울 등

의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김혜조, 송경애, 최동원, 박호란, 

2006; Bieh et al., 2017; Day, Morgan, Himelhoch, Young, & 

Perencevich, 2011; Ibert, Eckstein, Günther, & Mutter, 2017; Jeong et 

al., 2016; Kunitomi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 격리 상황은 환자의 불안, 

우울, 분노 점수를 높이고 불확실성 등의 정신 건강과 관련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Abad, Fearday, & Safdar, 2010). 특

히, 격리 병실 입실 상황이 환자의 상태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김혜조 등, 2006), 격리를 경험하는 환자의 불안과 우울

은 환자의 전반적 삶의 질을 낮추고, 의료 비용을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unitomi et al, 2010). 더불어 환



- 2 -

자의 불안, 우울 문제가 지속되고 악화 될 경우에는 개인적 건강 문제를 넘어

서 자살로 이어지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격리 상황에서의 

환자의 정신 건강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이처럼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나 국

내 의료 기관 및 정부는 여전히 물리적 격리 전파 예방에만 치중하고 있고, 

정신 건강 관련 연구는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아 실무 중재안을 개발하는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일부 연구들은 격리 상황에서의 정신 

건강 상태를 격리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후향적으로 평가하여, 격리 기간 동

안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Bieh 

et al., 2017; Jeong et al., 2016), 입원 기간 동안 제공할 중재 개발을 위하

여 추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 격리 상황이 정신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근거 기반으로 한 정신 건강 

중재 방안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안되었다. 즉, 격리 형태에 따른 다양

한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할만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이 미술치료 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Gabriel et al, 2001). 

  특히, 선행 연구를 통해 의료진의 정보 제공이 환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

다(Coulter & Ellins, 2006). 또한 치료 과정에 대해 정보 제공 교육이 상태 

불안과 불확실성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류경, 조숙희, 2015). 따라서 격리 

환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중요하며, 격리 환자의 정신 건강 중재 방안 개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격리 관리 지침이 있으나 격

리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의료진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의 질과 양이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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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격리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에 관

한 조사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

고 보다 효율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 격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우울, 불안 간의 관계와 특히, 상태불안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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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격리 시 경험하는 불확실성, 우울, 불안 

간의 관계와 특히, 상태 불안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격리 입원 환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격리적 특성)을 파악

한다. 

  2) 격리 입원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확실성, 우울, 불안(상태, 특성)의 차이

를 비교한다.   

  3)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상태,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한다.

  4)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의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5) 병원 내 격리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환자 요구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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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격리

 ➀ 이론적 정의 

    전염병환자, 전염병 의사환자, 또는 전염병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다른 환

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

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질병관리본

부, 2018).

 

 ➁ 조작적 정의 

  - 음압 격리: 공기 매개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음압이 유

지되는 1인실 음압 격리 병실 내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공기 흐름이나 비말 등에 의한 직, 간접적인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

을 의미한다(질병관리본부, 2018).

  - 접촉 격리: 접촉 매개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 격리 병실 내

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접촉 등에 의한 직, 간접적인 병

원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질병관리본부, 2018).

  - 보호 격리(역격리): 외부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무균 병실 내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병원

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질병관리본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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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

 ➀ 이론적 정의 

    불안이란 긴장과 걱정에 대한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으로 시

간, 상황 변화로 인해 강도가 변화되는 정서적 상태이다(Spielberger, 

1972).

 ➁ 조작적 정의 

  - 상태 불안: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2)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번안한 한국

어판 STAI-X1 척도(김정택, 신동균, 1978)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특성 불안: 지각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

해 Spielberger(1972)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번안한 

한국어판 STAI-X2 척도(김정택, 신동균, 1978)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불확실성

 ➀ 이론적 정의 

    불확실성은 질병 관련 사건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것에 영향하는 변수

로,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인지상태이다(Mishel & Brade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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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조작적 정의  

    격리 입원 환자가 병실에 입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상태로 Mishel과 Braden(1988)이 개발한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를 정재원 등(200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우울

 ➀ 이론적 정의 

    우울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다(Beck, 1979).

 ➁ 조작적 정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번안한 한국판 CES-

D 척도(조맹제, 김계희, 1993)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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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격리 치료에 대한 최근 경향 

  2015년 한국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가 처음으로 진단되면서 16개의 병원에서 18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

였다. 질병관리본부(2015)의 현황 분석에서 감염 장소는 병원이 92.5%로 대부

분이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 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면회 시간제한 및 병동 면회객 출입통제시스

템을 도입하여 면회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

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격리 입

원 환자의 경우, MERS 발생 이전 보다 더욱 엄격하게 고립된 환경에서 치료

를 받게 되었다.

  2016년 정부는 음압격리병실(1인실 원칙) 구비 의무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 격리 병실을 300병상 당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7a). MERS 발생 

전에 의료기관 시설 기준 내 음압 격리 병실 구비 의무가 없어 결핵 환자들도 

균주가 같다면 2인실인 음압 병실에서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MERS가 

발생하고 정부는 신종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

하였다(보건복지부, 2017a). 특히, 음압 격리 병실은 1인실 원칙으로 하며 음

압 구역과 비음압 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실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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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격리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 기관에서는 다제 내성균 감염일 때에 표

준주의와 함께 접촉주의를 적용하여 전파를 막고 있다. 임상에서는 다제 내성

균에 감염된 환자에게 접촉주의 지침을 적용하고, 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

리 병동 전실 또는 1인실로 전실하게 되면서 방문객 제한 및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도 제한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8). 또한 격리 병실에 출입하는 의료

진들은 장갑, 가운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출입하게 된다. 다제 내성균의 경

우에는, 격리 시 반드시 1인실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균주의 경우, 다

인실 내에서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질병관리본부, 2018).

  보호 격리의 입원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질

병관리본부, 2018), 역격리의 입원 환자의 경우,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가 500/mm²이하인 경우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

우,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등에 격리가 가능하며(건강보험심사평

가원, 2018), 이는 1인실 격리와 무균 격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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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 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 건강 문제 

  본 장에서는 격리된 환경이나 치료를 경험하는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최신 국내외 연구 현황을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하

여 파악하였다. 국외 데이터 베이스는 Cochrane Library, Pubmed/ Ovid 

Medlin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이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DBPIA),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를 이용하

였다. 문헌탐색 시기는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도 이후의 출판 

논문으로 탐색하였다. 검색어는 병원 내 격리(hospitalized isolation), 격리 병

실(isolation room), 격리 지침(isolation precaution), 불확실성(uncertainty),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이었고 검색은 1) 병원 내 격리 or 격리 병실 

or 격리 지침(hospitalized isolation or isolation room or isolation 

precaution) and 2) 불확실성(uncertainty) or 우울(depression) or 불안

(anxiety)을 조합하였다. 

  이후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논문, 본 연구 주제와 관

련 없는 문헌, 중재 연구 및 초록만 제시한 논문을 제외하고 총 11편을 선정

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음압 격리와 관련 연구 2편, 접촉 격리 

관련 연구 4편, 보호 격리(역격리) 격리 환경 연구 5편이었다. 즉, 격리와 관

련된 연구가 대부분 접촉 격리나 보호 격리(역격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

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공기 매개 감염 질환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병원 내 음압 격리 상황에서의 연

구는 시도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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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입원하여 치료 받는 과정에서 질환에 따라 다양한 격리 조치들이 

이루어지며, 치료적 목적으로 행해진 격리 상황에 대해 환자들의 경험은 대부

분 부정적인 감정, 불안, 우울 등의 증가로 연결됨이 보고 되어왔다(김혜조 

등, 2006; Bieh et al., 2017; Day et al., 2011; Ibert et al., 2017; Jeong 

et al., 2016; Kunitomi et al., 2010). Day 등(2011)의 연구에서 접촉 격리

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우울을 겪는다고 보

고되었다. 또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Morgan, Diekemia, Sepkowitz, & 

Perencevich, 2009)에서는 접촉 격리 환경이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감소시키

고 불안,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Jones(2010)과 Abad 등

(2010)의 체계적인 문헌고찰 연구에서 접촉 격리 환경이 환자들에게 다른 사

람들과 떨어져 있는 느낌, 외로운 느낌, 활동이 제한되는 느낌이 증가함을 보

고되었다. 또한, 격리 환경이 환자의 불안, 우울,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불

확실성 등의 부정적인 정신 건강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치료적 과정에서 음압 격리, 보호 격리(역격리) 등의 엄격한 격리는 환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호 격리(역격리) 환경의 경우, 환자는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Kunitomi 등

(2010) 연구에 의하면 일반 병동에 비해 보호 격리(역격리) 병동에 입원한 환

자들이 더 높은 우울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고, 보호 격리(역격리) 병동에 있

는 환자들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일반 병동에 있는 사람보다 9배 정도 높다

고 보고되고 있다. 김혜조 등(2006)의 연구에서 보호 격리(역격리) 병실에 있

는 환자의 경우, 제한된 장소 격리로 인해 불안도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Sasaki 등(2000)에 따르면 격리 기간 동안 불안, 우울, 불면, 환각, 혼동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들 중 49%의 환자가 겪는다고 보고하

고 있다. Ibert 등(2017)에 따르면 격리의 기간과 불안 경험은 정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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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Tecchio 등(2013)에서 격리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우울을 겪는 환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보

호 격리(역격리)는 환자들에게 불안, 우울 등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 격리(역격리) 병실에 입원하는 환

자의 경우에는 불안 감소를 위한 간호사의 지지와 배려가 필요하고 이들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접촉 격리를 겪게 되는 환자들과 다르게 공기매개 질환에 감염되어 음압 격

리된 환자들은 반드시 1인실이어야 하며, 전실 구역, 비전실 구역으로 나뉘는 

이중 격리 환경 내에 입원하게 된다. 이에 음압 격리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

은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 분노 등을 호소한다(Bieh et al., 2017; Jeong et 

al., 2016). Jeong 등(2016) 연구에 의하면 MERS 확진 환자 중에 격리 기간 

동안 47.2%의 환자가 불안의 증상을 겪었고, 격리 해제 4 ~ 6주 후에도 

19.4%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격

리 상황에 대한 불안은 격리 해제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ieh 등(2017) 연구에 의하면 음압 병실 격리는 환자에게 감금의 느낌

을 주며 격리가 다른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한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 내 격리로 인해 환자는 사회 생활 시 정신, 사회적

인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하여 병원 내 격리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격

리 입원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병원 

내 음압 격리가 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측

정하여 격리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할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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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의 중요성 

  

  최근 의료 서비스의 초점은 환자 중심 접근법을 기반으로 의료진 주도의 질

병의 치료와 결정에서 대상자의 선택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다(Coulter, 1997).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보 추구와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상자가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 서비

스의 과정은 일반적 서비스와 다르게 상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의료진과 환

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이종학, 김찬중, 2013). 특히, 의료

진의 정보 제공은 환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불확실성은 질병 상황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 진단의 불명확성, 예측할 수 

없는 증상들, 치료 및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질병 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Mishel, 1990). 또한, 입원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질병에 

대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장형숙, 이창숙, 양영희, 2015). 최근 환자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정보 추구와 의사 결정에서의 적극적 참여

를 원하고 있으며(Coulter, 1997), 의사 결정에서의 참여하여 환자 본인의 자

아존중감과 만족감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Wills & Holmes-Rovner, 2003). 

  또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 결정 상황에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행에 거부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

대된다(Davison & Goldenberg, 2003). 환자 만족은 의료진의 의사소통 방법

에 따라 달라지며(서판수, 2002),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시할 때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참



- 14 -

여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ulter & Ellins, 2006). 또한, 환자 만족과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의료

진이 환자 중심 의사소통을 할수록 환자는 진료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참여하게 되어 환자 만족과 치료 성과가 높아지게 한다(이종학, 김찬중, 

2013). 

  이처럼 선행 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

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치료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격리 입원 환자에게 격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격

리 입원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 성과가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격리에 대한 국내 의료진의 정보 제공의 여부와 환자 경

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충분히 시도되어지지 않아,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

보 제공 및 의사소통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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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Mishel의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출하

였다(Mishel, 1990). 질병 불확실성 이론을 격리 병실 입원 환자에게 적용하

면 자극 프레임(stimuli frame)의 사건 친숙성(event familiarity)으로 격리 병

실 입원으로 볼 수 있다. 증상 패턴(symptom pattern)과 사건 적합성(event 

congruence)은 격리 형태 및 격리 정보 제공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구

조 제공자(structure providers)는 개인이 자극 형태를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격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여 격리에 대한 정보에 따라 환자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에 따른 부적응의 한 축으로 불안, 우울을 가정하였다(Figure 1). 

 구조 제공자

의료진의 격리에 대한 정보 제공 

 자극 프레임

  격리 병실 입원 
불확실성 불안 및 우울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propose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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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 내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

는 횡단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 종합 병원의 격리 조치된 환자를 대

상으로 편의 표집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②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➂ 격리 병실 또는 격리 병동에 입원한 자로 단, 보호 격리(역격리) 환자의 

경우, 무균 병실 내 치료로 인해 연구자 출입 및 설문지 반입이 어려워 

격리 해제 후 7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대상자 제외 기준

    ① 인지 능력 저하(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 24점 미만)를 보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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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중간정

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상 독립 변수 5개(성별, 격리 

설명 충분 여부, 격리 형태, 불확실성, 특성 불안)를 적용하여 92명이 필요함

이 확인되었다. 다만, 설문조사 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02명을 설문

을 배포하고, 이후 환자 불편함 호소하여 중도 철회한 9부, 회수 불가 1부를 

제외하여 최종 92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모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 종합 병원 내 감염관

리실의 동의 하에, 격리 입원 환자의 명단을 받아 해당 임상과에 동의를 받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직접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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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나이,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 

직업, 가족 형태 등을 포함하여 자가 보고로 설문을 실시하고, 의료진으로부터 

격리에 대한 정보 획득 유무에 대해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했다. 격리적 

특성은 격리 형태, 격리 기간, 격리 횟수, 합병증 유무, 합병증 개수, 격리 해제 

후 일수 등을 환자 의무기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2) 상태 불안

  Spielberger(1972)에 의해 개발된 상태 불안 측정도구를 김정택과 신동균

(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 시킨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type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2점), ‘보통으로 그렇다’(3점), ‘대단히 그렇다’(4점)로 측정하여 

총합은 20 ~ 8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택과 신동균(1978)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측정되었다. 

3) 특성 불안

   Spielberger(1972)에 의해 개발된 특성 불안 측정도구를 김정택과 신동균

(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 시킨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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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Likert-type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4점)로 측정하여 

총합은 20 ~ 80점 범위로 제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택과 신동균(1978)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로 측정되었다.

4) 불확실성 

  Mishel과 Braden(1988)에 의해 개발된 질병 불확실성 도구(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정재원 등(2005)이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이 Likert-type 5점 척도(1=‘전혀 아니다’부터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총합은 33 ~ 165점 범위이며, 불확실성 하부영

역으로 애매모호성(ambiguity)의 총합은 13 ~ 65점, 복잡성(complexity)의 

총합은 7 ~ 35점, 불일치성(inconsistency)의 총합은 7 ~ 35점, 예측불가능

성(unpredictability)의 총합은 5 ~ 25점이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재원 등(2005)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측정되었다.

5) 우울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역학연구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번안한 한국판  

CES-D 척도(조맹제, 김계희, 1993)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type 4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극히 드물다’(0점), ‘가끔 

있었다’(1점), ‘종종 있었다’(2점), ‘대부분 그랬다’(3점)로 측정하며 총합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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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서는 15

점을 기준점으로 높으면 우울증을 진단 할 수 있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조맹제와 김계희(1993)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측정되었다. 

6)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 

  

  설문지에서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에 대한 질문은 3문항이었다.   

‘귀하는 의료진에게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의료진이 귀하에게 제

공한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환

자를 대상으로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

용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와 5분간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추가 내

용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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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기관의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승인번호 4-2018-0700)을 받은 후,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 종합 병원 간호국의 승인 및 격리 입원 환자의 해당 진료과의 승인을 받

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2018년 10월 4일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병실 내에서 동의서를 작성

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시력이 나쁘거나 설문지를 직

접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연구자가 문답형식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후 연구자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병원의 전자의

무기록을 확인하여 환자들의 격리적 특성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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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기관의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IRB) 승인(승인번호

4-2018-0700)을 받은 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모집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발성, 비밀 보

장 등을 직접 일대일로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여 연구의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포함된 연구 내용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

지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그

리고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에 응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

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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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격리 입원 환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격리적 특성)과 불

확실성, 우울, 불안의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2) 격리 입원 환자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우울, 불안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검정하고, 사후 분석은 Scheffé's test로 

하였다.

  3)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 하였다. 

  4)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병원 내 격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에 대해 대상자와 일

대일 면담을 통해 Elo와 Kyngäs(2008)의 귀납적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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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92명의 격리 입원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62±13.85세로 40~59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44.6%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63.0%)이었다. 대상자의 77.2%가 기혼자

였고, 43.5%가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79.3%가 고

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66.3%는 종교를 가지

고 있으며, 71.7%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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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Age(year) 56.62(13.85)

19~39 11(12.0)
40~59 41(44.6)
60~79 35(38.0)
≥80 5(5.4)

Gender Men 58(63.0)
Women 34(37.0)

Marital status Married 71(77.2)
Single 17(18.5)
Seperated/divorced 4(4.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5.5)

Middle school 14(15.2)

High school 27(29.3)

≥University 46(50.0)

Religion Christianity 28(30.4)
Catholic church 10(10.9)
Buddhism 18(19.6)
None 31(33.7)
Other 5(5.4)

Employment status Student 1(1.1)
Self-employed 16(17.4)
Employed 13(14.0)
Profession 10(10.9)
None 26(28.3)
Other 26(28.3)

Living status Living with child 3(3.3)
Living with spouse 28(30.4)
Living alone 10(10.9)

Living with both 

spouse and child
40(43.5)

Other 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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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92명의 격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의료진의 격리에 

대한 정보 제공은 96.7%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의료진이 제공한 격리에 대

한 설명이 충분하다고 답한 대상자는 82.6%로 파악되었다. 격리형태는  음

압 격리가 37.0%, 접촉 격리가 30.4%, 보호 격리(역격리)가 32.6%,로 나타

났고, 평균 격리 기간은 13.29±14.23일로 나타났다. 격리 횟수는 대부분 1

회 격리(89.1%)되었다. 격리 해제 후 평균 일수는 1.20±2.02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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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isolation of study participants 

(N = 92)

n(%) Mean(SD)

Informed about 

isolation?

Yes 89(96.7)

No 3(3.3)

Received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solation?

Yes
76(82.6)

No
16(17.4)

Type of isolation Negative pressure 

 isolation 
34(37.0)

Contact isolation 28(30.4)

Aseptic isolation 30(32.6)

Duration of 

isolation(day)

13.29(14.23)
<7 40(43.5)

7~13 9(9.8)

14~20 30(32.6)

21~27 4(4.3)

≥28 9(9.8)

Frequency of 

isolation

1.13(.40)
1 82(89.1)

≥2 10(10.9)

Reason of isolation Tb 20(21.7)

r/o Tb 11(12.0)

CPE 8(8.7)

VRE 19(20.7)

Hematology disease 30(32.6)

Other 4(4.3)

Days after release 

from isolation

1.20(2.02)
0 63(68.5)

1~3 11(12.0)

4~6 18(19.5)

Note. Tb=Tuberculosis, CPE=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VRE=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r/o=rul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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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s of uncertainty, depression, and state-trait anxiety

(N = 92)

Variables
Mean(SD)

 Total Average 

Uncertainty Ambiguity 37.95(9.38) 2.92(.72)

Complexity 15.80(3.73) 2.26(.53)

Inconsistency 16.64(4.61) 2.37(.66)

Unpredictability 15.49(3.18) 3.10(.64)

Total 85.88(15.48) 2.68(.48)

Depression 19.63(12.86) .99(.64)

State anxiety 45.51(11.39) 2.28(.57)

Trait anxiety 42.40(9.18) 2.12(.46)

2. 연구 대상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격리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의 정도는 

85.88±15.48점(2.68±0.48)이고, 불확실성 하부 영역으로 애매모호성은 

37.95±9.38점(2.92±0.72), 복잡성은 15.80±3.73점(2.26±0.53), 불일치성은 

16.64±4.61점(2.37±0.66), 예측불가능성은 15.49±3.18점(3.10±0.64)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 평점평균으로 보았을 때, 예측불가능성(3.10±0.64), 애

매모호성(2.92±0.72), 불일치성(2.37±0.66), 복잡성(2.26±0.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19.63±12.86점(0.99±0.64), 상태 불안은 

45.51±11.39점(2.28±0.57), 특성 불안은 42.40±9.18점(2.12±0.46)으로 나

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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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우울, 불안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

성 불안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나이, 성별, 교육정도에 따라서 일부 변수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Table 4). 그러나 결혼 상태, 종교, 직업, 가족 형

태에 따른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에 따라 불확실성(t=3.30, p=.02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80세 이상의 그룹(102.60±17.24)이 19~39세 그룹

(77.36±13.63)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이에 따른 우

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불확실성(t=-2.24, p=.028), 우울(t=-3.62, p<.001), 상태 불

안(t=-2.39, p=.019), 특성 불안(t=-2.73, 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이 확인 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을 높게 보고 하였다(all p values<.05). 

  교육 정도에 따라 불확실성(t=3.97, p<.001)과 우울(t=2.85, p=.005)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등 교육 이하 받은 그룹(97.53±16.38)

이 고등 교육 이상 받은 그룹(82.85±13.81)보다 불확실성이 더 높았으며, 중

등 교육 이하 받은 그룹(26.84±12.62)이 고등 교육 이상 받은 그룹

(17.75±12.33)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 정도에 따른 

상태 불안, 특성 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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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certain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Age(year) 19~39a 77.36

(13.63)

3.30*

(.024)

(a<d)†

15.55

(8.90)

.77

(.512)

46.45

(6.85)

.48

(.695)

40.45

(6.17)

.73

(.540)

40~59b 86.76

(15.18)

19.37

(14.02)

44.61

(11.65)

42.37

(9.88)
60~79c 86.31

(14.68)

21.69

(12.30)

46.86

(12.19)

43.66

(9.17)
≥80d 102.60

(17.24)

16.40

(14.74)

41.40

(12.78)

38.20

(9.71)
Gender Men 83.17

(16.19) -2.24*

(.028)

16.14

(12.02) -3.62***

(<.001)

43.40

(11.58) -2.39*

(.019)

40.47

(9.28) -2.73**

(.008)Women 90.50

(13.16)

25.59

(12.19)

49.12

(10.22)

45.71

(8.12)
Marital status Married 85.21

(16.03)

2.26

(.110)

19.52

(13.23)

.34

(.710)

44.70

(11.77)

1.43

(.246)

41.58

(9.65)

1.71

(.188)
Single

84.94

(13.03)

18.88

(12.78)

46.88

(9.58)

44.29

(7.14)

Other 101.75

(3.60)

24.75

(4.86)

54.00

(9.49)

49.0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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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certain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97.53

(16.38) 3.97***

(<.001)

26.84

(12.62) 2.85**

(.005)

50.05

(12.72) 1.98

(.050)

45.74

(8.93) 1.80

(.075)≥High

 school
82.85

(13.81)

17.75

(12.33)

44.33

(10.88)

41.53

(9.11)

Religion Have religion 86.05

(15.37) .15

(.884)

19.23

(12.76) -.42

(.677)

45.87

(11.80) .42

(.675)

41.95

(9.47) -.66

(.511)None 85.55

(15.93)

20.42

(13.23)

44.81

(10.67)

43.29

(8.66)

Employment

 status

Employed 84.86

(16.22) -1.00

(.318)

18.41

(11.97) -1.46

(.148)

44.73

(10.87) -1.05

(.295)

41.88

(8.98) -.87

(.387)Not employed 88.46

(13.36)

22.73

(14.69)

47.50

(12.61)

43.73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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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certain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Living status Living with

 child
91.33

(8.14)

1.92

(.114)

17.33

(5.13)

1.44

(.227)

54.00

(6.08)

.97

(.429)

43.33

(7.51)

1.29

(.282)

Living with 

 spouse
88.75

(16.97)

21.39

(14.27)

44.07

(13.86)

40.89

(10.71)

Living alone 94.40

(15.44)

26.80

(12.55)

49.30

(10.87)

48.10

(6.30)

Living with

 both spouse

 and child

81.68

(14.30)

17.98

(12.53)

44.43

(10.30)

41.65

(8.98)

Other 84.64

(14.14)

15.27

(10.10)

47.36

(9.15)

43.55

(7.34)

* p<.05, ** p<.01, *** p<.001, † Scheffé'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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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격리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

안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의료진의 격리에 대한 정보 제

공 및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도와 격리 형태, 이유에 따라서 일부 변수가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하지만 격리 기간, 횟수, 격리 해제 후 기간에 따

른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의료진이 격리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불확실성(t=-2.26, p=.026), 

우울(t=-2.34, p=.021), 특성 불안(t=-5.62, 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즉, 격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보다 불확실성, 우울, 특성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l p 

values<.05). 상태 불안은 격리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이 제공한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에 따라 불확실성(t=-4.77, 

p<.001), 우울(t=-4.38, p<.001), 상태 불안(t=-4.99, p<.001), 특성 불안

(t=-2.85,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100.94±13.41)에 설명이 충분한 경우

(82.71±14.00)보다 불확실성이 더 높으며,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

은 경우(31.31±12.79)에 설명이 충분한 경우(17.17±11.52)보다 우울도 높

았다. 또한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57.00±9.47)에 설명이 

충분한 경우(43.09±10.26)보다 상태 불안이 높았으며,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48.13±8.02)에 설명이 충분한 경우(41.20±9.00)보다 특

성 불안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이 제공한 격리에 대한 설명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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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에 따라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모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격리 형태에 따라 불확실성(F=4.07, p=.020), 우울(F=6.61, p=.002), 상태 

불안(F=3.15, p=.048), 특성 불안(F=6.62, p=.00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Scheffé's test)을 실시한 결과, 접촉 격리 그룹

(92.54±16.00)이 보호 격리(역격리) 그룹(82.10±13.29)보다 불확실성이 높

았음을 알 수 있고, 접촉 격리 그룹(26.00±12.20)이 음압 격리 그룹

(14.76±8.58)보다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불안의 경우에는, 

접촉 격리 그룹(47.36±8.20)이 음압 격리 그룹(39.97±8.78) 및 보호 격리(역

격리) 그룹(40.53±8.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태 불안은 사후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격리 이유에 따라 불확실성(F=4.52, p=.014), 우울(F=6.64, p=.002), 상태 

불안(F=3.83, p=.026), 특성 불안(F=7.67,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Scheffé's test)을 실시한 결과, CPE and/or VRE

의 그룹이 TB and r/o Tb의 그룹보다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l p value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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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by characteristics related to 

isolation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certain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Informed      

about 

isolation?

Yes 85.22

(15.14) -2.26*

(.026)

19.07

(12.54) -2.34*

(.021)

45.29

(11.47) -1.00

(.318)

42.03

(9.10) -5.62**

(.008)No 105.33

(15.04)

36.33

(13.20)

52.00

(6.56)

53.33

(3.06)
Received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solation?

Yes 82.71

(14.00)
-4.77***

(<.001)

17.17

(11.52)
-4.38***

(<.001)

43.09

(10.26)
-4.99***

(<.001)

41.20

(9.00)
-2.85**

(.005)
No

100.94

(13.41)

31.31

(12.79)

57.00

(9.47)

48.13

(8.02)

Type of 

isolation

Negative 

pressure 

 isolationa 

83.74

(15.51)
4.07*

(.020)

(c<b)†

14.76

(8.58)
6.61**

(.002)

(a<b)†

42.97

(11.87)
3.15*

(.048)

39.97

(8.78)
6.62**

(.002)

(a,c<b)†

Contact    

 isolationb

92.54

(16.00)

26.00

(12.20)

49.82

(10.21)

47.36

(8.20)

Aseptic    

 isolationc
82.10

(13.29)

19.20

(15.14)

44.37

(11.07)

40.53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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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by characteristics related to 

isolation (Continued)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certain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Duration of 

isolation

(days)

<7 86.00

(17.59)

2.38

(.058)

17.90

(11.54)

1.11

(.358)

44.08

(11.91)

1.97

(.106)

41.88

(9.15)

1.33

(.265)

7~13 87.00

(15.12)

19.78

(10.76)

46.00

(7.78)

40.56

(8.96)

14~20 84.80

(12.87)

20.50

(15.35)

45.63

(10.84)

42.23

(8.53)

21~27 68.25

(13.05)

14.00

(13.78)

38.25

(12.53)

39.00

(14.58)
≥28 95.67

(7.42)

26.78

(9.95)

54.22

(10.77)

48.67

(8.49)

Frequency of 

isolation

1 85.32

(15.25) -1.00

(.320)

19.56

(12.90) -.15

(.883)

45.73

(11.52) .53

(.597)

42.17

(9.08) -.69

(.492)≥2 90.50

(17.42)

20.20

(13.16)

43.70

(10.58)

44.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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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by characteristics related to 

isolation (Continued)
(N = 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certain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Reason of 

isolation∮

Tb and

 r/o Tb a
82.58

(15.24)

4.52*

(.014)

(a<b)†

14.39

(8.66)

6.64**

(.002)

(a<b)†

42.10

(11.43)

3.83*

(.026)

(a<b)†

39.29

(8.12)

7.67**

(.001)

(a<b)†

CPE and/or  

 VRE b
92.54

(16.00)

26.00

(12.20)

49.82

(10.21)

47.36

(8.20)

Hematology  

 disease c
85.10

(13.29)

19.20

(15.14)

44.37

(11.06)

40.53

(8.95)

Days after 

release from 

isolation

0 87.46

(16.21)
1.34

(.266)

19.56

(11.85)
1.78

(.175)

45.90

(11.56)
1.08

(.344)

43.17

(9.22)
1.40

(.252)

1~3 79.64

(16.79)

14.09

(14.17)

40.91

(9.42)

38.18

(9.69)
4~6 84.17

(10.99)

23.28

(14.87)

46.94

(11.74)

42.28

(8.53)
* p<.05, ** p<.01, *** p<.001, † Scheffé's test
∮Chickenpox patients(n=3) a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Note. Tb=Tuberculosis, CPE=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VRE=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r/o=rul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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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 간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불확실성,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상태 불안과 불확실성(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우울, 특성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상태 불안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우울, 특성 불안이 높아졌다. 대상자

의 특성 불안과 불확실성(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특성 불안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애매모호

성, 복잡성, 불일치성), 우울이 높아졌다. 또한, 우울은 불확실성(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불

확실성(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이 높아졌다.  

  불확실성의 하위 요소들의 관계는 애매모호성과 복잡성, 불일치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애매모호성이 높을수록 복잡성, 불

일치성도 높아졌다. 또한, 복잡성과 불일치성, 예측불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즉, 복잡성이 높을수록 불일치성,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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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among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N = 92)

Uncertainty

(Ambiguity)

Uncertainty

(Complexity)

Uncertainty

(Inconsistency)

Uncertainty

(Unpredictability)
Depression

State

anxiety

Trait

anxiety

r(p)

Uncertainty

 (Ambiguity)
1

Uncertainty

 (Complexity)

.29**

(.005)
1

Uncertainty

 (Inconsi

 -stency)

.73***

(<.001)

.41***

(<.001)
1

Uncertainty

 (Unpredict

 -ability)

-.02

(.819)

.39***

(<.001)

.04

(.738)
1

Depression .48***

(<.001)

.30**

(.004)

.40***

(<.001)

.05

(.624)
1

State 

 anxiety

.51***

(<.001)

.34**

(.001)

.35**

(.001)

.07

(.534)

.67***

(<.001)
1

Trait

 anxiety

.52***

(<.001)

.37***

(<.001)

.41***

(<.001)

.12

(.247)

.68***

(<.001)

.71***

(<.001)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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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대상자의 상태 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상태 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격리적 변수 중 단변량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상 상태 

불안에 관련된 성별, 격리 설명 충분 유무, 격리 형태를 불확실성, 특성불안 

및 우울과 함께 포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이하

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6으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상태 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최종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R2=.618, 

Adjusted R2=.586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9.44, p<.001).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의 관련 요인은 격리 설명이 충분도(β=.23, 

p=.005), 우울(β=.24, p=.020), 특성 불안(β=.49, p<.001)으로 확인되었다. 

즉, 격리와 관련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울 및 특성 불안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 격리 형태, 불확

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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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associated with state anxiety

(N = 9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57 5.848 1.81 .074

Gender

  Men (Ref.)

  Women -.35 1.709 -.02 -.21 .837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solation

  Yes (Ref.)

  No 6.80 2.384 .23 2.85 .005

Type of isolation

  Contact isolation  (Ref.)

  Negative  pressure  

  isolation
1.41 2.035 .06 .69 .490

  Aseptic isolation 2.14 2.074 .09 1.03 .306

Uncertainty .03 .064 .04 .48 .631

Depression .21 .090 .24 2.37 .020

Trait anxiety .61 .124 .49 4.93 <.001

R2=.618, Adjusted R2=.586, F=19.44, p<.001

Note. Ref. = Referenc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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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d patient

(N = 16)

Patient Gender Age Reason of isolation

1 Woman 21 Tb

2 Man 71 CPE

3 Woman 43 VRE

4 Woman 57 VRE

5 Man 46 CPE

6 Man 82 r/o Tb

7 Woman 68 r/o Tb

8 Woman 80 VRE

9 Man 49 VRE

10 Man 64 r/o Tb

11 Woman 41 Hematology disease

12 Man 67 Tb

13 Woman 59 VRE

14 Woman 53 VRE

15 Woman 60 VRE

16 Man 58 Hematology disease

Note. Tb=Tuberculosis, CPE=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VRE=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r/o=rule out

6. 격리에 대해 의료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분석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일대일 면담 내용에 근거하여 대

상자의 요구도 조사는 총 16명에게 이루어 졌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격리 

질병 관련 요구도, 격리 설명 관련 요구도, 격리 환경 관련 요구도, 3개의 범

주가 확인 되었다.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환자들은 다음

과 같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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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 질병 관련 요구도

  질병 관련해서 환자들은 격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질병에 대해 의료진

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해 주길 원하였다. 이는 불확실

성의 하부 영역에서 애매모호성(ambiguity), 복잡성(complexity), 예측불가능

성(unpredictability)을 낮추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된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내가 가진 질병이 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 좋겠어.”(환자 2)

  

  “통증이 심해서 격리 설명을 못 들었어. 환자에게 직접 격리와 격리 질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이런 질병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

거나 다른 병동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 마음이 너무 불안해.”(환자 3)

 

 “보호자는 알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격리 질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에겐 질환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곧 죽을 거라고 하니 황당합니다.”(환자 

5)”

  “어떤 균이 검출되어 격리되는지 의료진이 이야기해주었으나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반복, 추가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 (환자 15)

2) 격리 설명 관련 요구도

  격리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들은 구체적인 격리 방법 및 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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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길 원하였다. 이는 불확실성의 하부 영역에서 지식의 불일치성

(inconsistency)과 관련이 있다.

  “얼마나 격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환자 1)

  “격리 질병 및 약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

요.”(환자 7)

  “왜 격리가 필요한가요, 설명 없이 병실 이동을 했어요. 적어도 격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환자 9)

  “음압 격리 병실로 아무 설명 없이 가려고 하니 덜컥 겁이 나지. 음압 격리 

병실은 메르스 사태로 널리 알려졌는데 음압 격리 병실로 가라고 하니까 상

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내가 메르스에 걸린 건 아닌지 겁이 날 수밖에 

없지. 격리 의심 환자여서 음압 격리 병실에 간다고 제대로 설명을 미리 해

줬어야 돼.”(환자 10)

  “본인은 격리에 대해 언급된 적이 없어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환자 16)

3) 격리 환경 관련 요구도

  격리 환경 관련하여 격리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폐쇄성과 관련된 예상

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원하였다. 

  “폐쇄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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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진료실에서 격리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지는 않았고 코디 

선생님께 안내를 받았는데 격리실 준비물이나 주의 사항만이 아니라 그 안

에서 얼마나 견뎌야하고 얼마나 힘들지 조금이라도 언지를 해주었으면 합니

다.”(환자 11)

  “격리에 대해서 책자 등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 환경 또한 대화 나누기 힘

들고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격리라는 것이 인

간에 대한 분리인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환자 12)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심지어 의료진도 격리 지침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 격리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격리를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어요.“(환자 

13)

  “격리 생활에 대한 유의사항, 생활태도, 위생, 면회 제한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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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상태 불안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 

  격리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2018)에 

의해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질환에 따라 물리적으로 환경을 제한

하는 것이다. 병원 내에서의 격리라는 상황은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김혜조 등, 2006; Bieh et al., 2017; Day et al., 2011; 

Ibert et al., 2017; Jeong et al., 2016; Kunitomi et al., 2010). 특히, 치료 

과정에서 감염성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격리 상황은 어

떤 상황에서의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정신 건강 중 불안과 

우울, 특히, 상태 불안에 유의하게 나온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격리 입원 환자의 불안과 우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격리 상황에서의 상태 불안은 45.51±11.39점, 

특성 불안은 42.40±9.18점으로 나타났다. Tecchio 등(2013) 연구에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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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불안은 41.85점, 김혜조 등(2006) 연구에서의 상태 불안은 44.00점으로 

선행 연구에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도 상태 불안의 점수는 유사하게 확인되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은 19.63±12.86점으로 확인 되었다. 우울의 경우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아, 격리 상황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김혜조 

등, 2006; Bieh et al., 2017; Day et al., 2011; Ibert et al., 2017; Jeong 

et al., 2016; Kunitomi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격리는 의

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2018)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이므로 격리 입원 환자의 치료 시 불안 및 우울을 예방

할 수 있는 통합된 중제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격리 입원 환

자의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방안은 정부 및 병원 관련 기관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 된다. 또한, 격리 입원 환자의 불안,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의료진에게 격리 입원 환자의 불안 및 우울의 선별검사 시

행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불안(상태, 특성) 및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상태, 특성) 및 우울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질적으로 불안을 더 느낀다는 것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 장애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 유병률이 약 

2배가 높고, 주요우울장애 또한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약 2배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난 보건복지부(2016)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

다. 또한, Sasaki 등(2000)의 연구의 따르면 보호 격리(역격리) 기간 동안 정

신적 착란 증세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 착란 증세를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40~80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전체 대상자의 82.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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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이는 발달 과업 상 중년기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

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시

기로 이 시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이희연, 전혜성, 2011). 이 시

기에 격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자녀 돌봄 또는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 역

할 수행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본 연구에서 여성의 불안

(상태, 특성),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여성 환자의 불안, 

우울 등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중년 여성의 사회적 지

지를 위한 추가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진이 제공한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에 따라 불안(상태, 특성) 및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설명이 충분한 경우보다 불안(상태, 특성) 및 우울이 모두 더 높

았다. 이는 의료진이 격리 입원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

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격리 입원 환자

의 불안과 우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은정과 이영숙

(2016)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구조화된 정

보제공이 수술 환자의 불안 행동반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격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구조화된 설명이 격리 입원 환자의 불

안 및 우울을 중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격리 

입원 환자의 불안 및 우울을 줄이기 위해 의료진은 격리 입원 환자에게 질병

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의료 기관 차

원에서도 격리 입원 환자를 위한 구조화된 설명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격리 형태 및 격리 이유에 따라 특성 불안,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접촉 격리 그룹이 음압 격리 그룹보다 특성 불안 및 우울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에서 접촉 격리와 보호 격리(역격리)에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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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인 것으로 보아 접촉 격리와 보호 격리(역격리)가 우울

증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격리 형태에 따른 특성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접촉 격

리의 환자의 경우, 질병의 중증도가 높고, 격리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불확

실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치료로 인하여 질병이 완화되어도 격

리 해제가 되지 않아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김미자, 

2013). 보호 격리(역격리)에 경우,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치료적 목적으로 

인한 격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ANC가 회복되면 보호 격리(역격리) 즉, 

무균 격리에서 해제되는 특성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그러나 무

균 격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접촉 격리나 음압 격리에 비해 철저한 격리 환

경에 처하게 된다. 음압 격리의 경우, 결핵과 같은 급성기 질환의 특성을 가지

고 있고, 질병의 치료가 지속되면서 타인으로의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어 질

병의 정도에 따라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격리 형태에 따른 불안, 우울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선행 연구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나 격리 형태 

별로 격리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격리 입원 환자의 불안, 우울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Ibert et al., 2017; Kunitomi et al., 2010) 격리 기간 

및 합병증 유무가 불안, 우울의 관련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격리 기간 및 합병증 유무에 따른 불안, 우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 수의 부족 및 격리 형태의 특

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하여 대상자 수의 확보 및 격리 형태의 특성을 반

영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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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 관련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 평점평균이 2.28±0.57점, 

특성 불안 평점평균은 2.12±0.4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태 불안 점수가 특

성 불안 점수보다 높게 나온 것을 의미하며, 격리라는 상황이 환자의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또한, 격리 이유에 따라 상태 불안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정을 통하여 CPE and/or VRE 그룹

이 Tb and/or r/o Tb 그룹보다 상태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PE 

and/or VRE 그룹의 경우, 감염성 질환이 확진되었음을 의미하고 진단 받은 

즉시,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b and/or r/o Tb 그룹에서 

r/o Tb는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증이라는 

특성이 상태 불안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격리 형태에 따라 

상태 불안은 사후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접

촉 격리 그룹(49.82±10.21)이 음압 격리 그룹(42.97±11.87), 보호 격리(역격

리)(44.37±11.07) 그룹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

미자(2013)의 연구에서 접촉 격리 환자의 특성이 상태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접촉 격리 환자의 불안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식 또한 낮다. 이에 접촉 격리 

환자의 불안 및 정신 건강 인식 증진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의료 기관에서는 접촉 격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안을 스크리닝하여 그들

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의 관련 요인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격리 

설명 충분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격리 설명이 충분

하지 않을수록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

경과 조숙희(2015)의 연구 또한, 치료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교육이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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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불안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 기관이 격리 입원 환자를 대

상으로 격리의 특성에 따라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함을 시사한

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

지침(질병관리본부, 2018)과 같이 표준화된 정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리에 대한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료관련감염 격리교육지침

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격리 입원 환자의 상태 불안의 관련요인으로 특성 불안 및 우울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성 불안 및 우울이 높을수록 상태 불

안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성 불안 및 우울이 높을수록 상

태 불안이 높아지며, 상태 불안에 특성 불안 및 우울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호 

격리(역격리) 환자를 대상으로 한 Tecchio 등(2013) 연구의 보고와 본 연구

의 결과가 일치한다. 하지만 격리 입원 환자 중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 및 

우울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태 불안, 더 나아가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

련 연구 및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인식 증진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격리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및 

우울을 평가하여 특성 불안 또는 우울이 높은 사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과 특성 불안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 병실 또는 격리 병

동에 입원과 동시에 그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격리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의 정도는 85.88 

±15.48점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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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80세 이상의 그룹이 19~39세 그룹보다 불확실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에 따라 불확실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등 교육 이하 받은 그룹이 고등 

교육 이상 받은 그룹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 그

룹이 대졸 이상 그룹 보다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장형숙 등(2015)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에서와 일치한다. 불확실성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및 의사 결정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격리 입원 환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진이 제공한 격리 정보 제공 유무 및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에 

따라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접촉 격리 그룹이 보호 

격리(역격리) 그룹보다 불확실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의료진이 제공한 격

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16명 중에 접촉 격리 입원 환자가 9

명이었고, 대부분의 환자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격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

해서는 이해하지만 감염성 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그 중 2명은 중증도가 높고 환자 상태 악화의 이유로 의료진이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접촉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입원 전 격리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보호 격리(역격리)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영문, 서연희, 박미정(2018)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불확실성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직접, 

환자가 감염성 질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반

복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재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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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 간의 관계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우울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호 격리(역격리) 환자 대상으로 한 김혜조 등

(2006)의 연구에서 불안과 불확실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격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불

확실성, 우울, 불안을 2개 이상 비교한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결과 비교는 어

렵지만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해진과 이명선 

(2013)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 우울, 불안은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 불확실성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어 불확

실성, 특성 불안이 상태 불안,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하위 영역 중에서 예측불가능성은 평점평균 

점수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하위 영역 중 애매모호성, 불일치성

과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 수가 부족하며, 질병 불확실성의 측정도구가 격리를 정확하게 측정하

는 것이 아니므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격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격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심과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및 격리 병실 또는 격리 병동의 입실부터 퇴실까지 불

안 및 우울의 평가를 통하여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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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 입원 환자의 주관적 정보 요구도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한 환자를 대

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격리 질병 관련 요구도, 격리 설

명 관련 요구도, 격리 환경 관련 요구도, 이 세 가지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면

담을 시행한 환자들은 총 16명이었고 그 중 접촉 격리 환자가 9명, 음압 격리 

환자가 5명, 보호 격리(역격리) 2명으로 본 연구에서 파악되었다. 보호 격리

(역격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격리 환자가 격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

다고 답하였다. 이는 격리 형태에 따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사료된다. 보호 격리(역격리)의 경우, 조혈모 세포 이식 등의 질병의 치료적인 

목적으로 격리가 되어 치료 전에 치료 과정 설명과 함께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된다. 그러나 접촉 격리 또는 음압 격리의 경우, 질병의 치료를 하

는 도중에 감염성 질환의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격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격리에 대한 설명은 격리 

입원 환자 대부분 들었으나,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환자의 질병 악화 등의 이유로 의료진이 환자

가 아닌 보호자에게 감염성 질환 및 격리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정작 

격리되어 있는 환자는 본인이 왜 격리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격리된 경우도 

있으며, 격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격리 환경, 격리 기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료진은 격리 형태에 따라 격리 

입원 환자들의 설명 요구도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

가 시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격리 입원 환자를 대상으

로 격리 특성에 따라 질병 관련, 격리 환경, 격리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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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음압 격리, 접촉 격리, 보호 격리(역격리)로 격리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격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각 격리 형태가 

가진 특성이 달라 연구결과를 격리 입원 환자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제한

적이다. 보호 격리(역격리)의 경우,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치료를 통한 

격리로 질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격리 기간에 예측적이지만, 음압 격리 

및 접촉 격리의 경우, 감염성 질환의 완치 여부와 격리 기간의 불확실성, 

또한 감염성 질환이라는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하여 입원 생활의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격리 형태 따른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격리 입원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격리 입원 환자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격리라는 특수한 입원 환경에서 조사하게 되어 대상자의 자료 수집 과정

에서 환자 상태 악화 및 연구의 거부 등의 사항으로 대상자의 모집 시 선

택적 편중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부분은 대상자의 상태 불안의 관

련 요인이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추가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연구를 통해 해당 기관 차원에서 격리 상

황에 처하게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평가하여 정신 건강 예방 

및 관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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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연구는 격리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격리 설명 요구도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러나 내용 분석에 참여한 환자 

수가 적고, 물리적으로 일대일 면담 시간의 제한이 있어 격리 설명 요구

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격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화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격리 환자에게 

표준화된 격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구조화된 격리 

설명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4)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격리적 특성

을 포함하였으나 기저 질환, 중증도, 회복 가능성, 입원경로, 재원기간, 진

단 후 경과기간 등의 임상적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는 

격리 환자들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격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는 일개 병원 대상자를 모집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격

리 입원 환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다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대상자를 자료 수집 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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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본 연구는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고 상태 

불안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격리의 형태를 고려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특성 불안이 높은 대상자의 선별 등이 매우 중요함이 

확인 되었다. 또한, 고령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다른 격리

에 비해 접촉 격리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 입원 환자

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은 대부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통합적인 평가

와 중재 개발이 중요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

울,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 건강관리 간호 중재 방안을 개발이 

시급하며, 실무현장에서도 물리적 감염 차단과 함께 격리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표준화된 격리 설명에 대해 해당 기

관과 지역 사회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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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연구, 간호실무, 간호교육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호 연구 차원에서는 격리 입원 환자들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에 대해 파

악하여 격리 입원 환자들에게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

가하는 도구의 개발에 대한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불확실

성 이론을 통하여 격리가 환자의 불확실성을 증가하여 이후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격리환자의 불확실성과 관련 정신건강 

문제의 심도 있는 고찰의 근거 생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 실무 차원에서 격리 입원 환자들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은 환자의 정

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격리 입원 환자들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정확하게 평가해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병원 내 격리 상황에서 불확실성, 우

울,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적용하

여 격리 상황에서의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환자의 질병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간호 교육 측면에서 격리 입원 환자는 격리 상황 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환

자들보다 정신 건강에 취약할 수 있고 격리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의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의 내용, 전달의 방법, 그리고 평가안의 개

발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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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사가 격리 입원 환자에게 불확실성, 우울,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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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환자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격리 입원 환자의 불확실성, 불안, 우울을 파악하

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불확실성, 불안, 우

울, 일반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

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교수 : 김희정(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자 : 양인애(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연락처 : 010-33  -    ，regi     @yuhs.ac

부록 1. 설문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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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측정도구
▇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➀ ➁ ➂ ➃ ➄

2. 나에게 해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➀ ➁ ➂ ➃ ➄
3.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

다.
➀ ➁ ➂ ➃ ➄

4.  증상(통증)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

을 이해하지 못한다. 
➀ ➁ ➂ ➃ ➄

6.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7. 증상(통증)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상태

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➀ ➁ ➂ ➃ ➄

8. 어떤 처치나 시술을 언제 받게될지 예

상할 수가 없다.
➀ ➁ ➂ ➃ ➄

9.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한다. ➀ ➁ ➂ ➃ ➄

10.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➀ ➁ ➂ ➃ ➄
11. 의사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스

럽다.
➀ ➁ ➂ ➃ ➄

12.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➀ ➁ ➂ ➃ ➄
13. 내가 받는 치료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

하기 어렵다.
➀ ➁ ➂ ➃ ➄

14.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도움

이 될지 알기 어렵다.
➀ ➁ ➂ ➃ ➄

15.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

임지는지 알 수 없다. 
➀ ➁ ➂ ➃ ➄

16.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

할 수 없다.
➀ ➁ ➂ ➃ ➄

17. 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➀ ➁ ➂ ➃ ➄

18.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

해야할지 모르겠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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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서로 다

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20.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➀ ➁ ➂ ➃ ➄

21. 대개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➀ ➁ ➂ ➃ ➄

22. 검사 결과가 검사 때마다 다르다. ➀ ➁ ➂ ➃ ➄

23.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

겠다. 
➀ ➁ ➂ ➃ ➄

24.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➀ ➁ ➂ ➃ ➄

25. 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➀ ➁ ➂ ➃ ➄

26.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달라진다.
➀ ➁ ➂ ➃ ➄

27. 의료진은 더 찾아낼만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➀ ➁ ➂ ➃ ➄

28.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들에

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➀ ➁ ➂ ➃ ➄

29.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

해주지 않았다. 
➀ ➁ ➂ ➃ ➄

30. 나는 내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➀ ➁ ➂ ➃ ➄

31.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

를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➀ ➁ ➂ ➃ ➄

32. 나는 내 질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➀ ➁ ➂ ➃ ➄

33.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

는 용어를 사용한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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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다음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

으시고 각 문장의 오른편에 있는 네 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항 하나에 동그라미 하여 주십시오.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으

로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1 2 3 4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2 3 4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1 2 3 4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9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짜증스럽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 2 3 4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 2 3 4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 1 2 3 4

19  나는 즐겁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 S T A I - X-1(불안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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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다음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

으시고 각 문장의 오른편에 있는 네 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

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항 하나에 동그라미 하여 주십시오.

질     문    사    항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1 2 3 4

 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1 2 3 4

 4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1 2 3 4

 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1 2 3 4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나는 너무 많은 여러 문제가 밀어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 1 2 3 4

 10  나는 행복하다. 1 2 3 4

 11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1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15  나는 울적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  

 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 2 3 4

 1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1 2 3 4

 20
 나는 요즈음의 걱정이나 관심거리를 생각하면 긴  

 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 S T A I - X-2(불안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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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 우울 척도(CES-D)평가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체크하세요

A : 극히 드물다(일주일 1일이하)  B : 가끔 있었다(일주일 1~2일간)

C : 종종 있었다(일주일 3~4일간)  D :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5일 이상)

내 용 A B C D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5. 비교적 잘 지냈다.

6. 상당히 우울했다.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 

한다.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2. 두려움을 느꼈다.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 마음이 슬펐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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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 아래의 설문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거나 (   )부분은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 본 문항은 모두 익명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➀ 남자    ➁ 여자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➀ 기혼    ➁ 미혼   ➂ 기타(        )

  4. 귀하의 교육정도는? 
   ➀ 무학    ➁ 초졸   ➂ 중졸  ➃ 고졸  ➄ 대졸 이상 

  5. 귀하의 종교는?
   ➀ 기독교  ➁ 천주교  ➂ 불교  ➃ 없음  ➄ 기타(        ) 

  6. 귀하의 직업은?
   ➀ 학생   ➁ 자영업  ➂ 회사원  ➃ 전문직  ➄ 무직  ➅ 기타(        )

  7. 귀하의 가족 형태는?
   ➀ 자녀와 동거  ➁ 부부 동거  ➂ 독거  ➃ 배우자, 자녀와 동거  
   ➄ 기타(        )

  8. 귀하는 의료진에게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9. 의료진이 귀하에게 제공한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➀ 예     ➁ 아니오

  10. 격리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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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증례기록지

- 격리 관련 의무기록 확인

1. 격리형태 

 ➀ 음압 격리  ➁ 접촉 격리  ➂ 보호 격리(역격리) 

2. 격리 기간 : (         )일 

3. 격리 횟수 : (         )회

4. 합병증 유무

 ➀ 있다       ➁ 없다

5. 합병증 질환 개수 : (          )개

6. 격리 해제 후 기간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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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 

1. 불확실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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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 측정 도구

3. 우울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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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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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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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Study design
Type of
isolation

Reason of
isolation

Sample 
size

Measures
Key findingUncerta

-inty
Anxiety Depression

Sasaki
(2000)

Quantitative 
research
(Cross-
sectional & 
observational 
study)

Aseptic
isolation

Hemato
-logical
disorder

39 - POMS POMS -During the isolation period, 
mental disorders occurred in 16 
patients(41%). 
-The most frequent diagnoses 
were adjustment disorders with 
anxiety and/or depressed mood.

김혜조
(2006)

Quantitative 
research
(Longitudinal 
& 
observational 
study)

Aseptic
isolation

Hemato
-logical
disorder

60 MUIS STAI - -The degree of anxie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patients 
with less than 4 weeks of 
hospitalization (1.73±0.46), 
compared with 2.16±0.43 in 
those with more than 4 weeks 
and less than 6 weeks (p <0.05).
-The degree of anxiety and 
uncertainty statistically correlated 
at the time of entry (r = 0.42, p 
<0.01) and at exit (r = 0.49, p 
<0.01).

Morgan
(2009)

Systemic 
review

Contact
isolation

Contact
isolation

- - - - Isolated patients showed 
increase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bad
(2010)

Systemic 
review

Contact
isolation

Contact
isolation

- - - - The majority of literature showed 
isolation increases a negative 
impact on patient psychology and 
behaviour, including higher 
scores for depression and 
anxiety.

부록 6. 문헌고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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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2010)

Practice 
review 

Contact
isolation
 

MRSA - - - - There are potential negativ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solation.

Kunitomi
(2010)

Quantitative 
research
(Cross-
sectional & 
observational 
study)

Aseptic
isolation

Hemato
-logical
disorder

246
(PIU=62, 
SW=184)

- - DSM-IV A greater percentage of patients 
in the PIU (6 of 62 patients, 
9.7%) than patients in the SW (2 
of 184 patients, 1.1%) suffered 
from depression. 

Day
(2011)

Quantitative 
research
(Cross-
sectional & 
observational 
study)

Contact
isolation

Contact
isolation

20
/103

- HADS HADS The mean HADS score in the 
group on Contact Precautions 
was 14.3 (95% CI 11.1-17.4, 
median 14.5), with a mean HADS 
score of 13.0 (95% CI 11.4-14.5, 
median 12.5) in the non-Contact 
Precautions group.

Tecchio
(2013)

Quantitative 
research
(Longitudinal 
& 
observational 
study)

Aseptic
isolation

Hemato
-logical
disorder

107 - STAI SDS Depression tended to worsen 
over time, with the highest peak 
observed after 2 weeks from the 
day of admission (p<0.01).

Jeong
(2016)

Quantitative 
research
(Longitudinal 
& 
observational 
study)

Negative
pressure
isolation

MERS 1,692 - GAD-7 - -Among 1,656 not diagnosed 
with MERS, anxiety symptoms 
showed 7.6% (95% CI, 6.3- 
8.9%). 
-At four to six months after 
release from isolation, anxiety 
symptoms were observed in 3.0% 
(95% CI, 2.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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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h
(2017)

Quali tative 
research

Negative
pressure
isolation

MDR-TB 11 - - - -Feeling of imprisonment
-Restricted communication and 
isolation disrupts personal 
relationship
-Psychological trauma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disruption

Ibert
(2017)

Quantitative 
research
(Cross-
sectional & 
observational 
study)

Aseptic
isolation

Spatial
isolation
patients

32 - HADS HAD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isolation 
period and anxiety (r=.42, p<.05).

Note. POMS=the Profile of Mood States, MUIS=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PIU=Protective Isolation Unit, SW=Standard Ward, DSM-IV=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 HADS=the Hospital Depression and Anxiety Scale,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MERS=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GAD-7=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MDR-TB=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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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in isolated inpatients

Yang, Ina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of isolated inpatients and to identify associations among them specifically 

focusing on state anxie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4, 2018 to March 26,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one-on-one semi-structured interviews for 

patients who have been isolated at a acute care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92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with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3.0.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Uncertainty of isolated patients was 85.88±15.48 points out of 165 points, 

depression was 19.63±12.86 points out of 60 points,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were 45.51±11.39 points and 42.40±9.18 points respectively.

2. Isolated pati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certainty, depression, 

trait anxiety and state anxiety according to gender,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solation, and type of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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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tate anxiety of hospitalized inpatients in the hospita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uncertainty(ambiguity, complexity, and inconsistency), 

depression(r=.67, p<.001), and trait anxiety(r=.71, p<.001) 

4.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of the state anxiety related factors in isolated inpatients 

was identified as R2=.618, Adjusted R2=.586(F=19.44, p<.001). The state 

anxiety score increases when there was not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solation(β=.23, p=.005), higher levels of depression(β=.24, p=.020) 

and  trait anxiety(β=.49, p<.001). 

5. I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medical staff’s information on isolation, three 

themes were identified, isolation disease-related needs, isolation 

explanation-related needs, and isolation environment-related need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mental health of the isolated patients in order to reduce the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an integrated 

assessment and intervention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isolation of the subject.

  Our study provides fundamental information of the mental health in isolated 

inpatients experiencing negative pressure isolation, contact isolation, or 

aseptic isolation patients in hospitals. It is also critical to enhance mental 

health for patients in isolation. This study findings are expected to support 

developing strategies of mental health interventions of patients in isolation 

working with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ions.

Key words : isolated inpatients, uncertainty, depression, anxiety,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