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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교육프로그램이 뇌졸중 입원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대처능력, 돌봄행위 및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
박선일1)

The Effect of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on Coping Ability,
Caring Behaviors and Burden for Caregivers of Stroke Inpatients
Park Seon-Il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적인 케어 교육프로그램이 뇌졸중 입원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대처능
력, 돌봄행위 수행능력,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독립적인
자가간호 수행시 어려워 일상생활 대부분에 걸처 타인에 의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는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의 감소, 돌봄 과정에서 적절한 돌봄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부양하면서 부양과 관련된 부담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원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들에게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
다. 케어 교육프로그램은 4가지 영역으로, 각 영역별로 교육 계획안과 교육 자료,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루에 1시간 일대일로 개별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케어 교육프로그램은 돌봄 제공자
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재활에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케어 교육프로그램은 돌봄 제공자의 대처능력, 돌봄행위 수행능력을 향
상시켰으며 부담감을 감소시켰다.
핵심어 : 돌봄 제공자, 케어, 대처능력, 돌봄행위, 부담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care education program for caregiver of
stroke inpatients. Stroke is an independent self-care difficult to perform due to hemiplegia need care by
another person to carry out daily activities. Caregivers reduces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problems in the
care process, and not an appropriate care practices be made in care processes, thereby increasing the
burden associated with the stimulus and long-term support. The stroke patients hospitaliz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o take care of caregivers were providing care education programs. Care education
program was carried out in four area, each area to create a training plan and training materials, assessment
checklist methods of individual training one day to one hour a day. This study tested individual care
education program as a way to help caregivers of stroke inpatient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and skill
related to caregiv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ocial support program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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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coping ability, caring behaviors and reducing caregiver burden.
Keywords : caregiver, care, coping ability, caring behaviors, burden

1. 서 론
뇌졸중은 생존자 대부분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는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통
합적인 조화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에 걸친 치료와 간호가 항상 계속되어야하는 행동적인 문
제를 가지고 있어[1], 오랜 재활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활에 잘 참여하지 않아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질병을 악화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뇌졸중의 발병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나 간호제공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므로 가족과 간호제공자는 돌
보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부양감 부담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2]
그러나 환자의 가족이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기능장애와 재활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
에 가족은 지지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3]. 뇌졸중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생활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에 대한 지식이나 돌보기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환자의 상태변화
따른 효율적인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4],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는 뇌졸중과 관련된 간호와
재활에 대한 지식의 이해와 적용이 요구된다[5].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환자는 집단적, 개별적 교육을
통해 질병과 재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6]. 현재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들
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들은 경험에 근거하여 습득된 지식을 사용하거나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환자를 돌보는데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 제공자는 돌봄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기술이 숙련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므로 돌봄 능숙
도에서 환자를 돌보는 행위와 돌봄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내지만[7], 돌봄의 과정에서
부양을 책임지는 것에 더 많은 소진과 스트레스,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6][8].
따라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대상자를 간호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필요한 올바른 정보와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케어 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처능력과 돌봄능력을 증진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수발로 인한 부담감을 감소
시켜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 회복의 증진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방법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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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개별화된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
처능력과 돌봄능력,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단일군 전후유사실험설계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위치한 일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
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15명으로 뇌졸중 환자가 입원하여 치
료받기 시작하여 급성기를 지나 1달 이상 환자를 간호하기 시작한 돌봄 제공자이다.

(3) 연구기간 및 연구자료 수집·분석 방법
본 연구의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4주간 개별화된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를 위한 자료 수집을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전과 5주차에 배포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2 케어 교육프로그램
(1) 케어 교육프로그램 사전준비
본 연구를 위하여 케어 교육프로그램은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박사과정중인 수간호사 2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안과 평가 자료를 제작하였다. 연구보조자는 G시에 위치한
일병원에 일하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7인이며 프로그램 시작 일주 전 교육계획안을 토대
로 연구자와 케어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습득하기 위하여 4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 연구자간에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2) 케어 교육프로그램 과정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는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G시에 위치한 일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돌
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일주일 2회 1시간씩 연구보조자 1인당 2인을 직접 일대일로 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의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배정하여 교
육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5주차에 각 변수별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3) 케어 교육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케어 교육프로그램은 ‘섭취하기, 이동하기, 체위변경하기, 배설하기, 운동하기’
로 4개의 영역으로 주제를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교육 계획안과 교육 자료,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교육 자료를 배부 하고 이를 통하여 1주차는 섭취하기, 배설하기, 운동
하기, 2주차는 이동하기, 체위변경하기 운동하기를 실시하고 3주차는 1, 2주차에 실시한 교육 내용
중간 점검 및 재교육 실시하였으며 4주차는 최종 점검, 5주차는 평가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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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그림 2],[그림3]

[그림 1] 케어 교육프로그램 구성
[Fig. 1]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Contents

[

[그림2] 케어 교육프로그램 교육자료
[Fig. 2]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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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케어 교육프로그램 구성
[Fig. 3]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Contents

3. 측정 도구
(1) 대처능력
대처능력은 Ways of Coping Checklist로서 4개의 대처전략[11]을 공격적 대처 5문항, 소극적 대
처 4문항, 적극적 대처 5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12],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의 범위
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돌봄능력
돌봄능력은 케어프로그램에서 실시한 4가지 영역을(섭취하기 총 35문항, 배설하기 총 20문항, 이
동하기 및 체위변경하기 총 20문항, 운동하기 총 20문항) 각각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한 점수로
각 영역 마다(섭취하기 1-35점, 배설하기 1-20점, 이동하기 및 체위변경하기 1-20점, 운동하기 1-20
점 범위)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부담감
부담감은 신체적 영역 4문항, 정서적 영역 5문항, 사회적 영역 5문항, 시간 의존적 영역 5문항,
발달과 업적 영역 5문항, 재정적 영역 5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9점에서 최
고 14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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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3.1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 6명(40%), 여자 9명(60%) 이며, 나이는 59세 이하 8명

(53.3%), 60세 이상 7명(46.7%)이었다.
동거 유무에서 동거하고 있음 11명(73.3%), 동거하고 있지 않음 4명(26.7%), 돌보는 시간은 하루

16시간 이하 6명(40%), 16시간 이상 9명(60%)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male

6(40%)

female

9(60%)

59 under

8(53.3%)

60-76

7(46.7%)

yes

11(73.3%)

no

4(26.7%)

16 under

6(40%)

16 over

9(60%)

Gender

Age(yr)

Iive together

Caring Time(hour)

(2)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후 대처능력 및 부담감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대처능력 및 부담감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그림4].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처능력은 프로그램
전 57.4점에서 프로그램 후 62.8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부담감은 프로그램 전 74.1점에서 프로그램
후 69.8점으로 감소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케어 교육프로그램 후 대처능력과 부담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General Characteristics Coping Ability, Burden after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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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Post-test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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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ean

Coping Ability

15

57.4

62..8

2.788

Burden

15

74.1

69.8

t=-2.309

p=.018
p=.003

[그림 4]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Fig. 4] pre-test and post-test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3)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후 돌봄행위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돌봄행위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5]. 뇌졸중 환자를 돌
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돌봄행위가 향상되었다.
영역별 결과로 섭취하기는 프로그램 전 13점에서 프로그램 후 30.6점, 배설하기는 프로그램 전

14점에서 프로그램 후 14.5점, 이동하기의 경우 프로그램 전 9.1점에서 프로그램 후 14.3점, 운동하
기는 프로그램 전 8.4점에서 프로그램 후 14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향상되었다

[그림 2] 케어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Fig. 2] pre-test and post-test care provide education program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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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 론
뇌졸중으로 인하여 환자는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
어 돌봄이 필요 하는데, 특히 환자 옆에서 전적으로 간병을 도맡아 돌봄을 제공하는 주 돌봄 제공
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소진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4]. 이에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돌봄 제공자들의 특성에서 대상자는 대부분 배우자인 여성으로 16시간 이상 간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돌봄의 역할은 여성과 더 연관이 되어 있으며 간호, 영양관리, 가정 경제관리 등의 역할
을 같이 수행하는 기대감으로 주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선행연구[2]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돌봄 제공자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수록 어려운 부양상황을 보다 더 적극적으
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된다고 하였다[12]. 이에 본 연구에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병동간호사가
일주 2회 1시간동안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상담과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부양으로 인한 정보적, 정서적 지지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충시켜주어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여[14]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봄 제
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관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봄 대상자의 돌봄능력은 케어 교육프로그램 후 향상되었는데, 자신들의 돌봄 지식 및 기술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감으로 입원중인 환자를 돌보는 주 돌봄 제공자의 올바른 돌봄 행
위를 하는지에 객관적인 평가에 필요성을 제시한[14] 결과를 뒷받침하며, 특히 운동하기에 있어 환
자의 상태에 따라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일상생활동작 훈련이 잘됨으로 인해서 뇌졸중 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2]의 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케어 프로그램은 돌봄 제공자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
상과 뇌졸중 환자의 돌봄능력을 증진시키고 부담감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는 케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뇌졸중 환자를 장기간 수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증진되며,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따른 돌봄능력의 증가로 대상자와
의 관계의 질 향상과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이에 뇌졸중과 같은 장
기간 입원을 요하는 질병을 간호하는 의료기관의 주 돌봄 제공자들에게 제공된다면 간호업무와 간
호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 나아가 병원이미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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