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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coping skill, suicide risk,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reatment phases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schizophrenia. Methods: Participants, 111 patients hospitalized with schizophrenia, were selected from three psychiatric hospitals in 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5 to April 15, 2016 and analyzed using t-test, x2 test, Fisher’s exact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 analysis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Based on NOSIE-30, the
treatment phases were divided into Beginning, Intermediate, and Completion stages. Patients in the Intermediate
stage showed a higher stress level (F=5.13, p=.007) and active coping skills (F=6.70, p=.002) than patients in other
stages. They also showed the highest suicide risk (F=7.42, p=.001), and the patients in the beginning stage had the
highest suicidal ideation (F=20.20, p<.00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tudy variables at each
stage.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 differences in levels of stress, coping skill, suicide risk,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reatment phases and indicate the need to develop suitabl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according to patients' treatment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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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군으로 인격과 사회적 기능의 와해, 현실과의 접촉상실과 현
실왜곡 등이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 상태이다[1]. 조현병은 다
른 질환에 비해서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원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다[2,3]. 또한 질병에 대한

조현병은 지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되어
현실관계와 개념형성에 기본적 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증적 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중단하
는 경우가 많아 질병이 만성화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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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는 정신증적 증상이 심하고 행동장

처와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이러한 조건을 변화시

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들은

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평가할 때는 정서 중

입원 기간 중 약물치료 외에도 정신 및 심리사회적 기능의 불구

심의 소극적 대처를 사용하게 된다[12]. 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를 최소화하고 질병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 정신치료,

만성적인 질병과정으로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어 스트

집단치료, 가족치료, 정신건강교육, 행동치료 등의 다양한 정

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

신사회적 치료를 받게 된다[5]. 그러나 환자의 치료방향이 의

용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

학적 진단에 의존한 약물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신

이 받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자의 조기퇴원과 회복을 지연시키

과 병동에서 제공되는 병동 프로그램은 전체 입원 환자들에게

고 있다[3.4]. 무엇보다 조현병 환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

동일하게 제공되는 주단위의 반복적인 병동활동으로 환자 개

이 악화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입 ․ 퇴원의 반

개인의 치료적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4,6]. 즉 조현병

복과 장기입원은 사회적 기능의 감소와 정신사회 재활의 실패

환자들은 입원기간동안 동일한 의학적 진단 하에 치료를 받으

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질환자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아지는 주

며 병동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

요 요인이기도 하다[4,13].

해서는 과거병력과 더불어 환자의 행동 양상을 치료자들이 직

한편 정신질환은 자살위험을 증가시켜 정신장애 환자의 높

접 관찰하고 평가하며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정확한 진

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14,15]. 특히 조현병은 지

단을 내려야 한다[7].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경우는 의사소통

시적 환청이나 피해망상과 같은 사고장애로 자살을 시도하는

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무감동, 무관심, 철회 등의 음성증

경우가 많고, 우울을 동반한 조현병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

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정신과적 면담을 이용한 평가

률이 다른 정신장애보다 높기 때문에 정신과 병동 간호사는 입

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8]. 이에

․ 퇴원 과정에 있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 자살시도 경

Honigfeld와 Klett [9]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변화를 평가하

험과 자살사고의 유무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자살예방간호

기 위해 간호사 관찰척도(Nurses' Observation Scale for In-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16-18].

patient Evaluation, NOSIE)를 개발하였다. 간호사 관찰척도

이상과 같이 조현병 환자는 입원기간이 길고 입원으로 인한

는 약물치료나 간호중재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어 왔으

높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처능력이 떨

며 최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숲 산책

어져 정신사회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입원한 조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회복척도로 사용되었다[2,

병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적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

6]. 이들 연구의 대상자는 중재 후에 퇴원한 정신장애자와 유사

자들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입원기간 동안 동일한 간호중재

한 주관적 회복점수를 보이거나[2], 산책 프로그램을 적용할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어 치료적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간

수 있는 입원 환자로 사전 점수에서 중간 정도의 주관적 회복점

호중재를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

수가 나타난 각 각 다른 치료적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두 연구

처럼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변화는 Honigfeld와 Klett [9]의 간

결과의 간호사 관찰척도 점수로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단계를

호사 관찰척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치료적 변화가 시작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되는 초기, 변화가 지속되는 중기, 그리고 변화가 완성되는 회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들은 병동의 엄격한

복기로 치료적 단계를 나눌 수 있다면 정신과 병동 프로그램을

규칙에 따라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입원 환경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입 ․ 퇴

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간호학 연구는 아직 부족하여 다양한 기

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치료진의 지지부족, 낙인감, 퇴원 후

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

생활에 대한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3]으로 일반병동

의 회복을 돕기 위해 우선 치료적 단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입원 환자들의 경제문제, 정보결여, 낯선 환경, 가족과 떨어져

환자의 스트레스 정도나 대처방식 및 자살사고에 대해 평가하

지내는 고립감[10] 등과는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는 정신과 병동 환자를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갈등

효율적으로 간호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나 긴장, 부담감 등을 극복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간호사 관찰척도를 이용해서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단계를 구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1], 일반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도전

분하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적인 환경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평가할 때 문제 중심적 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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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설명하고 본 연구실시 전에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예비 측정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단계를 파악
하고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과

을 실시하게 한 후 사전 토의와 합의의 과정을 반복하며 측정자
간 일치도를 높였다.

자살사고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
1) 치료적 단계

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치료적 단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

간호사 관찰척도(NOSIE)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험성 및 자살사고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의 치료적 행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Honigfeld 와 Klett [9]의

비교한다.

NOSIE를 Ahn [19]이 번안한 30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연구대상자의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도구는 긍정적 행동변화의 3개 하위영역인 사회적 능력, 사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를 비교하고 치료적 단계별로 변

회적 관심, 개인위생과 부정적 행동변화의 4개 하위영역인 자

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극민감성, 정신증적 증상, 지연성, 우울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은 120점으로 부정적 행동변화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며

연구방법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의 치료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1. 연구설계

2편의 선행연구[2,6]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치료적 단
계의 구간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Park과 Sung [2]이 역량강

본 연구는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단계를 파악하고 치

화 프로그램 적용 후 회복의 낮은 평균점수(89.78±9.50)에서

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

표준편차를 뺀 값인 80점을 회복기인 변화완성기의 하위 절단

고를 비교 및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점으로 하였으며, Kim [6]의 전체 대상자 회복 평균점수
(58.52±11.94)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46점은 변화중기의 하

2. 연구대상

위 절단점으로 하였다. 그 결과 치료적 단계의 점수 범위는 변
화초기 0~46점 미만, 변화중기 46~80점 미만 그리고 환자가 회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지역에 소재한 300병상 이상의 3개 정

복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변화완성기는 80~120점으로 하

신건강전문병원에서 DSM-5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였다. Park과 Sung [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의 진단기준에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1이었다.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 중, 조현병 이외에 기질적 장애, 약물 및

2)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등의 병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스트레스 척도는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

설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기 위해 Park과 Sung [3]이 개발한 입원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인 가족과의 단절감 6

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4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문항, 부당한 인권침해 7문항, 미래가 없어진 삶 6문항, 기본욕

예상 표본 수는 102명으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12명을

구의 침해 3문항, 개인기호 침해 3문항, 그리고 공동생활의 불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

편함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8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다.

하고 111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점은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
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3, 본 연구에

3. 연구도구
본 연구자는 연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서 Cronbach's ⍺는 .87이었다.
3) 대처방식

사용하였으며 연구실시 전에 모두 원저자의 사용승인을 받았

대처방식 척도는 Lazarus와 Folkman [12]이 개발하고 Son

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병원에서 3년 이상 수간호사로 재직한

등[20]의 연구에서 수정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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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대처 15문항의 총점 45점과 소극적 대처 15문항의 총점

5. 자료분석

45점으로 총 30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2,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는 .91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료적 단계의 차이는 t-test, x test와

2

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치료적 단계별 일반적 특성
4) 자살 위험성

2

의 동질성 검증은 x test와 one-way ANOVA 및 Fisher's

자살 위험성 척도는 Cutcliffe와 Barker [15]가 근거 중심 모

exact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

델을 적용하여 간호사가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자살 위험성 사

통계로 분석하였고,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을 돕기 위해 개발한 Nurses' Global Assessment of Sui-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의 비교는 one-way ANOVA 그리고

cide Risk (NGASR)로 15문항의 체크 리스트이다. 자살 성공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하였으며,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위험요인 5문항은 가중치를 3점으로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주고 나머지 10문항은 1점을 주어 총점은 25점이다. 5점 이하
는 낮은 위험, 6점 이상 8점 이하는 중등도, 9점 이상 11점 이하

연구결과

는 높은 위험 그리고 12점 이상은 매우 높은 위험으로 자살 위
험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위험이 높

1. 연구대상자 특성과 동질성 검증

음을 의미한다[15]. 도구 개발 당시 높은 안면타당도와 내용타
당도를 보였으며, Shin 등[21]이 번안하여 정신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측정자간 일치도 ICC는 .89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치료적 단계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1). 먼저, 연구대상자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가
56.8%로 여자 43.2%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49.86±10.61세

5) 자살사고

로 50세 이상이 54.1%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자가

자살사고 척도는 Harlow 등[22]이 개발한 5문항의 자가보고

60.4%, 기혼자가 21.6%였고,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37.9%로

식 검사 Suicidal Ideation Scale (SIS)의 총점은 20점으로 점수

가장 많았으나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도 30.6%를 차지하였다.

가 높을수록 자살사고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Kim [23]

주보호자는 형제 42.3%, 부모 27.0%, 배우자 9.9%였다. 그리

이 번안하고 수정 사용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

고 조현병 진단기간은 평균 16.14±13.26년으로 10년 미만이

도 Cronbach's ⍺는 .7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58.6%, 10~20년 미만이 36.9%였다.

.82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치료적 단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

4. 자료수집

며(p =.253~.954), 치료적 단계별로 연구대상자 분포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연구대상자 특성 모두 유의한 차이 없이 동질하게

본 연구자는 2016년 3월 G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p =.368~.794).

승인(GIRB-A16-Y-0003)을 받았으며, 본 연구에 참여가 가능
하다고 주치의가 승인을 하고 수간호사와 환자 및 보호자가 모
두 서면동의를 실시한 경우만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2. 치료적 단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 살 사고

자는 동의서를 받기 전에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도
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수집된

본 연구대상자의 치료적 단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설문지는 연구가 종료

험성 및 자살사고의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치

되고 3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연구대상

료적 단계 점수는 평균 73.64±22.99점이었으며, 0~46점 미만

자와 충분히 관계형성을 하여 자료수집 과정이 긍정적 경험이

의 변화초기 대상자(n=34)는 평균 43.18±1.60점, 46~80점 미

되도록 하였다.

만의 변화중기 대상자(n=31)는 평균 74.26±4.76점, 80~120점
의 변화완성기 대상자(n=46명)는 평균 95.74±8.2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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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reatment Phases

(N=111)

Treatment phas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Beginning
(n=34)

Total

2

x or F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or t (p)

or t (p)

2

M±SD

Intermediate Completion
(n=31)
(n=46)

x or F

Gender

Male
Female

63 (56.8)
48 (43.2)

72.51±22.75
75.12±23.48

-0.59
(.836)

21 (61.8)
13 (38.2)

18 (58.1)
13 (41.9)

24 (52.2)
22 (47.8)

0.37
(.689)

Age (year)*

＜30
30~50
≥50

7 (6.3)
44 (39.6)
60 (54.1)
49.86±10.61

61.60±24.25
71.34±24.74
45.69±16.05
73.64±23.00

0.61
(.954)

4 (11.8)
14 (41.2)
16 (47.0)
48.00±12.21

1 (3.2)
11 (35.5)
19 (61.3)
50.77±10.36

2 (4.3)
19 (41.3)
25 (54.4)
50.61±9.52

2.81
(.608)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s

67 (60.4)
24 (21.6)
20 (18.0)

73.07±21.96
73.58±23.13
75.60±27.09

1.16
(.292)

20 (58.8)
7 (20.6)
7 (20.6)

21 (67.7)
7 (22.6)
3 (9.7)

26 (56.6)
10 (21.7)
10 (21.7)

2.11
(.73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2 (37.9)
35 (31.5)
34 (30.6)

75.33±21.15
72.06±23.45
73.18±25.18

1.20
(.253)

10 (29.4)
12 (35.3)
12 (35.3)

14 (45.1)
11 (35.5)
6 (19.4)

18 (39.1)
12 (26.1)
16 (34.8)

3.62
(.467)

Medical
insurance*

Medical insurance
Medicare type 1
Medicare type 2

46 (41.4)
60 (54.1)
5 (4.5)

73.22±25.47
74.25±20.95
70.20±27.37

1.02
(.468)

16 (47.1)
16 (47.1)
2 (5.8)

10 (32.3)
20 (64.5)
1 (3.2)

20 (43.5)
24 (52.2)
2 (4.3)

2.34
(.714)

Guardian*

Parents
Spouse
Sibling
Others

30 (27.0)
11 (9.9)
47 (42.3)
23 (20.8)

70.20±24.73
72.27±25.81
76.68±21.23
72.52±23.57

0.82
(.752)

12 (35.3)
4 (11.8)
11 (32.4)
7 (20.5)

8 (25.8)
2 (6.5)
14 (45.2)
7 (22.5)

10 (21.7)
5 (10.9)
22 (47.8)
9 (19.6)

3.26
(.794)

First diagnosis
(year)*

＜10
10~20
≥20

65 (58.6)
41 (36.9)
5 (4.5)
16.14±13.26

73.83±24.46
74.29±20.69
65.80±24.60
73.64±23.00

0.87
(.681)

22 (64.7)
10 (29.4)
2 (5.9)
13.88±13.02

Current
hospitalization
period (year)

＜1
1~3
≥3

39 (35.1)
27 (24.3)
45 (40.6)
3.28±3.62

70.31±24.78
73.63±20.88
76.53±22.71
73.64±23.00

0.85
(.702)

16 (47.1)
7 (20.6)
11 (32.3)
3.05±3.97

14 (45.2)
29 (63.0)
16 (51.6)
15 (32.6)
1 (3.2)
2 (4.4)
20.61±11.02 14.80±12.78
9 (29.0)
8 (25.8)
14 (45.2)
3.49±2.82

14 (30.4)
12 (26.1)
20 (43.5)
3.31±3.88

4.20
(.368)

3.10
(.551)

*Fisher's exact test.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평균 43.92±13.37점으로 하위영역인 가
족과의 단절 10.22±4.13점, 부당한 인권침해 12.62±4.62점,

3. 치료적 단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 비교

미래가 없어진 삶 9.59±4.64점, 기본 욕구의 침해 4.19±2.30
점, 개인기호 침해 3.43±2.35점, 공동생활의 불편감은 3.87±
1.89점이었다. 대처방식은 평균 46.30±14.59점으로 적극적 대

치료적 단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
고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처 평균 24.35±7.73점, 소극적 대처 평균 21.95±7.72점이었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변화중기가 평균 48.81

다. 자살 위험성은 평균 7.32±3.34점이었으며, 5점 이하의 낮

±14.95점으로 변화초기의 평균 45.41±11.90점과 변화완성기

은 위험군 46명(41.4%), 6~8점 이하의 중등도 위험군은 31명

의 평균 39.52±12.10점보다 높았으며 세군 간에 유의한 차이

(28.0%), 9~11점 이하의 높은 위험군은 17명(15.3%), 그리고

가 있었다(F=5.13, p =.007). 대처방식은 변화중기가 평균

12점 이상의 매우 높은 위험군은 17명(15.3%)이었다. 그리고

49.90±10.98점으로 변화초기의 평균 49.26±14.10점과 변화

연구대상자의 자살사고 점수는 평균 9.04±2.94점이었다.

완성기의 평균 41.67±16.01점 보다 높았고 세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19, p =.018), 하위영역에서 적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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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bdomain Scale for Variables

(N=111)

Variables

Subdomain

Scale

n (%)

M±SD

Treatment phase

Total
Beginning phase
Intermediate phase
Completion phase

0~120
＜46
＜80
＜120

34 (30.6)
31 (28.0)
46 (41.4)

73.64±22.99
43.18±1.60
74.26±4.76
95.74±8.25

Stress

Total
Alienation from other family members
Unjust human rights infringement
Futureless life
Infringement of basic needs
Infringement of personal preference
Inconvenience of shared living

0~84
0~18
0~21
0~18
0~9
0~9
0~9

43.92±13.37
10.22±4.13
12.62±4.62
9.59±4.64
4.19±2.30
3.43±2.35
3.87±1.89

Coping skill

Total
Active coping skill
Passive coping skill

0~90
0~45
0~45

46.30±14.59
24.35±7.73
21.95±7.72

Suicide risk

Total
Low level of risk
Intermediate level of risk
High level of risk
Very high level of risk

0~25
≤5
≤8
≤11
≥12

Suicidal ideation

46 (41.4)
31 (28.0)
17 (15.3)
17 (15.3)

7.32±3.34
4.43±1.56
7.45±1.59
9.53±1.38
12.65±1.94

0~20

9.04±2.94

Table 3. Comparison of Stress, Coping Skill, Suicide Risk, and Suicidal Ideation

(N=111)

Treatment phase
Variables
Stress
Coping skill
Active coping skill
Passive coping skill
Suicide risk
Suicidal Ideation

Beginning (n=34)

Intermediate (n=31)

Completion (n=46)

M±SD

M±SD

M±SD

48.81±14.95a

39.52±12.10c

5.13

.007

b

a

c

4.19
6.70
2.22

.018
.002
.114

c

7.42

.001

c

20.20

＜.001

49.26±14.10
25.47±7.19b
23.79±7.55
b
a

10.68±2.31

p

b

45.41±11.90

7.68±3.37

F

49.90±10.98
27.42±4.61a
22.48±7.36
a

8.81±3.41

b

9.87±3.15

41.67±16.01
21.43±8.82c
20.24±7.88
6.04±2.80
7.26±2.20

a＞b＞c : Scheffé́ test.

방식이 변화중기의 평균 27.42±4.6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사고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변화초기에서 소극적 대처방

하게 높았다(F=6.70, p=.002). 자살 위험성은 변화중기가 평균

식은 적극적 대처방식(r=.83, p <.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8.81±3.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F=7.42, p =.001), 자살사고

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사고는 소극적 대처방식(r=.47, p=.005)

는 변화초기 평균 10.68±2.31점으로 변화중기의 평균

과 자살 위험성(r=.57, p <.001)과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었

9.87±3.15점과 변화완성기의 평균 7.26±2.20점 보다 유의하

다. 변화중기에는 소극적 대처방식이 스트레스(r=.47, p=.008)

게 높았다(F=20.20, p<.001).

와 적극적 대처방식(r=.73, p <.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살 위험성은 적극적 대처방식(r=.59, p<

4. 치료적 단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의 상관관계

.001)과 소극적 대처방식(r=.47, p =.008)과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 단계에 자살사고는 적극적 대처방식(r=.36, p =.048), 소
극적 대처방식(r=.53, p =.002) 그리고 자살 위험성(r=.47, p=

치료적 단계별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

.008)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변화완성기에는 스트레스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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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Stress, Coping Skill, Suicide Risk,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Treatment Phases

(N=111)

Stess

Active
coping skill

Passive
coping skill

Suicide
risk

Suicidal
ideation

r (p)

r (p)

r (p)

r (p)

r (p)

Variables

Categories

Beginning
(n=34)

Stress
Active coping skill
Passive coping skill
Suicide risk
Suicidal ideation

1
.05 (.787)
-.03 (.873)
.33 (.059)
.04 (.814)

1
.83 (＜.001)
.19 (.295)
.21 (.232)

1
.30 (.087)
.47 (.005)

1
.57 (＜.001)

1

Stress
Active coping skill
Passive coping skill
Suicide risk
Suicidal ideation

1
.15 (.432)
.47 (.008)
.05 (.788)
.11 (.543)

1
.73 (＜.001)
.59 (＜.001)
.36 (.048)

1
.47 (.008)
.53 (.002)

1
.47 (.008)

1

Stress
Active coping skill
Passive coping skill
Suicide risk
Suicidal ideation

1
.31 (.039)
.32 (.031)
.39 (.007)
.35 (.018)

1
.84 (＜.001)
-.11 (.456)
-.14 (.342)

1
-.07 (.661)
-.05 (.746)

1
.64 (＜.001)

1

Intermediate
(n=31)

Completion
(n=46)

적 대처방식(r=.31, p=.039), 소극적 대처방식(r=.32, p=.031),

경우가 30.6%나되었으며, 자살사고도 평균 9.04점으로 같은

자살 위험성(r=.39, p=.007) 그리고 자살사고(r=.35, p =.018)

도구를 사용한 일반 노인 대상 연구[24], 그리고 Kim [25]의 자

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극적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방식

살사고 점수보다 32% 이상 높았다. 이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

(r=.84, p<.001)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살사고는 자살 위험

로 같은 자살사고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성(r=.64, p <.001)과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어렵지만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한 환자의 95%가 정신질환으
로 진단을 받았으며[14], 정신과 환자의 자살 위험성이 일반인

논

의

에 비해 3~12배 높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14,26].
본 연구대상자의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는 G소재 300병상 이상의 3개 정신건강전문병원에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 비교에서 변화중기에 스트레스와 대

입원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

처방식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에서 변화중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를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

기에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변화초기, 변화완

구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기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

본 연구대상자의 조현병 진단기간은 평균 16.14년이고 현재

로 동일한 대처방식 도구를 사용한 Kim 등[4]의 연구에서는 스

입원기간도 평균 3년 이상이었으며 치료적 단계는 총점 120점

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

중 평균 73.64점으로 퇴원과 사회 복귀를 앞둔 조현병 환자를

처를 합한 전체 대처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완성기

대상으로 한 Park과 Sung [3]의 평균 89.11점보다 낮고, 입원

에 적극적 대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

초기 환자를 포함한 Kim [6]의 평균 58.34점보다는 높았다. 본

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를 시도할 때 대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치료

처유형별로 그 의미가 다르므로 총점보다는 하위개념별로 연

적 단계를 변화초기, 변화중기, 변화완성기의 3단계로 구분하

구결과를 제시하여 타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였으며 그 결과 연구대상자는 회복기에 해당하는 변화완성기

외에도 연구대상자는 변화중기에 자살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

가 41.4%로 변화초기(30.6%)와 변화중기(28.0%)보다 많았다.

타나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와 함께 효율

스트레스는 총점 84점 중 평균 43.92점으로 입원초기 환자를

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고, 자살예방 간호를 강화할

포함한 Kim [6]보다 낮았고, 대처방식은 평균 46.30점으로 적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의 자살사고는

극적 대처방식(M=24.35)이 소극적 대처방식(M=21.95)보다

변화초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가보고인 자살사고와

점수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자살 위험성은 위험수준이 높은

간호사의 관찰 결과인 자살 위험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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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변수가 각 각 자살시도나 자살성공률과 얼마나 관계성이

문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면적으로 실시되어 결과를 해석

있는지 조사하고 자살 사정방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

하고 일반화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대상자

살은 정신과 병동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이

를 확대하고 치료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중 ․ 장기 연구를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초기와 중기에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시행해 보길 바란다.

사고의 영향요인을 반복해서 사정하고 간호중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학계와 임상분야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축적

결

론

되고 통합되어야 한다[14].
치료적 단계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단계에 따른 스

고의 상관관계에서 변화초기와 변화중기에는 자살사고와 소

트레스,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및 자살사고를 비교 분석하고

극적 대처방식이 중간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스트레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직접적

스, 대처방식, 그리고 자살위험성은 변화중기에 가장 높았으

인 문제해결보다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신의 사고와 감정상

며, 자살사고는 변화초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를 조절하는 것으로[12]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방

연구대상자는 변화완성기에 스트레스가 소극적 대처방식, 적

식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극적 대처방식, 자살 위험성 그리고 자살사고에서 모두 유의한

변화완성기에는 스트레스가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병동의 특수하고

식, 자살 위험성과 자살사고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제한적인 환경적 요소로 인해 입원기간 동안 조현병 환자의 스

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몇 몇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트레스가 높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낮아

운 경우 회복기에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지고 대처 점수는 높아졌다[4,27]. 또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

이는 자살사고나 자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부 보여주

상으로 한 Han [27]의 연구에서는 자살사고와 관련된 주요 연

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

구변수 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질

분의 중재연구에서 치료적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환자의 자살시도 관련 연구[28]에서도 자살시도 유경험자의

적용해 왔던 한계에서 벗어나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치료적 단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요인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계를 반영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반복연구를 통

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장기입원한 조현병 환

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변화완성기 대상자의 자살예방간호에

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시도할 경우 치료적 단계의 변화를 지속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에 대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변화초기는 자

중 ․ 장기연구를 시도해보길 바란다.

살사고와 자살 위험성이 높고 이 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으므로 입원 시 자살사고를 면밀히 사정하고 자살 위험을 줄이
기 위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변화중기에는 적극적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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