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마비란 사지나 근육부위가 장애를 받아 자동적으로 수

의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근육이나 신경이 정상적

인 기능이 소실되어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각이 상

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 마비는 유형에 따라 사지마

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로 나눌 수 있다. 환자의 이

동 방법은 휠체어, 보호자 도움 보행, 보행 보조 도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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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침대 등이 있으며 환자는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요구

되기도 한다. 마비 증상은 비가역적 신경학 변화로 일상 

생활 영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보행의 불가로 인한 일생 생활 동작 및 기능 수행의 어려

움으로 삶의 질의 저하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2]. 정상인의 경우 한 두 걸음만 옮기면 되는 간

단한 동작에도 마비 환자는 이동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 하게 되고 환자 자신과 보호자는 이러한 이

동시 어려움과 위험을 느낀다. 마비 환자들은 균형 감각

의 저하, 근력의 약화, 신체적 균형 감각의 저하 등 의 기

능적 장애로 인하여 낙상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된다[3].

보호자의 마비환자 이동시 효율적이지 못한 이동 방법

을 사용하거나 올바른 이동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환

자가 낙상하거나 외상을 입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 한다. 

낙상이란 비의도적으로 자세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남

으로 인해 바닥으로 넘어지거나 주저 앉는 것을 의미하

고[4], 낙상은 의료기간에서 외적인 충격 없이 비의도적

으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건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

는 동안 신체의 일부분이 지면이나 낮은 곳으로 떨어지

게 되면서 발생한다[5]. 병원에서는 낙상 사고가 증가하

고 있으며, 재원기간과 병원비 상승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6]. 또한 낙상 사고가 모두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7]. 환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이나 낙상의 위험은 매우 높다. 낙상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낙상 위험 요인 파악과 병원 내 환

경적 요인을 고려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6]. 그러므로 

환자 이동 교육은 병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질병 치유과정의 진행과 환자의 재

원 기간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비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해마다 증

가하고 있고 전문 간병인의 환자 간병은 증가하고 있지

만 올바른 환자 이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 이동 교육이 낙상이나 외상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도를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비환자의 이동시 발생하는 위험도를 

줄이고 보호자의 환자이동시 안위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

록 효율적인 환자 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마비환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기 

위하여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후, 보호자가 환자를 이동시키는 상황(병실 침대에

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병실 침대로, 휠체어에서 치료

실 매트로, 침대에서 침대로, 휠체어에서 샤워 침대로)에

서 느끼는 안위감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마비환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한다.

2) 자체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교육 전과, 후의 올바

른 이동 방법에 따른 환자 이동시 보호자가 느끼는 

안위감의 변화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마비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에게 마비환자

의 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규명하고

자 하는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도시에 소재한 종합 병원의 

재활 병동에서 환자와 함께 상주하는 보호자 중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 편마비 이상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돌보는 환자 보

호자 및 전문 간병인

2) 교육 및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 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일 그룹 사전 

사후 차이 검정 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f) 0.5, 

검정력(1-β) .9을 기준하여 단측 독립 t-test에 최소 인

원인 44명의 대상자 수를 결정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만

족하는 표본의 크기는 최소 44명이상이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53명을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 중 3명의 탈락자를 제외한 총 50명의 환자 보호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안위감

측정 도구는 Visual Analogue Scale을 사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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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황에 따라 보호자가 느끼는 위험도를 1점 ‘매우 

위험하다’부터 10점 ‘매우 안전하다’으로 측정하였다.

각 상황은 병실에서 휠체어로의 이동시 느끼는 위험

도, 휠체어에서 병실침대로 이동시 느끼는 위험도, 휠체

어에서 치료실 매트로 이동시 위험도,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할때의 위험도, 휠체어에서 샤워의자로의 이동시의 

위험도로 정하였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운영 방법

환자가 입원한 첫날 환자를 중점적으로 간호하는 보호

자에게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재활 병동 환자의 

특성상 장기 입원 생활로 인하여 과거의 경험이 있는 대

상자가 대부분이므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입원 

당일 교육으로 정하였다. 또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은 브러쉬를 이용하여 환자를 중점적으로 간호하는 보호

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교육 하였고, 환자마비형

태에 이동상황에 맞는 내용을 누락없이 교육 하였다.

2.4.2 자체 교육 프로그램 내용 

1)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법

침대 측에 닿도록 휠체어를 붙인다. 보호자는 자신의 

무릎을 환자의 무릎에 대어 환자의 무릎이 굽혀지지 않

도록 고정한다. 보호자 어깨에는 환자의 깍지 낀 손을 얹

게 하고 환자의 양어깨 뒷부분에는 보호자의 손을 대게 

한다. 보조자는 후방으로 자신의 체중을 이동하게 하면

서 앞으로는 환자의 상체를 기울여 양발에 체중을 부하

시키고 엉덩이를 들고 허리를 펴서 일어서는 것을 보조

한다. 다음으로는 교대로 양발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고 

몸의 방향을 바꾸도록 보조한다. 침대를 뒤로 향하게 해

서 몸의 방향을 바꾼 후 다시 한 번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로 한 후 앞으로 환자 상체를 기울이면서 점차적으로 

앉는 것을 보조한다. 

① 협조가 어려운 환자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법 –1인 

보호자는 환자가 무릎을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릎을 환자의 양 무릎에 끼워 고정한다. 이후 보호자는 

환자를 떠미는 것처럼 환자의 옆구리 밑에서 자신의 몸

을 밀어 넣고 환자의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게 하여 허리

를 잡은 후 양발에 체중을 부하하게 하여 엉덩이를 띄운 

후 침대 아래쪽으로 환자의 몸 방향을 이동시킨다.

② 협조가 어려운 환자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법 -2인

보호자 한 명은 휠체어 뒤에서 환자의 겨드랑이 부분

을 통해 두 팔을 모아 잡는다. 다른 보호자는 환자 무릎 

가까이에 서서 한 손은 환자의 허벅지 아래에, 다른 손을 

무릎 하단에 두고 다리를 들면서 보호자들은 환자를 들

고 침대로 이동하게 한다.

2) 편마비 환자의 이동법

(1) 침대에서 일어나기

① 마비측을 밑으로 해서 일어나기

양발을 침대 끝으로 늘어뜨리고 건측 팔이나  발로 몸

을 지탱하면서 마비측 팔에도 체중을 부하하고 천천히 

일어난다.

② 건측을 밑으로 해서 일어나기

마비측과 건측의 발을 교대로 움직여, 침대 끝에 양발

을 늘어뜨린다. 마비측 어깨와 팔이 뒤로 당겨지지 않도

록 몸 앞으로 팔을 놓고 중심을 유지하면서 일어난다.

③ 마비측을 밑으로 해서 일어나기 보조방법

보호자는 환자가 양손을 잡고 마비측의 무릎을 세우도

록 한다. 한쪽 손을 마비측의 옆구리 하단에서 손을 어깨

의 뒷부분에 넣고, 다른 쪽의 손은 건측 어깨에 대고 돌

아눕는 것을 보조한다. 환자에게 건측 손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을 함께 시행하도록 하면서, 마비측 어깨를 잡

고 있는 손은 떼지 말고 다른 손으로 마비측 발을 보조해 

양발을 침대 끝으로 내린다. 이때 환자의 움직임에 맞추

어 보호자는 옆구리 밑 손으로 마비측 몸을 펴고 천천히 

움직여 몸을 뒤로 쏠려 돌아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

조한다.

④ 건측을 밑으로 해서 일어나기 보조방법

양손을 잡고 마비측 무릎을 세우도록 한다. 마비측 어

깨와 무릎을 들고 돌아눕는다. 마비측 발을 지지해 양발

을 침대 끝에 내리고 보호자는 한쪽 손을 어깨 뒷부분에 

대고, 또 한쪽 손을 머리 밑으로 넣는다. 이 때, 환자가 

건측의 팔로 몸을 밀어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때 환자의 움직임에 맞추어 몸이 뒤로 쏠리지 않게 기

울이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조한다.

(2)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기

휠체어에서 일어설 때 손을 맞잡고 몸을 충분히 앞으

로 기울여 단단히 양발에 체중을 주고 허리를 돌려 이동

하고 침대에 앉을 때에도 양발을 가지런히 해서 허리를 

펴고 천천히 앉는다.

(3) 보행시 보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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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측의 팔을 보호자 어깨에 얹는다. 보호자는 마비

측 몸을 위쪽으로 끌어 당겨 펴고 어깨를 앞쪽으로 가져

가, 몸이 대칭적이 되고 마비측 발이 지탱하기 쉽게 한

다. 좀 더 안정된 보행이 되는 환자는 보호자가 옆에서 

마비측 손과 겨드랑이 밑에서 떠받치면 보조한다. 

2.5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의 자료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S시 일개 종합 병원에 재활병동에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단마비의 진단명으로 입원중인 환자

의 보호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참여

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되고 연

구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연구 종료 후 

3개월 내에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는 기술적 통

계분석을 시행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위감은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의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4명(68%), 여자가 16명

(32%)이었다. 마비 유형에 따라 편마비 23명(46%), 사지

마비 19명(38%), 하지마비 7명(14%), 단마비 1명(2%)이

었다. 의사소통 가능 여부는 가능한 사람 31명(62%), 불

가능 14명(28%), 제한적 5명(10%)이었다. 평상시 이동

방법은 휠체어 41명(82%), 보호자 도움 보행 9명(18%)

이었다. 보호자는 가족 및 친지 17명(34%), 전문 간병인 

33명(66%)이었다.

3.2 마비환자의 이동 방법 교육 전 후 보호자가 마비

    환자를 이동시킬 때 느끼는 안위감의 변화

Table 2의 결과와 같이 보호자의 마비환자 이동시 위

험도의 교육 전․후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이동상황에 따

른 교육 전과 후의 보호자의 마비환자 이동시 느끼는 안

위감을 비교해 보면, 병실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은 

교육 전 5.06에서 7.02로, 휠체어에서 병실 침대로의 이

동 5.20에서 7.04로, 휠체어에서 치료실 매트로의 이동 

6.00에서 7.20으로, 침대에서 침대로의 이동 7.14에서 

7.86으로, 휠체어에서 샤워의자로의 이동에서의 위험도

는 5.92에서 7.20으로 안위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ituation
Before

(M±SD)
After

(M±SD) 
t p

Bed->Wheelchair 5.06±2.61 7.02±1.41 -8.38 <.001

Wheelchair→Bed 5.20±2.56 7.04±1.43 -7.90 <.001

Wheelchair→Matt 6.06±2.54 7.20±1.77 -5.28 <.001

Bed→Bed 6.84±2.53 7.86±1.63 -4.13 <.001

Wheelchair→Sho

wer chair
5.92±3.00 7.20±2.21 -5.88 <.001

Table 2. Comparison of sense of safety by traning the 

transfer method of paralytic on the guardians 

of paralytic                           (n=50)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이동 교육 프로그램이 미치는 

보호자의 안위감의 변화만을 측정 하였으나, 선행연구[6]

에서 낙상은 걷는 동안에, 침대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동작을 하는 

동안에 또는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들과 같은 보조기구

를 이용하는 동안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처럼 낙

상이 환자의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나 본 연구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4 68

Female 16 32

Type of paralyis

Partial 23 46

Lower 19 38

Lower and Upper 7 14

Unique 1 2

Communication

Command 31 62

Impossible 14 28

Partial 5 10

Transfer method
Wheel chair 41 82

Ambulation 9 18

Type of guard
Family 17 34

Guard 33 6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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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

련해서 낙상 예방 교육 실시후 실제로 개개인의 낙상 발

생률이 감소하였고[8], 환경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

한 교육과 약물사용에 대한 교육, 하지 강화 및 균형운동 

등도 낙상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7]. 따라서 환자의 이동 교육 프로그램이 낙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병동의 경우 척수

손상이나 뇌손상으로 인한 마비환자가 대부분임을 감안

할 때 마비환자의 올바른 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처럼 보호자에게 환자 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 49명(98%), 아니오 1명

(2%), 이전 병원이나 병동에서 환자 이동 방법에 대한 교

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9명(18%), 아니오 41

명(84%)로 환자, 보호자는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의료기

관에서의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병원에 따라 마비환자

의 이동 방법에 대한 교육시행 유무가 다르고 이동방법 

상에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동일병원 내에서도 보호

자의 방법상에 다른 형태가 많아 일치된 견해가 없어 환

자의 이동시 보호자가 느끼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효율

적인 이동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

비환자의 올바른 이동 방법에 대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마비환자의 이동시 과거나 현재에 환자나 보호자 서

로간의 의사소통이나 교류로 전해지는 잘못된 이동 방법

을 이용하여 마비환자의 이동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낙상이

나 외상율이 높다고 보여진다. 낙상 예방 교육 실시 후 실

제로 개개인의 낙상 발생률이 감소된 것으로 보았을 때

[8-10], 이처럼 낙상율 감소와 환자의 이동시 위험도 감

소를 위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마비환자의 이동시 발생하는 위험도를 줄이

고 효율적인 환자 이동법에 대한 교육에 따른 마비환자 

보호자의 안위감 정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교육 전과 후의 보호자의 마비환

자 이동시 안위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

개 병원에 재활병동에 입원한 마비환자만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 마비유형을 불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기초로 한 반복연구

를 통해 마비환자의 올바른 이동 방법 프로그램 개발이 

신뢰성 과 타당도의 재검토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교육 자료가 실무에 계속적으로 적용되

어 마비환자의 보호자가 느끼는 안위감이 상승할 수 있

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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