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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성과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여 서비스의 
융합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15개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연구한 RCT 문
헌 검색, 선정, 자료 추출,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선정된 21편 문헌의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공통적 특성은 정보
제공과 교육, 의사소통, 가족 및 친구의 참여였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 측정 변수는 89개였고, 환자 성과
는 사망률, 재원기간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18편의 문헌에서 환자 성과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환자-가족중
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서비스의 유효성을 증명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위한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융합
적 적용과 이에 대한 근거기반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의료의 질, 체계적 문헌고찰, 융합

Abstract  This review aim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interventions and evaluate the convergence effectivenes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were 
searched, selected, data extracted and quality-assessed using the Risk of Bias in 15 databases. 
Characteristics suggested from 21 studies were provision of inform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and 
family and friend participation. There were 89 measurement variables of performances. Patient 
outcome was measured by mortality, length of hospitalization, etc., indicated as significantly improved 
in 18 studies. This review has provided evidence that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improved 
experience and performance of diverse patients, families and health-care providers. There is need to 
convergence adopt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and conduct evidence-based studies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healthcare and patient saf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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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Patient and Family- 
Centered Care, PFCC)의 개념은 1988년 미국에서 제
시되었고, 최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
운 접근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1]. 2001년 미국의 IOM 
(Institute Of Medicine)이 21세기 보건의료체계 개혁 
목표에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포함시켰고[2], 의료의 패
러다임이 질병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
다. 질병중심 의료서비스가 의료인이 환자진료에 관한 모
든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개념이라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이 환자의 신념, 선호도와 가치, 요
구도를 존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환자가 의료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다[3,4].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는 환자중심에 가족을 포함
하여 확장된 건강관리 개념이다. 즉, 환자와 가족, 의료인
이 협력-동반관계를 구축하여 환자와 가족이 중추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을 보장하는 것이다[2]. 따라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
스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상호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기
반으로 서비스의 계획, 제공 및 평가를 진행하는 접근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5]. 

OECD 회원국 간 의료서비스의 질 비교에서, 한국의 
급성기 질병 치료성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만성질
환 관리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실제로 천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서비스의 지
속성, 조정과 연계, 환자참여 및 자가관리 측면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환자-가
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측면이
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가족중심문화가 환자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점은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적용에 긍정적인 논점이 될 수 있다고 본
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지식 향상, 재입
원과 재원기간의 단축 등 환자의 경험과 성과를 향상시
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7]. 그러나 환자-가족중심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의 주관, 신념, 선호도와 같은 무형의 가
치에 대한 측정은 관련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 및 수치화
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을 제
외한 개념의 정의와 속성을 분석[8]하는 수준으로 접근하
였으며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으므로 최신의 근거에 대한 종합적 분
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근거중심 보건
의료 연구 분야에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증대 시키며 
중재효과의 통합적 평가가 가능한 연구 방법이다[9].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서비스의 유용성
을 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가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를 융합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당
위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보고
한 국내외 무작위 통제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이하 RCT)의 내용을 분석하고 통합한 체계적 문
헌고찰 연구이다. 연구의 과정은 코크란 연합의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9]과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10]에 따라 수행하였다.

2.2 핵심질문과 검색식
핵심질문은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는 무

엇인가?’로 PICO-SD(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 형식에 따라 대상(P)은 ‘환자
와 가족’으로 하고, 대상자의 융·복합적 분석을 위해 인
원, 질환, 연령, 입원여부는 한정하지 않았다. 중재(I)는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
자-가족중심 속성을 지닌 모든 의료서비스(환자 참여, 공
유의사결정, 치료 목표설정 등)를 적용한 논문을 선정대
상으로 하였다. 대조군(C)은 ‘중재를 받지 않는 집단’ 혹
은 ‘다른 중재를 받는 집단’으로 하였다. 성과(O)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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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결과로 측정된 ‘의료 질 향상’, 
‘환자 성과’, ‘임상 결과’, ‘치료 결과’, ‘환자 만족’, ‘가족 만
족’ 등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유형(SD)은 ‘RCT’로 하였다. 
검색식은 다음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국외 전자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인 PubMed에서 환자중심
진료와 가족간호를 뜻하는 통제어 MeSH용어인 patient 
-centered care와 family nursing을 확인한 뒤 각 
MeSH용어의 모든 Entry용어와 관련 논문의 자연어
(text word), 주요어(key word)를 검토하였다. 이후 관
련 주제어 24개, 14개를 and 조합하여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검색어를 구성하였고, 각 DB 별
로 제공되는 고급검색(advanced search) 기능을 고려
하여 검색식을 선정하였다(Appendix 1). 국내 검색은 
국외 검색식에서 사용한 통제어를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여 
‘환자중심’, ‘가족중심’, ‘Patient centered care’, ‘Family 
centered care’, ‘patient-centered’, ‘family-centered’ 로 
검색된 모든 문헌을 수기로 확인하였다. 

2.3 문헌검색과 선정과정
본 연구는 기관생명심의위원회 심의면제요청서(IRB 

No. MC18ZESI69) 승인 후 진행되었다. 문헌검색과 선
정의 전 과정은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불일
치 항목은 원문 검토 후 이견을 조정하였다. 문헌검색은 
DB를 통해 2018년 7월 2일 검색일까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문헌 선정은 8월 10일에 완료하
였다. 국외 검색은 PubMed, EMBASE, CENTRAL, 
CINAHL, 국내 검색은 KOREAMED, KMBASE, KISS, 
RISS, NDSL,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지를 검
토하였으며 누락방지를 위해 아시아 저널 4개를 추가 검
색하였다. 

연구대상 문헌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 문헌의 포함기준은 1) 환자와 가족을 모두 

포함한 연구 2) 사전에 정의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
스의 속성을 포함한 연구 3) RCT 연구이다.  

연구대상 문헌의 제외기준은 1)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 2) 중복연구 3) 원본이 없는 연구 4) 대조군이 없는 
연구 5) 학위논문 이다.

2.4 문헌의 질 평가
질 평가는 코크란 연합이 개발한 무작위 통제연구 평

가도구인 RoB (Risk of Bias)[11]를 사용하였다. RoB는 
무작위(Random sequence generation), 배정순서 은

폐(Allocation concealment), 참가자 및 연구자 눈가림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결과평가
자 눈가림(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불충분
한 결과자료(Incomplete outcome data), 선택적 결과
보고(Selective reporting), 기타 비뚤림(Other bias)으
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 비뚤림은 제공자의 전문성(훈련
유무), 연구 대상자의 편의표집으로 판단하여 총 8가지 
영역의 비뚤림 위험을 낮음, 높음,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질 평가 과정에서 연구자 간 평가가 다른 문항은 무작위 
배정이었다. 이에 연구자 2인은 무작위 방법이 언급만 되
었을 뿐 무작위 배정의 자세한 방법을 기술하지 않은 4
편은 비뚤림 위험 높음으로 평가하였으며 무작위 방법이 
모호하게 기술된 1편은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경
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인 제 3자와의 논의 후 비뚤림 위
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2.5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정성적 분석방법(qualitative analysis)

을 사용하였으며, 메타분석은 연구 별 환자의 특성, 서비
스의 목적 및 성과의 이질성과 중재프로그램의 다양성으
로 성과 합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
았다. 

구체적인 분석틀은 문헌의 일반적 특성, 환자와 가족
의 특성,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 성과변수에 
따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추출하여 개발
한 문헌의 양식에 따랐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Gerteis et 
al.[12]이 제시한 환자중심 차원을 근거로 중복 허용하여 
환자의 가치, 선호도 및 요구도의 존중, 의료서비스의 조
정과 통합, 정보제공, 의사소통 및 교육, 신체적 편안함, 
두려움, 불안 완화 및 정서적지지, 가족 및 친구의 참여, 
지속성 및 연속성으로 하였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 분석은 성과의 타
당성 고찰과 범주화를 위해 Harper et al.[13]의 성과변
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다. 첫째, 
Donabedian[14]의 구조, 과정, 결과 성과로 분류하였
다. 변수가 의료제공자의 자원, 작업여건이나 환경에 관
한 내용인 경우 구조적 성과로, 의료 제공자와 환자간의 
혹은 이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경우는 과정적 성
과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 가족, 
의료제공자가 실제 또는 잠재적 건강상태에서 바람직하
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로의 변화를 측정한 경우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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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자, 가족, 의료진 및 기관의 
변화를 측정한 경우 각각 환자, 가족, 의료진 및 기관의 
성과로 분류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자료선정

15개 DB에서 검색된 문헌은 총 260편으로, 국외 203
편, 아시아 12편, 국내 45편이었다. CINAHL에서는 
RCT 연구가 0건으로 검색되어 중복문헌 제거 전, 검색
된 79건 모두 초록을 검토하였다. 문헌관리 DB로 중복
문헌을 제거 후, 1차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49편이 
선별되었고, 2차로 전문을 검토하여 환자-가족중심 의료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은 연구 7편, 통계적 결과가 제시되
지 않은 연구 12편, Non- RCT 연구 1편, 환자와 가족 
모두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 8편을 포함한 28편 문헌을 
제외하여 Fig. 1과 같이 총 21편이 최종문헌으로 선정되
었다.

Fig. 1. PRISMA flow diagram for the literature search. 

3.2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의 일반적 특성
선정된 21편의 문헌 중 16편(76%)이 2010년 이후에 

출판되었고, 지역별로는 미국이 13편(62%)으로 가장 많
았다. 연구에서 보고된 총 환자 수는 3223명(중재군 
1653명, 대조군 1570명), 가족 구성원의 수는 1538명 
(중재군 789명, 대조군 749명)이었다. 

선정문헌 중 두 편[23,24]은 연구자와 중재가 동일하
나 대상자, 중재 시기, 빈도, 성과가 달라 2개의 연구로 
분석하되 중재방법에서는 1건으로 산정하였다. 

3.2.1 문헌의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Table 1과 같이 신경정신과 질환 환자 

7편, 암 환자 3편, 중환자실 환자 3편 순 이었고, 소아청
소년(14편)이 성인보다 많았다. 가족의 유형과 인원을 분
명하게 제시한 문헌 중에서 돌봄 제공자가 환자의 부모
인 경우(67.6%, 970/1435명)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동거인(12.9%, 185명), 환자의 자녀(11.6%, 166명), 형
제/자매(3.6%, 52명), 친척(2.3%, 33명), 그 외 가족
(0.9%, 13명), 기타 관계(0.7%, 10명), 친구(0.4%,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돌봄 제공자 중 여성의 비율
은 77%(1103명)로 조사되었다

3.3 문헌의 질 평가 결과

Fig. 2. Risk of bias graph for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1)

1) (+)=High; (-)=Low; (?)=Unclear. R=Random sequence 
generation; A=Allocation concealment; BP=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BO=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I=Incomplete outcome data; S=Selective 
reporting; O=Other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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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 Publication
year Country

Patient   Family

Diagnosis Sample size Age (M±SD, year) Sample 
size Age (M±SD, year)

I C I C I C I C
Addinggton-Hall et al. 1992 UK Terminally ill cancer 318 236 ≥75: 51% ≥75: 55% 51 43 NR NR
Azoulay et al. 2002 France ICU (acute respiratory failure) 87 88 57 61 87 88 46 50
Curtis et al. 2016 USA ICU 82 86 52.1±17.2 55.3±18.8 131 137 49.5±12.0 52.4±14.2
Dixon et al. 2014 USA Serious mental illnesses 111 115 51.5±9.1 NR NR NR NR
Falbe et al. 2015 USA Obesity 28 27 9.2±1.9 8.7±1.6 28 27 36.0±6.4 37.2±7.0
Farmer et al. 2011 USA Special health care needs 50 50 6.9±5.7 6.6±5.1 NR NR NR NR
Fiks et al. 2015 USA Persistent asthma 30 30 8.3±1.9 8.2±1.9 30 30 NR NR
Gregory et al. 2011 UK Type 1 diabetes 359 334 10.4±2.8 10.7±2.8 286 286 NR NR
Hannon et al. 2018 USA Type 1 diabetes 31 1) 33

2) 33 14.7±2.0 1) 14.5±1.7
2) 14.7±1.5 31 1) 33

2) 33NR NR
Hogue et al. 2006 USA Substance-abuse 44 56 15.47±1.3 NR NR NR NR
Hommel et al. 2012 USA Inflammatory Bowel Disease 20 20 15.4±1.5 NR NR 46.2±4.9
Lyon et al. 2013 USA Cancer 17 13 16.3 17 13 43.9
Lyon et al. 2014 USA Cancer 17 13 16.5 16 17 13 45.4 42.1
Mckean et al. 2012 Australia Speech-language disorders 10 10 51.1±3.4

(months)
50.1±5.7
(months) NR NR NR NR

Nayeri et al. 2014 Iran Stroke 30 30 70.7±7.8 68.8±10 30 30 39.6±8.2 37.1±9.4
Pitschel-Walz et al. 2006 Germany Schizophrenic disorders 125 111 33 34 125 NR 49 NR
Torke et al. 2016 USA Severe cognitive impairment 13 13 53.3±14.2 57.4±11.0 13 13 50.9±12.0 46.5±17.4
Tyson et al. 2014 USA

Children  scheduled for a 
procedure 
in the imaging department

68 69 4.5 5.0 68 69 NR NR

Verma et al. 2017 India NICU 148 147 36.8±3.1*
(weeks)

36.4±3.2*
(weeks) NR NR

25-35: 40%
36-50: 19%
 ≥50: 41%

Westermann et al. 2013 Netherla
nds

Autismspectrum disorde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45 36 6.1±2.4 7.1±2.3 90 72
M: 
36.7±5.5
F: 
39.8±5.3

M: 
37.6±6.7
F: 
39.4±6.0

Wood et al. 2006 USA Anxiety disorders 20 20 9.8±2.2 NR NR NR NR
2) I=Intervention group; C=Control group; NR=Not Report; M=Mother; F=Father; *Gestation period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RCTs2)

문헌의 질 평가 결과는 Revman 5.0 version (Cochrane 
Community, Oxford, UK)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제시하였다. 21편의 RCT 연구에서 무작위 방법을 시행
한 연구는 17편(81%), 배정은폐를 시행한 연구는 8편
(38%)이었으며 참가자·연구자 눈가림을 시행한 연구는 
19편(90%), 평가자 눈가림을 시행한 연구는 21편
(100%)이었다. 불충분한 결과자료 비뚤림이 낮음으로 평
가된 연구는 20편(95%)으로 배정된 대로 분석(Intent 
To Treat analysis)에 대한 기술이 있거나 결측치가  없
었다. 선택적 결과보고에서 불확실로 평가된 문헌은 21
편(100%)으로 선택적 결과보고에 대한 정보가 문헌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비뚤림 여부를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선택적 결과보고에서 불확실
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11]. 전문적인 중재 제공자가 
존재하고, 연구 대상자가 편의표집 되지 않은 연구는 16
편(76%)이었다.

3.4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중재방법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

스의 중재방법은 Table 2와 같이 정보제공, 의사소통, 
교육과 가족 및 친구의 참여중재였다. 환자의 가치, 선호
도, 요구도의 존중 중재는 14편, 의료서비스의 조정과 통
합 중재는 11편, 지속성과 연속성 중재는 11편의 문헌에
서 나타났다. 두려움, 불안 완화 및 정서적 지지 중재는 
8편, 신체적 편안함 중재는 2편의 문헌에서 나타났다.

중재 제공자로는 다학제 팀(14편, 70%)이 가장 많았
다. 별도로 훈련된 인력이나 인증 받은 전문가를 활용한 
중재가 9편이었고, 이 중 5편은 특수 전문가의 양성 및 
적용중재였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중재는 2편, 정형화된 
프로토콜에 의한 중재는 15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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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of Selected RCTs 3)

Author (yr) Intervention Duration
(cycle)

No. 
of 

sessi
on

Min/
sessi
on

Provider PM IT Control
group

Dimension of PFCC†

R C I P E IV T

Addinggto
n-
Hall et al.
(1992)

Comprehensive 
service 38 months -

All 
the 
time 
when 
need
ed

·Nurse coordinators*
·Standard hospital
·Primary care
·Community nursing
·Social services

X X Routinely 
services O O O 　 　 O O

Azoulay 
et al. 
(2002)

Family Information 
Leaflet during ICU stay - - ·Physician

·Nurses X X Standard 
information 　 　 O 　 O O 　

Curtis et 
al. (2016)

Improve 
communication 
between clinicians 
and families 

During ICU stay Uncle
ar

267 
(mea
n)

·Nurse
·Social worker
·Communication  
facilitator*

O X Usual care 　 　 O 　 　 O 　

Dixon et 
al. (2014)

Recovery-Oriented  
Decisions for 
Relatives’ Support

3-4 months 3 50
Recovery-Oriented 
Decisions for Relatives’ 
Support clinicians* O X Usual care O 　 O 　 　 O 　

Falbe et 
al. (2015)

Family-Based 
intervention

10weeks
(biweekly) 5 120

·Dietitian
·Physician
·Promotora* O X Usual care O O O O 　 O O

Farmer et 
al. (2011)

Consultative care 
coordination
intervention 

6 months Uncle
ar

Uncle
ar

·Physician
·Nurse
·Parent consultant
·Family Support 
Specialist*

O X Usual care O O O 　 O O O

Fiks et al. 
(2015)

EHR-linked patient 
portal supporting 
shared 
decision-making

6 months - - ·Physician
·Data processing team X O Usual care O 　 O 　 　 O O

Gregory 
et al. 
(2011)

Psychosocial 
intervention 1 year 4 4

·Doctors
·Nurses
·Dietitians
·Psychologists
·Pediatric diabetes  
health-care 
professionals*

O X Usual care O O O 　 　 O O

Hannon 
et al. 
(2018)

Combined 
approach 
family-centered 
goal setting and 
mobile self
monitoring

6 months - -
·Pediatric
endocrinologist
·Diabetes educator
·Nurse practitioner

X O
1) HIT enhanced 
SMBG 
2) 
Family-centered 
goal setting 

　 　 O 　 　 O 　

Hogue et 
al. (2006)

Multi Dimensional
Family Therapy

16-24weeks
(weekly) 24 Uncle

ar Therapists O X
Individual
cognitive-behavio
ral therapy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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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of Selected RCTs (Continued)

Author 
(yr) Intervention Duration

(cycle)
No. 
of 

sessi
on

Min/
sessi
on

Provider PM IT Control
group

Dimension of PFCC†

R C I P E IV T

Hommel 
et al. 
(2012)

Family-Based  
Group Behavioral 
Treatment

4 weeks 4 60-9
0 Clinical psychologists O X Usual care 　 　 O 　 　 O O

Lyon et 
al. (2013) Family-Centered  

Advance-Care 
Planning

Not reported 
(weekly)

3 60 Facilitators O X
Standard 
information O

　
O

　
O O

　

Lyon et 
al. (2014)

Not reported 
(3weekly) Usual care 　 　 　

Mckean 
et al. 
(2012)

Family-Centred  
practice

14weeks
(1weekly) 5 45] Speech-language  

pathologists* O X Usual care O O O 　 O O O

Nayeri et 
al. (2014)

Family-Centered 
Care program 

9 months

4ste
ps
(Incl
uded 
3 
educ
ation
al 
sessi
on)

60-1
20 

·Stroke specialists 
·Nurses
·Physicians
·Psychotherapists
·Physiotherapist etc

X X Usual care O O O 　 O O O

Pitschel-
Walz et
al. (2006)

Psychoeducation 
intervention 

4-5months
·Patient:1-4weekl
y,5-8monthly
·Relative:biweekly

Patie
nt: 8
Relat
ive: 
8

Patie
nt: 
60
Relat
ive:9
0

·Psychiatrics
·Clinical psychologist O X Usual care 　 　 O 　 　 O 　

Torke et 
al. (2016)

Family Navigator 
protocol During ICU stay  - -

·Physician
·Nurse
·Social worker
·Family navigator*

O X Usual care O O O 　 O O O

Tyson et 
al. (2014)

Certified Child Life 
Specialist program 4 months -

Durin
g 
proc
edur
es

Certified Child Life 
Specialist* O X Usual care O O O O O O 　

Verma et 
al. (2017)

Family-Centered 
Care

Daily during ICU 
stay 4 120

·Neonatologist
·Community medicine
specialist
·Psychologist
·Nurse
·Hindi language expert

O X Usual care O O O 　 　 O O

Westerm
ann et al. 
(2013)

Shared decision 
making using 
dialogue

Not reported 2 90
·Therapists
·Psychiatrists
·Psychologists
·Mental health workers

O X Usual care O O O 　 　 O 　

Wood et 
al. (2006)

Family-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Not reported 12-1
6

60-8
0

·Clinical psychology   
Doctoral students 
·Clinical psychologist

O X
Child-focused  
cognitive-behavi
oral therapy 

　 　 O 　 O O 　

3) EHR=Electronic Health Record; HI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SMBG=Self Mobile Blood Glucose; *Specialist; †PFCC=Patient and Family 
Centered Care; R=Respect patient's values, preferences, expressed needs; C=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care; I=Inform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P=Physical Comfort; E=Emotional support and Alleviation of Fear and Anxiety; IV=Involvement of family and friends; T=Transition and 
Continuity.

   PM=Protocol Manual; IT=Us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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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ention outcomes of selected RCTs 4)

 Subject Outcome RCT
Variable Donabedian + - ±

Patient

Compliance/Acceptability Process 18, 20, 23, 34 24, 30
Decision quality Process 19, 23
Mortality(ICU) Outcome 25, 27
Length of hospital stay Outcome 18, 25 27
Anxiety Outcome 21, 24 22
Depression Outcome 22, 24 15
BMI Outcome 28 31†

HbA1c Outcome 35 28, 31
Missed School days Outcome 29, 30
Quality of life Outcome 24, 30, 31
Satisfaction Outcome 22
length of survival Outcome 22
Suffering from vomiting Outcome 22
Receiving effective treatment for vomiting Process 22
Concerned about having an itchy skin Outcome 22
Time to Withdrawal of Life Support Process 25
Length of ICU stay Outcome 25
Recovery attitudes and beliefs Outcome 15
Symptom with the psychoticism and paranoid Outcome 15
BMI z score Outcome 28
weight Outcome 28
SBP, DBP Outcome 28
LD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Outcome 28
Triglycerides Outcome 28
Glucose, HOMA-IR Outcome 28
Children’s overall health ratings Outcome 29
Child functional status Outcome 29
Personal strain Outcome 29
Access to wellness services Process 29
Up-to-date on their health maintenance visits Process 29
Immunization rates Outcome 29
Number of hospitalizations Outcome 30
Number of ED visits Outcome 30
Number of specialist and primary care visits Process 30
Number of prescriptions for medications Process 30
Frequency of asthma flares Outcome 30
Perceptions of medical team Outcome 31
Problem Areas in Diabetes Outcome 31
Importance associated with self-care Outcome 31
Confidence with self-care Outcome 31
Diabetes care/mismanagement Process 31
Patient enablement Outcome 31*

Externalizing symptoms Outcome 16*

Internalizing symptoms Outcome 16*

Spirituality Outcome 24
Speech and language outcomes Outcome 17
Rate of stroke complications occurrence Outcome 32
Rehospitalizations rate Outcome 18
Number of rehospitalizations Outcome 18
Fear Outcome 33
Culture positive/negative nosocomial infectionrate Outcome 27
Breast feeding rate Outcom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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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ention outcomes of selected RCTs (Continued)
 Subject Outcome RCT

Variable Donabedian + - ±

Family 
member

Anxiety Outcome 19, 21, 22, 24, 25
Depression Outcome 25 19, 22, 24, 29
Missed work days Outcome 30* 29
Satisfaction Outcome 17, 20*,26, 29, 33 22, 30
Acceptability Outcome 20 24
Sleeplessness Outcome 22
Feel angry Outcome 22
PTSD score Outcome 25
Number of family needs Process 29
Impact on Family Scale Process 29
Decision quality Process 20*

Family support scale Process 29
Parent Patient Activation Measure Process 30
Consensus between parents and therapists Process 20
Quality of life Outcome 31
Perceptions of medical team Outcome 31
Importance associated with self-care Outcome 31
Confidence with self-care Outcome 31
Comprehension Outcome 26
Posttraumatic stress Outcome 19
Decision Regret Outcome 19
Perception of patient’s pain Outcome 33
Perception of patient’s distress Outcome 33

Clinical team
Satisfaction Outcome 33
Perception of patient’s pain Outcome 33
Perception of patient’s distress Outcome 33
Decision quality Outcome 20

Organization

Costs of ICU Outcome 25
Costs of hospital Outcome 25
Having a written care plan Process 29
Continuity of Care Process 31
Cost of training Structure 31
Hospital contacts Process 31
Contacts with other health service Process 31*

Quality of Communication Process 23*

Process of Care Process 17
Goal Attainment Process 17

4) +=review provided evidence that the intervention is effective; -=review provided no evidence that the intervention is effective; ±=review 
provided evidence that the intervention might be effective; *partial items are included;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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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성과변수의 유효성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는 Table 3과 같이 

2편 이상의 연구에서 공통된 측정변수로 분석하여, 총 
89개의 변수로 분류되었다. Donabedian의 구분에 따
라 구조 성과 (의료진 훈련비) 1개, 과정 성과(진료과정 
순응도, 의사결정의 질 등) 22개, 결과 성과(사망률, 재원
기간, 불안, 우울 등) 66개로 분류되었고, 대상에 따라 환
자 성과 52개, 가족 성과 23개, 의료진 및 기관 성과 14
개로 분류되었다. 

3.5.1 환자 성과 변수
환자의 순응도 측정 연구 6편 중 4편[18,20,23,34]은 

가족기반의 심리치료중재, 공유의사결정중재, 사전계획
중재, 그룹행동중재를 시행하였고, 중재군의 순응도가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의사결정의 질을 측정한 
연구 2편[19,23]은 가족지지 중재자 적용과 가족기반 사
전계획중재였으나 중재군과 대조군 간 의사결정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을  
평가한 연구 2편[25,27]은 가족-의료진간 의사소통 중재
자를 설정하였고 2편 모두 중재군의 사망률이 대조군보
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재원기간을 평가한 연구 3편[18,25,27] 중 2편
[18,25]은 중재군의 재원기간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환자의 불안을 측정한 연구 3편[21,22,24] 중 
가족기반 인지행동치료와 사전계획 중재를 시행한 2편
[21,24]은 중재군의 불안수준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환자의 우울을 평가한 연구 3편[15,22,24] 중 
2편[22,24]의 연구에서 중재군의 우울점수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MI를 측정한 연구 2
편[28,31] 중 라틴계 비만 환아의 가족기반중재를 시행
한 연구[28]에서 중재군의 BMI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HbA1c를 평가한 3편[28,31,35]의 연구 중 
모바일을 활용한 자가 혈당체크 중재와 가족중심 혈당관
리 목표설정중재를 혼합한 연구[35]는 실험군의 HbA1c
가 개별 중재를 시행한 두 개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환자의 학교결석일수를 평가한 연구 2편
[29,30] 중 특수 건강관리요구를 가진 소아대상 돌봄조
정 중재 연구[29]에서 중재 후에 결석일수가 줄었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한 3편[24,30,31] 중 2편[24,30]
의 연구에서 중재 후 삶의 질 점수가 향상 되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5.2 가족 성과 변수
가족의 불안을 평가한 5편[19,21,22,24,25]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족의 우울을 측정한 
5편[19,22,24,25,29] 중 1편[25]은 중재군의 우울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부모의 직장결근일수를 평
가한 연구 2편[29,30] 중 천식환자와 가족의 치료적 공
유의사결정 중재를 시행한 연구[30]는 중재군의 평균 결
근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가족의 만족도를 측정한 
7편[17,20,22,26,29,30,33] 중 5편의 연구에서 중재군
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순응도를 평가한 2
편[20,24] 중 공유의사결정 중재 연구[20]에서 어머니, 
아버지 두 중재군의 순응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3.5.3 의료진 및 기관 성과 변수
아동 안전전문가 중재 연구[33]에서 중재군의 의료진 

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았고, 소아의 통증과 괴로움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 공유의사결정 중
재 연구[20]에서는 의사 결정의 질을 측정하였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관의 성과는 의사소통 중재 연구[25]에서 병원지출 
중환자실 비용, 1일 평균 중환자실 비용, 전체 병원지출
비용을 측정한 결과, 중재군의 병원지출 중환자실 비용 
특히, 중환자실 사망환자비용이 생존환자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일 평균 중환자실 비용과 사망환자의 전체 
병원지출비용도 중재군에서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였다. 
돌봄조정 중재 연구[29]에서는 치료목표의 수립도가 중
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논의
선정된 문헌은 1편을 제외하고, 모두 2000년 이후에 

발표되어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가 최근 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문헌의 일반적 특성에서 인도에서 발표된 1편을 제외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발표된 문헌은 선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RCT 연구는 대상자의 모집과 관리가 어렵고,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연구수행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간의 관계가 급속하게 변
화되었고,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 간병문화를 지니고 있다. 가
족 중 한 명이 병에 걸리면 모든 가족 구성원은 삶의 다
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이 생명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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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가하는 질환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인 돌봄이 요
구되는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위기가 된다[36]. 2015년
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차
원의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미약한 우리사회에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가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
리사회의 가족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가족중
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연구의 대상자는 신경정신과 질환, 당뇨, 비만, 천식 
환자가 12편(57%)으로 가장 많았다. 위의 만성질환은 가
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나 가족의 관심과 지지
가 지속된다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 환자의 질 높은 일
상생활과 가족기능의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소아청소년 대상연구는 14편이었고, 돌봄 제공자는 
환자의 부모(67.6%, 970명)와 여성(77%, 1103명)의 비
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어머니
가 돌봄과 건강관리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입원한 소아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37]에서도 친절, 존중, 설명, 숙련의 순으로 간호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어머니는 환아의 간호에 참여하고 간호사
와 협력하여 아동을 돌보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어머니 특히, 만성 질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가 필
요함을 말해준다. 

돌봄 제공자가 가족이 아닌 기타 관계(0,7%, 10명) 혹
은 친구(0.4%, 6명)인 경우는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00
년대 이후, 비혼 및 만혼,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독거노
인의 증가, 자살 등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 더이상 
전통적인 가족체제에만 의존한 돌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38] 비 혈연 돌봄 제공자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족구조 및 기능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친구, 지
인, 지역사회 및 정부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요구된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성은 정보제
공과 교육, 의사소통, 가족 및 친구의 참여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과 교육은 의무기록 연동시스템[30]과 모바일 
웹 등의 정보통신기술활용으로 가능하며[39-41] 이는 환
자와 의료진간 의사결정의 공유 및 환자의 자가 관리를 
촉진시킨다[30,35]. 적절한 정보 제공과 교육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 및 우울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이다. 따라서 나

이, 학력, 직업 등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적 특성과 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여 문자 메시지, 모바일, 동영상 등의 다
양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과 개별  맞춤
형 교육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중재자의 
설정[19,22,25]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요인[42]이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판
단된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 중 환자의 가치, 선
호도, 필요도의 존중은 14편(70%)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소아환자의 신념과 가치는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정확하
지 않으며 부모의 의견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
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아의 신념
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며 자료 수집 시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
료 수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에서는 총 89개의 
변수 중 12개 변수가 2편 이상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Donabedian 모형에서 결과 성과의 개수가 
과정 성과의 개수보다 3배 많았다. Campbell et al.[43]
은 의료서비스의 성과평가 목적이 의료계의 행동 변화인 
경우에는 과정변수가 결과변수보다 의료의 질 측정에 더 
적합하며, 이는 과정에 대한 측정이 결과측정에 비해 용
이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정변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는 환자, 가족, 의료진 및 
기관차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21편 중 18편
에서 환자 성과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환
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환자의 삶의 질 향
상, 자가 간호의 증진, 약물 투여의 감소 등 환자의 성과 
향상을 보고한 연구[7]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5편
의 연구[17,20,26,29,33]는 가족 및 의료진의 의료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가족중심-의
료서비스가 가족은 물론 의료진의 만족도를 증진시켰다
는 선행연구[44]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가 의료진의 성과 향상[33]과 간호사 인력 부
족 문제의 완화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45]는 점은 의료 
제공자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그러
므로 의료 제공자의 관점에서 환자-가족중심 의료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 기관에서는 환
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가 적용되는 조직문화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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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이 요구된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기
관의 최고관리자가 환자-가족중심 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은 환자-가족중심 의
료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 제공자에게도 유효성이 있는 
성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하였고, 의료기관 및 지역 사회
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유교적 가족문
화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임에도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
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써 환자-가족
중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 모집단의 
크기를 확보하여 향후 잘 설계된 실험연구 및 추적연구 
시행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별 서비스의 측정변수가 다양
하고, 성과가 일관적이지 않았으며 문헌의 질평가에서 비
뚤림 위험이 확인되어 중재 유효성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의 합의된 정의가 부족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연
구자가 사용하지 못한 검색어로 정의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를 시행한 문헌

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성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정보제공과 교육, 
의사소통, 가족 및 친구의 참여였다. 선택된 문헌 21편 
중 18편의 문헌에서,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성과
인 환자의 사망률, 재원기간, 불안, 우울, 서비스의 순응
도, 의사 결정의 질 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개념의 
모호함, 서비스의 측정변수 및 성과의 비일관성, 문헌의 
비뚤림이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속성과 성과를 연
구한 문헌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측정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의 
수행과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중재 연구가 꾸준히 시
행되어 환자-가족중심 의료서비스 성과의 유효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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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SD No Query

Patient/
Intervention

#1

"Patient-Centered Care"[MESH] OR "PCC"[TW] OR "Care, Patient-Centered"[TW] OR "Patient Centered Care"[TW] OR 
"Nursing, Patient-Centered"[TW] OR "Nursing, Patient Centered"[TW] OR "Nursing, Patient Centered"[TW] OR 
"Patient-Centered Nursing"[TW] OR "Patient Centered Nursing"[TW] OR "Patient-Focused Care"[TW] OR "Care, 
Patient-Focused"[TW] OR "Patient Focused Care"[TW] OR "patient-centred"[TW] OR "person-centred"[TW] OR 
"person-centered"[TW] OR  "person-oriented"[TW] OR "patient-oriented"[TW] OR "person-focused"[TW] OR 
"professional-patient relations"[TW] OR "patient participation"[TW] OR "patient care planning"[TW] OR " decision 
making"[TW] OR "Continuity of Patient Care"[TW] OR "patient preference"[TW]

#2
"Family Nursing"[Mesh] OR "Family Nursings"[TW] OR "Nursing, Family"[TW] OR "Nursings, Family"[TW] OR 
"Family-Centered Nursing"[TW] OR "Family Centered Nursing"[TW] OR "Family-Centered Nursings"[TW] OR "Nursing, 
Family-Centered"[TW] OR "Nursings, Family-Centered"[TW] OR "family centered"[TW] OR "patient and family 
centered"[TW] OR "professional-family relations”[TW] OR "family involvement”[TW] OR "family needs”[TW]

#3 #1 AND #2

Outcome #4

"Quality of Health Care"[Mesh] OR "Health Care Quality"[TW] OR "Quality of Healthcare"[TW] OR "Healthcare Quality"[TW] 
OR "Quality of Care"[TW] OR "Care Qualities"[TW] OR "Care Qualities"[TW] OR "Care Quality"[TW] OR "Critical Care 
Outcomes"[Mesh] OR "Care Outcome, Critical"[TW] OR "Care Outcome, Critical"[TW] OR "Care Outcomes, Critical"[TW] 
OR "Critical Care Outcome"[TW] OR "Outcome, Critical Care"[TW] OR "Outcomes, Critical Care"[TW] OR "patient 
satisfaction"[TW] OR "family satisfaction"[TW] OR "Outcome and Process Assessment (Health Care)"[Mesh] OR "Outcome 
and Process Assessment"[TW] OR "Structure Process Outcome Triad"[TW] OR "Outcome Assessment (Health 
Care)"[Mesh] OR "Assessment, Outcome (Health Care)"[TW] OR "Assessments, Outcome (Health Care)"[TW] OR 
"Outcome Assessments (Health Care)"[TW] OR "Outcomes Assessment"[TW] OR "Assessment, Outcomes"[TW] OR 
"Assessments, Outcomes"[TW] OR "Outcomes Assessments"[TW] OR "Outcomes Research"[TW] OR "Research, 
Outcomes"[TW] OR "Outcome Studies"[TW] OR "Outcome Study"[TW] OR "Studies, Outcome"[TW] OR "Study, 
Outcome"[TW] OR "Outcome Measures"[TW] OR "Measure, Outcome"[TW] OR "Measures, Outcome"[TW] OR "Outcome 
Measure"[TW] OR "Patient Outcome Assessment"[Mesh] OR "Assessments, Patient Outcome"[TW] OR "Outcome 
Assessments, Patient"[TW] OR "Patient Outcome Assessments"[TW] OR "Assessment, Patient Outcomes"[TW] OR 
"Patient Outcomes Assessment"[TW] OR "Outcomes Assessments, Patient"[TW] OR "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TW] OR "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TW] OR "Research, Patient-Centered Outcomes"[TW] OR 
"Assessment, Patient Outcome"[TW] OR "Outcome Assessment, Patient"[TW] OR "Patient Reported"[TW] OR "Outcomes, 
Patient Reported"[TW] OR "Reported Outcome, Patient"[TW] OR "Reported Outcomes, Patient"[TW] OR "Patient Reported 
Outcome"[TW] OR "Treatment Outcome"[Mesh] OR "Outcome, Treatment"[TW] OR "Clinical Effectiveness"[TW] OR 
"Clinical Effectivenesses"[TW] OR "Effectiveness, Clinical"[TW] OR "Effectivenesses, Clinical"[TW] OR "Patient-Relevant 
Outcome"[TW] OR "Outcome, Patient-Relevant"[TW] OR "Outcomes, Patient-Relevant"[TW] OR "Patient Relevant 
Outcome"[TW] OR "Patient-Relevant Outcomes"[TW] OR "Clinical Efficacy"[TW] OR "Efficacy, Clinical"[TW] OR "Treatment 
Effectiveness"[TW] OR "Effectiveness, Treatment"[TW] OR "Treatment Efficacy"[TW] OR "Efficacy, Treatment"[TW] OR 
"Quality Improvement"[Mesh] OR "Improvement, Quality"[TW] OR "Improvements, Quality"[TW] OR "Quality 
Improvements"[TW] 

#5
Combi

ne
#3 AND #4

Design #6 
Limit RCT

<Appendix 1> Search strategy to identify relevant trials from Pub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