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부수술환자의 수술 후 피로변화와 

신체적 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보    환



복부수술환자의 수술 후 피로변화와 

신체적 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지도  김  조  자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김    보    환



감사의 

   10년전부터 간호학을 배우는 동안 언젠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갑작

스런 생각이 스칠때 마다 노트나 수첩 귀퉁이에 끄적여 놓고 “이런 거 하면 재미

있겠다”란 속 말만 하고 웃음짓던 때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되어서야 하고 싶다던 

것이 “연구”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구란 것이 작은 호기심 만으로 시작되기

는 쉬울지라도 그 호기심이 자라서 굳건히 연구화 되어가는데는 더 많은 공부와 

열정,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연구자로서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게 제 안의 호기심을 밖으로 이

끌어 내주시고 다듬어 주신 김조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

데서도 연구의 방향과 틀을 잡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일선 교수님과 항

상 옆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모든 것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논문을 무사히 마치도

록 도움을 주신 허혜경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학교에서 논문 준비하는 모습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최상순 교

수님, 통계적 자문과 응원의 을 보내주신 장세진 교수님, 연구의 진행이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과 조언을 주신 박소미 교수님과 애정어린 눈으로 논문의 진행과 

건강을 걱정해 주신 김기연 교수님,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궁금한 것을 물어

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송희  선생님과 논문 쓰면서 힘들까봐 몸 걱정해주

시고 힘이 되는 말 주신 김기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도구를 선택하는 과

정에서 어의 벽으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도움을 주신 강덕희 교수님과 연구

도구가 내실있게 되도록 번역을 도와주신 서미혜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항상 옆에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어릴적 친구 은미, 현령, 윤호, 그리고 94동

기 향옥, 은경, 정희, 은숙, 소윤, 난형, 지은, 윤경, 미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진행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강세원, 김 진, 문성미, 강경화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신 김예진 선생님, 우수희 선생님, 



김 하 선생님, 그리고 대학원 공부 마칠 때까지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봐 주신 수

연언니, 형렬오빠, 병래오빠, 상훈오빠, 나옥언니, 정래언니, 은현언니, 임미혜, 주현

실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내조해 준 림

이, 이 숙, 백지윤 조교 선생님과 밤길 안전하게 지켜준 후배 해 이에게도 감사

의 을 전합니다. 

   자료수집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22병동 강대순 수간호사, 52병동 이준상 

수간호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외과 및 산부인과 과장님, 그

리고 힘든 회복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를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주

신 우리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7월  무더운 여름날에

김 보 환 올림



- i -

차      례

차    례 ··························································································································  ⅰ

표 차 례 ··························································································································  ⅲ

그림차례 ··························································································································  ⅳ

부록차례 ··························································································································  ⅴ

국문요약 ··························································································································  ⅵ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용어정의 ················································································································  3

4. 연구의 제한점 ······································································································  4

Ⅱ. 문헌고찰 ··············································································································  5

1. 피로의 특성 및 관련요인 ··················································································  5

2. 수술 후 피로와 관련요인 ··················································································  7

3. 수술 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 ················································  10

4. 연구의 개념적 기틀 ··························································································  11

Ⅲ. 연구방법 ············································································································  12

1. 연구설계 ··············································································································  12

2. 연구대상 ··············································································································  12

3. 연구도구 ··············································································································  13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  15



- ii -

5. 자료 분석 방법 ··································································································  17

Ⅳ. 연구결과 ···············································································································  18

1. 대상자 특성 ········································································································  18

2. 수술 전․후의 피로변화 ··················································································  19

3. 피로와 제변수와의 관계 ··················································································  22

4.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 ··················································································  25

5. 수술 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 ··································································  30

Ⅴ. 논 의 ······················································································································  31

1. 수술 전․후의 피로변화 ··················································································  31

2. 피로와 제변수와의 관계 ··················································································  31

3.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 ··················································································  33

4. 수술 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 ··································································  35

Ⅵ. 결론 및 제언 ····································································································  36

1. 결 론 ····················································································································  36

2. 제 언 ····················································································································  38

참고문헌 ··························································································································  39

부    록 ··························································································································  45

문초록 ··························································································································  61



- iii -

표  차  례

<표 1> 자료수집 시점별 측정변수 ·············································································  16

<표 2>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변화 ·············································································  20

<표 3> 수술 시점간 피로(POMS, VAS) 대비검정 결과 ········································  20

<표 4>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POMS)와 제변수들과의 관계 ·······························  24

<표 5> 수술 시점에 따른 신체적 기능상태 변화 ···················································  27

<표 6> 신체기능상태에 대한 수술 시점 대비검정 결과 ·······································  28

<표 7> 수술 시점별 피로(POMS)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상관관계 ·················  30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  11

<그림 2>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POMS)변화 ···························································  21

<그림 3>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VAS)변화 ······························································  21

<그림 4> 수술시점에 따른 독립기능상태 변화 ·······················································  29

<그림 5> 수술시점에 따른 신체 움직임 상태변화 ·················································  29



- v -

부 록 차 례

<부록 1>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별 특성 ·····································  45

<부록 2> 연구 설문지 ···································································································  47



- vi -

국문요약

복부수술환자의 수술 후 피로변화와 

신체적 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복부수술 후 환자의 피로변화 및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수술 시점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종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

구를 시도하 다. 2004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W시 3차 C 종합병원에서 복

부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4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7일, 수술 후 14일, 

수술 후 21일 총 4회에 걸쳐 피로(POMS, VAS), 피로관련요인(신체적, 정서적, 사

회적), 신체적 기능상태(SIP-136)를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윈도우

용 SPSS 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로 변화 : 각 시점간 피로의 변화는 POMS 피로(F=13.115, p= .000)와 VAS 

피로(F=7.797, p= .000) 모두에서 세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고, 시점대비 검정에서 POMS와 VAS 모두 수술 전 보다 수술 후 7일째 피로정도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술 후 21일째는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2) 피로와 제변수와의 관계 : (1) 신체적 요인 : 수술 전은 환자의 나이가 적을수

록 피로가 증가하고(r=—3.36, p<0.05), 수술 후 7일째 피로는 수술 전 헤모 로빈 

수치와 음의 관계(r=—.315, p<0.05), 수술시간과 양의 관계(r= .361, p<0.05), 수술 

후 14일째 피로는 수술 전 통증과 양의 관계(r= .439, p<0.001), 수술 후 21일째 피

로는 수술 전 통증과 양의 관계(r= .670, p<0.001), 수술 후 21일째 통증과 양의 관

계(r= .395, p<0.001)를 보 다. (2) 정서적 요인 : 수술 전 피로는 수술 전에 불안

과 양의 관계(r= .462, p<0.001)와 수술 전 우울과 양의 관계(r= .366, p<0.05), 수술 

후 21일 피로는 수술 후 21일 불안과 양의 관계(r= .395, p<0.05)를 보 다.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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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요인 : 수술 후 14일째 피로가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높은 대상자 보다 

피로가 더 높았다(t=3.306, p<0.05). 

3)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 : 독립기능상태의 5개의 하위 역 수면과 휴식, 식사, 

일(직업), 집안관리,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모두 세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7.40, p= .001; F=13.69, p= .000; F=30.02, p= .000; F=139.89, p= .000; 

F=76.71, p= .000), 이중 수면과 휴식, 식사는 수술 후 7일째 기능이 낮아졌다가 수

술 후 21일째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그 외의 3개 역은 수술 후 7일째 낮

아졌다가 수술 후 21일째에도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 다. 

   신체 움직임은 3개의 하위 역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으로 구성된

다. 3가지 하위 역이 합산되는 신체 움직임,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은 

세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172.58, p= .000; F=56.29, p= .000; 

F=115.25, p= .000; F=139.245, p= .000), 수술 후 7일째와 수술 후 21일째 모두 수

술 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 다. 

4) 수술 후 피로(POMS)와 신체적 기능상태 : 수술 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는 

상관성은 없었다. 수술 후 7일째 피로와 수술 후 21일째 피로는 수면과 휴식, 집

안일, 신체 움직임과 양의 관계를 보 다.

   따라서 수술 후 피로는 수술 후 7일째 피로가 가장 높아 수술 후 통증과 함께 

피로도 중재해야 할 중요한 간호문제이고, 각 수술 시점별로 피로의 관련요인을 

고려하여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는 수면과 휴식

과 식사기능 상태만이 수술 후 21일째에 수술 전 수준으로 되돌아와 나머지 기능

상태가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수술 후 피로, 신체적 기능상태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피로는 대개 수술 후 회복기에 예측 가능한 증상으로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퇴원 후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때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임상에서는 환자들이 수술 후 보

편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은 ‘수술 후 어느 정도 있어야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 정확한 근거에 의한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고 있으며, 단지 수술부위의 치유과정 기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피로는 건강상태가 나빠질 때 느끼는 첫 번째 지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쉽게 간과될 수 있다. 임상에서는 다양한 질병에 의한 피로

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로가 축적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점으로는 일상생활능력의 

약화와 기분저하가 있으며 심한 경우는 치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게 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이상선, 1999; Nail & King, 1987; Picard-holly, 1991). 수술 

후 피로는 회복기에 예상 가능한 증상으로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관련요인이며

(Carlson, Miller, & Fowler, 1994; Kim & Lee, 2001) 간호사는 수술 후 피로와 관

련될 수 있는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노

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피로와 관련된 연구는 암이나, HIV 감염, 다른 급․만성질환의 피로

에 집중되어있으며, 특히 암환자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치

료 요법시 느끼는 피로에 집중되어 있어 수술 이후 피로가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 조사되어 있지 않았다. 회복 기간 중 관찰되는 피로는 불유쾌한 증상으로 

수술 후 회복에 향을 준다(Salmon & Hall, 1997b).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에 겪

는 증상들은 회복이라는 포괄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수술 후 

피로와 관련된 간호중재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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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피로의 개념은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활동량의 감소와 정서적 불쾌

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Salmon & Hall, 1997b). 이러한 수술 후 피로는 

수술 이후 피로가 많이 증가되는 경험으로, 피로와 관계되는 요인으로 수술 전 수

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환자의 불충분한 수면상태, 수술 후 수술부위의 통증

으로 인한 신체적인 근육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가 있다. 따

라서 수술 후 피로와 불안, 통증, 우울, 수면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남초, 송혜향과 김재옥(1998)이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1982년에서 1996년까

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완중재요법을 사용한 13편의 간호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수술환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안, 통증, 우울이 주로 연구되어 있음을 보

여주었다. 1996년 이후 수술관련 논문들도 여전히 환자의 정서적 측면에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술 후 경험하는 피로에 대한 

연구는 이상선(1999)이 복부수술 환자의 퇴원 전 피로감에 대한 탐색 연구만 있을 

뿐 수술 후 피로와 퇴원 이후 회복 기능상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

다. 외국의 경우 심장수술 후 증상경험, 기능상태, 회복패턴, 삶의 질, 자기 효율성

과 활동수준, 환자의 경험 혹은 인지에 대해서 연구되었고(Artinian & Duggan, 

1995; Barnason, Zimmerman, Anderson, Mohr-Burt, & Nieveen, 2000; Brown, 

Laschinger, Hains, & Parry, 1992; DiMattio & Tulman, 2003; Gotner & Jenkin, 

1990; King & Parrinello, 1988; Lapier & Howell, 2003; Redeker, 1993), 수술 후 

피로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 연구와 수술 후 피로가 수술에서 회복하는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DeCherney, Bachmann, Isaacson, & Gall, 2002; DiMattio & Tulman, 2003; 

Horvath, 2003; Reyes, et al., 2004; Zalon, 2004).

   이에 본 연구는 복부 수술 후 환자의 피로변화 및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피로

와 수술 후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수술 후 환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술 전 일상생활의 건강궤도에 이르게 하는 피로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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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 후 환자의 피로 인지변화 및 관련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함이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시점에 따른 환자의 피로 변화를 파악한다.

2)  수술 시점에 따른 피로와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수술 시점에 따른 환자의 신체적 기능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4)  수술 시점에 따른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수술 후 피로

   수술 후 피로는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기 위해 신체적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수술 손상에 대해 주요 신체기관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활성 상태를 유

지하려는 기능으로 이 피로는 정서와 동기유발 변화에 기초한다(Salmon & Hall, 

1997a). 본 연구에서 피로는 Profile of Mood State(POMS)와 Visual Analog 

Scale(VAS: 10 point)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신체적 기능상태

   신체적 기능상태는 수술 후 회복 시에 일상생활의 독립성 정도 및 움직임과 

활동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Bergner 등(1976)의 SIP-136도구를 이용하 고 일상

생활의 독립성 정도는 수면과 휴식, 식사, 일(직업), 집안일,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5가지 부분의 독립기능상태와 신체 움직임과 활동은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

직임의 3가지 부분의 합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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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병동에서 복부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피로로 제한

하 다.

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피로만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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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피로의 특성 및 관련요인

   피로는 운동이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이 방해받거나 과도한 대사산물이 

축적될 때, 또는 병리적인 과정에 의해 신체의 기능이 감소되거나 생리적인 불균

형이 초래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혜령, 1995; 이강평, 1984; Lee, 

Hicks, & Nino-Murcia, 1991; Lewis & Haller, 1991).  

   피로는 대개 심한 일이나 운동으로 지극히 지친 느낌(Oxford, 2000)으로, 몸이

나 정신이 지쳐 고단함 또는 그런 상태, 힘든 일을 하여 작업수행 능력이 떨어진 

상태,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자극에 반응하는 힘이나 능력의 상실, 신체-정신적 힘

의 발휘로 인해 지친 상태,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해 대상이 약화되는 기전(동아 

새 국어사전, 1991)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피로는 단순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

는 것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기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여 유기체에 

향을 끼쳐서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 운동기능 저하, 심리적 반사저하, 업무기피 

등을 인지하는 개인의 주관적 자가 평가 감각이라고 정의하 다(양광희, 1995). 북

미간호진단학회(NANDA)는 피로를 과도하게 지속되는 지친 느낌과 신체적, 정신

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인식한 상태라고 정의하 다. 

   피로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일과성피로, 지속성피로, 만성피로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일과성피로는 피로증상이 1개월 이내에 소실되고, 지속성피로

는 1개월 이상 지속되며, 만성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만성피로

는 증상이 지속되는 원인에 따라 이차적인 만성피로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만성피로, 그리고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구분된다(Robert, et al., 1997).  

   2000년 이후 피로에 대한 외국 간호저널 49편중에서 피로에 대한 연구 대상자

들은 암환자, 에이즈환자, 심폐질환자, 만성피로 환자 등으로 빈도 순위를 질환별

로 찾을 수 있었으며 각 연구에는 질병 및 치료 관련 특성이 제시되어 있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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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피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피로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신체적인 생물학적 관련변수로서 나이, 성별, 헤모

로빈 등에서 피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김혜령, 1995; 박진희, 2002; 

Cella, Kallich, McDermott, & Xu, 2004; Lanza, Russ, & Kent-Braun, 2004; Reyes, 

et al., 2004; Wratten, et al., 2004). 

   Reyes 등(2004)의 연구에서 나이는 심장이식술을 받는 여성 대상자의 피로를 

22.9% 예측하 으며,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피로를 많이 느낀다 하 고(박지원, 김

용순, 서미숙, 2001; Reyes, et al., 2004), 김혜령(1995)도 혈액투석환자의 피로에서 

연령은 피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5% 설명력 있다고 하 다. 하지만 20대 중반 

젊은 사람들과 70대 초반 노인들이 등장성 및 등척성 운동(isometric and 

isokinetic contraction exercise)을 실시하여 나이에 따른 피로를 조사했을 때 두 

군간에 나이에 따른 피로차이가 없으며(Lanza, et al., 2004) 일부 암환자의 피로에

서도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김선희, 2000; 박진희, 2002). 성별에 따른 

피로에 대한 차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나(나

혜령, 2000)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위암환자에서 남․여 성별에 따른 피로의 차이는 
없었다(김선희, 2000).   

   피로와 관련된 대한 생리적 지수에는 빈혈, 심박동, 심장 박출량, 산소소비량, 

일회 심박출량비가 있다(변 순, 박미숙, 1996). 이 중 헤모 로빈 수치와 피로상승

과의 상관성은 심장이식술을 받은 대상자에서 헤모 로빈 수치가 피로를 38.5%를 

설명하 으며, 우울과 기능상태 다음으로 피로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Reyes, et al., 2004), Cella 등(2004)도 암환자에서 헤모 로빈수치의 상승에 따라 

피로가 감소한다는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면서 이전의 선행연구에서와 일치한다고 

하 다. Wratten 등(2004)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기 전 피로한 그룹과 피

로하지 않은 그룹 간에 헤모 로빈 수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다.

   피로는 일반적으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피로와 관련된 가장 큰 변수

로는 불안과 우울이 있다. 

   Phillps 등(2004)은 HIV 질병을 가진 환자의 피로는 상태불안과 기질불안 그리

고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 으며, 김선희(2000)의 연구에서도 항암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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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6회 동안 매회 불안과 우울이 피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으며, Reuter와 

Harter(2004)도 암환자의 피로와 불안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피로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으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피로와 관련된 

환경 요소로 문화, 사회적 사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제시되었다(김

혜령, 1995; Hart, Freal & Milde, 1990; Lee, Lentz, Taylor, Mitchell & Woods, 

1994; Piper 1989; Potempa, Lopezo, Reid, & Lawson, 1986). 

   피로와 관련된 환경적 조건에는 가족지지, 교육정도, 종교, 경제상태 및 치료과

정 동안의 경제적 부담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지현(2002)은 월평균 수입

이 피로에 향을 준다고 하 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항암요법을 받는 암환자에서 피로가 높다고 하 다(박

지원 등, 2001). 조미 (1999)의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피로 변화는 가족

지지가 좋을수록 피로가 낮아졌으나, 최인정(2000)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피로 관련요인 전체에서 대상자의 피로와 가족지지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

고, 남자의 경우 가족지지와 피로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교와 피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종교들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박

진희, 2002), 종교는 인간이 위기에 닥쳤을 때 심리적․ 적 부분에 안정을 찾도록 
도와 피로와 관련성이 높은 불안과 우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김동욱, 

이무석, 1994).

2. 수술 후 피로 (post-operative fatigue)와 관련요인

   현대사회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생활사건이다. 최첨단 장비와 의료

기술은 환자의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경험하는 수술 후 부작용은 여전히 환자의 회복에 커다란 향요인으로 남아있다. 

대수술은 통증, 심폐기능, 감염과 혈․색전증 등의 부작용, 뇌기능 장애, 오심과 장

운동 마비, 피로, 지연된 회복과 같은 원치 않는 후유증이 생긴다(Kehlet, 1997). 

환자의 수술 후 피로는 회복기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며, 이 피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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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수술부위 크기, 수술 후 부적절한 양상태, 근육의 양과 기능의 소실, 수술 

후 운동을 위한 심혈관의 적응손상과 연관된다. 또한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불

안과의 관계는 적지만 수술 전 피로는 수술 후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Kehlet, 

1997).

   수술 후 피로의 개념은 행동적이고 주관적인 변화이며, 수술 후 생리적인 신진

대사의 결과를 반 하는 변화로서 수술 후 예후와 관련된다(Salmon & Hall, 

1997a). 수술 후 피로는 수술회복 기간 중 활동량의 감소와 정서적 불쾌감을 설명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Salmon & Hall, 1997b), 근육의 허약감, 수면요구의 증

가, 주의 집중력의 감소, 잦은 기분저하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복부수술 후 보편

적인 증상으로 보고 되고 있다(Schroeder & Hill, 1993). 

   Christensen과 Kehlet(1993)은 수술 후 피로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외과

적 손상정도, 수술 후 양상태의 저하, 운동 중 심박동의 적응력 감소, 감소된 근

력이나 지구력과 관계가 있으며, 전신마취나 수술기간, 수술 전 양상태, 나이, 

성별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술 후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치

료방법으로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기 이상을 격려하기 위해 통증

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운동과 수술 후 양섭취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다. 

   Nail과 Winningham(1995)은 수술로 인해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여 직접적

인 조직손상을 얻게 되므로 수술에서 회복중인 환자는 피로를 경험하게 되며, 수

술 후 피로는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하 으나, 과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게 수술 후 경과 기간이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rvine, Vincent, Graydon, Bubela, & Thompson, 1994), 항암요법 이전의 수술양

상과 수술 후 경과 기간에 따른 피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하 다(김선희, 

2000). 

   Schroeder와 Hill(1993)은 1부터 10까지의 피로점수 척도를 이용하여 84명의 환

자에게 수술 후 7일, 14일, 28일, 90일에 피로를 조사했을 때, 수술 후 7일째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점점 낮아져서 수술 후 90일에는 거의 수술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하 다. 또한 수술 후 피로의 가장 큰 예측인자는 수술 전 피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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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술 전 체중, 체중 감소, 체력, 그리고 나이가 수술 후 피로와 약간 관련이 

있었고, 수술 후 피로와 상관관계가 없는 인자로는 수술 전 불안, 우울, 적개심, 

불수의적 근육기능, 성별, 수술 전 스트레스, 총 체단백의 변화 다. 

   Salmon과 Hall(1997b)은 수술 후 환자들이 에너지의 부족과 고갈을 느끼는 것

이 실제적 기능의 감소보다는 동기의 부족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하 으며, Wilson 

등(1994)도 만성피로 환자의 연구에서 자신이 신체적으로 피로하다고 느끼는 그룹

에서 예후가 더 나쁘다고 보고했다.

   수술은 외과적 손상으로서 인체에 생물학적 즉 신체적 변화, 정신적 변화를 일

으킨다. 신체적 변화는 카테콜아민과 코티졸과 같은 이화작용 호르몬 분비가 현저

하게 증가하며 동시에 인슐린과 같은 주요 동화작용 호르몬이 억제되고, 또한 대

수술 후 불가피하게 동반된 근육단백질의 현저한 손실이 이화작용 호르몬을 분비

시켜 환자의 움직임과 회복을 방해한다고 하 다(Salmon & Hall, 1997b). 또한 수

술 후 통증과 수면의 장애는 수술 후 피로에 계속적으로 향을 미치게 되어 일

상생활이나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다(DeCherney, et al., 2002). 

   Zalon(2004)은 통증, 우울, 피로가 퇴원 후 3-5일째 환자의 기능상태 변화를 

13.4%, 퇴원 후 1개월에 30.8%, 퇴원 후 3개월에 29.1%를 설명하 으며, 또한 이 

3가지 변수가 회복에 대한 자기인지를 입원동안 5.6%, 퇴원 후 3-5일에 12.3%, 퇴

원 후 1개월에 33.2%, 퇴원 후 3개월에 16.1%를 설명한다고 하 다.

   DeCherney 등(2002)은 수술 후 피로가 통증보다 2배정도 더 오래 지속되고 좀

더 자주 발생하며, 대체적으로 74%의 환자들은 수술 후 첫 몇 주간은 중간-심한 

정도의 피로를 경험한다고 하 고 피로가 수술 후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방해하

는 증상 이었다고 보고하 다.  

   이상과 같이 수술 후 피로와 관련 요인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

눌 수 있으며, 신체적 요인에는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 성별과 헤모 로빈수치, 그

리고 질병 및 수술 관련된 변수로는 통증, 진단명, 암 유․무, 상․하 복부 수술위

치, 수술시간, 마취후 회복점수(PAR score), 그리고 정서적 요인은 불안과 우울,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지지, 교육정도, 종교, 수입 경제상태, 치료과정시 경제적 

부담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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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

   대수술 후에 환자에게서 행동적이면서 주관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흔히 임상에

서 환자가 약하게 느껴지게 되면 움직임이나 스스로 운동을 마지못해 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이거나 기능적인 변화 외에 환자의 감정과 기능

상태가 환자 스스로의 회복에 향을 줄 것인가 또한 중요하다. 특히 우울과 불안

은 피로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울은 개인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은 그렇게 행동하기엔 너무나 무서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 이러한 주관적 정서 반응은 피로와 매우 접하게 관련되어 동기유발의 저하

를 가져와 일상 기능상태 저하를 이끈다(DeCherney, et al., 2002; Salmon & Hall, 

1997a). 

   수술 후 피로는 환자에게 흔하며, 정상적인 활동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환자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Carlson, et al., 1994; 

Gould & Wilson-BarnettJ, 1985), DeCherney 등(2002)은 수술 후 피로가 있는 대

다수의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을 맛보거나 간섭을 받았으며, 피로에 대한 

주된 호소가 피곤한 느낌, 무기력, 더 긴 수면이나 휴식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며, 

대부분 신체적 증상을 더 자주 표현하는데 느리거나 나태함, 에너지 수준의 의미 

있는 감소, 일을 하는 동안에 휴식의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하 다. 

   Zimmerman, Barnason, Brey, Catlin과 Nieveen(2002)은 피로와 기능상태의 측

정도구인 SF-36의 하위 증후인 신체적, 몸의 통증, 활력과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Horvath(2003)는 복강경을 이용해 부인과 수술을 한 대상자가 퇴원 후 집안에

서 통증, 피로, 기능상태를 가지고 수술 후 회복을 측정하도록 하 는데, 수술 후 

6일째 피로의 평균 점수가 통증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로는 일상적 

활동과 일반적인 일의 회복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고, 피로와 활동은 

선형적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 다. 

   수술 후 회복은 비활동기, 활동 회복기, 안정기를 거치는 연속선상의 3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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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이 질병 이전의 표준정도까지 다다르게 되어 정상으

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다(Backer, 1989). 따라서 수술 후 회복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은 다차원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시도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21

일 이내의 회복을 보는 것으로 회복의 지표를 독립 기능상태와 신체움직임에 대

한 신체적 기능상태만을 조사하 고 심리적 측면은 피로와 관련되어 조사되었으

며 사회적 측면은 일, 집안관리,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활동정도에 부분적

으로 포함하 다.  

4. 연구의 개념적 기틀

   이상의 문헌고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개념틀을 작성하 다. 

피로의 관련요인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피 로 회 복

생물학적 특성, 

질병 및 수술관련

불안, 우울

환경적 특성

신체적 기능상태수술 후 피로

< 그림 1 >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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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부수술환자의 수술 후 피로변화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피로와 

수술 후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2004년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W시에 소재한 3차 C 종합

병원에서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편의 추출하 다. 

1)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전신마취 하에 상복부나 하복부의 개복수술을 한 환자로서 위장관계 및  

   여성의 내생식계의 수술을 한 자

3) 현재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을 병행하지 않는 자

4)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간, 심장, 신장, 내분비계 질환 및 정신과 질환이  

   없는 자

5) 수술 후 창상 감염이나 기타의 합병증이 없는 자

6) 수술 부위 이외에 신체 다른 부위에 질병이 없는 자

7)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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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설문지는 피로측정도구, 피

로관련 요인 측정도구, 신체적 기능상태 측정도구로 총 14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 피로  

   피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 는데 McNair 등(1971)의 Profile of Mood 

State(POMS)도구 중 피로-무력감 7문항과 10점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VAS)이었다. 

   POMS 피로 도구는 현재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측정하며, VAS 피로 

측정도구는 현재의 피로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 수술 후 피로의 정확한 측정을 위

해서 2가지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 다. 

   POMS 도구는 최현자(1985)가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으로 척

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0점에서 “아주 많이 그랬다” 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

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1 이었

다. VAS는 10 cm 양쪽에 “전혀 피로가 없다” 0점에서 “매우 피로가 심하다” 10

점까지 1cm 등간격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2) 피로관련 요인 측정도구

  (1) 신체적 요인

   신체적 요인은 생물학적 관련 변수로 나이, 성별, 헤모 로빈(Hb)을 조사하

으며, 질병 및 수술관련 변수로 통증, 진단명, 암유무, 상하복부 수술위치, 수술시

간, 마취 후 회복점수(PAR score)를 조사하 다. 이 중 통증은 10점 시각사상척도

(VAS)로 “전혀 아프지 않다” 0점에서 “매우 많이 아프다” 10점까지 1cm 등간격

으로 조사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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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서적 요인

   불안과 우울은 McNair 등(1971)의 Profile of Mood State(POMS)도구 중 최현

자(1985)가 번역한 것으로 긴장-불안 9문항과 우울-낙담 15문항을 사용하 다. 척

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0점에서 “아주 많이 그랬다” 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

록 불안과 우울이 각각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불안 Cronbach's 

Alpha .745와 우울 Cronbach's Alpha .962 이었다.  

  (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환경적 특성에 해당되는 가족 지지, 교육, 종교, 경제상태, 

치료과정시 경제적 부담감을 조사하 다. 이중 가족 지지는 강현숙(1984)의 가족지

지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7 이었다. 

3) 신체적 기능상태

   신체적 기능상태는 Bergner 등(1976)이 개발하여 1981년에 수정한 Sickness 

Impact Profile(SIP-136)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독립기능상태, 신체 움직임, 심

리․사회적 역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독립기능상태와 신체 움직임을 

신체적 기능상태 측정에 사용하 다. 독립기능상태는 수면과 휴식상태 7문항, 식

사상태 9문항, 일(직업) 9문항, 집안관리 10문항,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8문항으

로 5가지 하위 역에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움직임은 걷기 12문항, 움직

임 10문항, 개인위생과 움직임 23문항으로 3가지 하위 역에 총 4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척도는 하위 역에 속하는 질문 문항별 가중치가 제시되어 있어 하위 역

별로 100점으로 환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DeBruin 등(McDowell & Newell, 1996에서 인용됨)의 연구에서 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 ~ .91이며, 하위 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50~ .9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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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136 도구는 e-mail을 통해서 저자의 도구를 관리하는 Johns Hopkins 

University기관으로부터 도구내용과 도구 사용설명서의 사용허락을 받은 후에 다

음의 과정을 거쳐 번역하 으며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를 높이고자 하 다.  

   (1) 도구의 각 항목을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본 연구자가 우리말로 직역

하 다.

   (2) 직역한 도구를 두 가지 언어(한국어, 어)를 병용할 수 있으면서 역번역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교수 2인과 어가 모국어이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전공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어로 역번역을 하 다. 

   (3) 원도구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복부수술 예정 환자 3명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사전설문 조사하 다. 

본 도구의 문항자체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없었으나 응답형식에 있어서

해당되는 문항에만 체크하는 형태에서 모든 문항에 “예”, “아니오”를 넣었

으며 전체적인 질문의 순서를 질문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독립기능상태와 

신체움직임 순으로 정리하 다.

   (4) 수정된 예비도구를 가지고 다시 복부수술예정인 대상자 2명과 대학원생   

2인에게 재조사하여 어휘와 형식을 수정한 후에 최종도구를 완성하 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4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6일간 실

시하 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간호부 및 외과와 산부인과 외래를 방

문하여 연구의 목적, 필요한 표본의 수,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수간호사와 

산부인과와 외과 과장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연구대상자 조건에 부

합하는 대상자를 임의로 표출하 다. 수술 전날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

해 설명을 한 후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7일째와 14일

째는 병실에서 편안한 자세로 설문조사를 하 다. 수술 후 14일 전에 퇴원한 대상

자와  수술 후 21일째는 전화방문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질문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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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로의 일중 변화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시간을 오후 3시부터 8시 사이

로 정하고 대상자가 치료나 검사로부터 편안한 시간에 실시하 다. 자료수집에 소

용된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에 개복술로 복부수술예정인 환자 총 99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자가 59명 이었으며, 이중 자료수집 중도에서 탈락된 자 11명, 수술이 취소된 

환자 7명, 수술 후 21일 이내에 화학요법을 시행받은 자 1명으로 총 19명이 중도 

탈락되어 총 4회 모두에 설문에 응한 대상자는 최종 40명 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시점 및 측정변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시점별 측정변수

1 회 

(Pre-OP)

2 회

(POD 7)

3 회

(POD 14)

4 회

(POD 21)

신체적 기능상태

(SIP)
○ ○

피로

(VAS & POMS)
○ ○ ○ ○

신체적 요인 :
○

생물 및 질병관련 변수

수술관련 변수 ○

통증(VAS) ○ ○ ○ ○

정서적 요인 :
○ ○

불안 및 우울(POMS)

사회적 요인 
○

환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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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를 부호화한 후 윈도우용 SPSS 12.0을 이용하 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2) 각 수술 시점별 피로와 신체기능상태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 다.

     3) 각 수술 시점별 피로와 피로요인과의 관계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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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의 특성은 <부록 1>과 같다. 

1) 신체적 요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남자가 9명(22.5%), 여자가 31명(77.5%)이고, 

평균연령은  49.50±9.97으로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19명(47.5%) 있었다. 

   헤모 로빈 수치는 12g/dL로 정상범위를 유지하는 대상자는 22명(55%)을 차지

하고 있었으나, 수술 전에 정상수치보다 낮은 12g/dL미만이 18명(45%)을 차지하

고 있었으며, 수술 후 3일 이내의 최소 헤모 로빈 수치는 12g/dL 정상보다 낮은 

수치를 가진 사람은 34명(85%)으로 수술이후에 정상보다 낮은 헤모 로빈수치를 

갖는 사람이 더 많았다. 

   신체적 요인 중 질병 및 수술관련 특성에서는 진단명으로 양성 종양인 자궁근

종이 18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암 6명(15%), 대장암 5명(12.5%), 직장암 2

명(5%), 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 각각 1명(5%)이며 난소암 1명(2.5%)이었고, 기타 6

명(15%)으로 나타났다. 종양은 양성종양인 환자 24명(60%), 악성종양인 환자16명

(40%)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술부위는 상복부 수술을 시행한 환자 5명(12.5%)이며 

하복부 수술을 시행한 환자 35명(87.5%)이었으며, 수술시간은 평균 190.50±68.89분

이며, 회복실에서 회복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복점수(PAR score)는 27.05±1.61점

(범위: 0~30점)이다.  

   통증은 수술 전 평균 1.23±2.25점, 수술 후 7일째 4.35±2.11점, 수술 후 14일째 

2.30±1.80점, 수술 후 21일째 1.13±1.47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측정된 점수는 수술 

후 7일째 중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후 14일째 이후 결과 통증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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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요인 특성

   복부수술환자의 정서적 요인인 불안과 우울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 불안은 평균 

10.9±6.62점, 수술 후 평균 4.5±4.35점이었고, 수술 전 우울점수는 평균 14.7±14.64점, 

수술 후 21일째 평균 6.9±8.80점으로 수술 후 21일째에 불안과 우울이 모두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3) 사회적 요인 특성

   복부수술환자의 사회적 요인 중 가족지지는 평균 48.7±8.14점(범위: 11~55점)으

로 가족지지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미만인 대상자가 

21명(52.5%),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9명(47.5%)이었으며, 결혼상태

는 기혼자 35명(87.5%)이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14명(35%)과 종교가 

없는 사람은 26명(65%)을 차지하 다. 한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11명

(27.5%),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12명(30%), 200만원 이상에서 300

만원미만을 벌어들이는 대상자는 9명(22.5%)으로 조사되었으며, 치료과정시 경제

적 부담감을 느끼는 대상자는 25명(62.5%),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대상자는 15명

(37.5%)으로 나타났다.

2. 수술 전․후 피로 변화

   복부수술환자의 시점별 피로의 변화는 <표 2>, <표 3>과 같다. 각 시점간의 피

로의 변화는 POMS 피로 측정(F=13.115, p= .000)과 VAS 피로측정(F=7.797, p= 

.000)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술시점에 따른 POMS로 측정한 피로(범위: 0~28점)의 변화는 수술 전 

6.95±5.32점에서 수술 후 7일째 12.05±5.66점으로 수술 전 피로보다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16.443, p= .000). 그러나 수술 후 14일째는 7.58±5.89점으로 수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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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로 거의 수술 전 피로 상태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수술 

후 21일째는 5.80±4.01점으로 수술 전 피로보다 약간 낮게 피로가 감소하 으며 

수술 후 14일, 21일째는 수술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VAS로 측정한 피로(범위: 0~10점)의 변화는 수술 전 3.45±2.94점으로 수

술 후 7일째 4.95±2.42점으로 수술 전보다 피로 증가를 보이다가(F=7.222, p=.011), 

수술 후 14와 21일째는 수술 전 피로보다 점차 더 낮아져 피로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POMS로 측정한 피로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 다. 

   시점별 피로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 <그림 3>과 같다.

<표 2>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변화                                      (n=40)

시 간

Pre-Op POD 7 POD 14 POD 21
Range F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피로(POMS) 6.95(5.32) 12.05(5.66) 7.58(5.89) 5.80(4.01) 0-28 13.115 .000

 피로(VAS) 3.45(2.94) 4.95(2.42) 3.33(2.28) 2.68(2.04) 0-10  7.797 .000

* POD : Post operative day

<표 3>  수술 시점간 피로(POMS, VAS) 대비검정 결과                   (n=40)

피 로 수 술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POMS POD7 vs Pre-Op 1040.400 1 1040.400 16.443 .000

POD14 vs Pre-OP 15.625 1 15.625 .237 .629

POD21 vs Pre-Op 52.900 1 52.900 1.247 .271

VAS POD7 vs Pre-Op 90.000 1 90.000 7.222 .011

POD14 vs Pre-OP .625 1 .625 .059 .809

POD21 vs Pre-Op 24.025 1 24.025 2.45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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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POMS)변화 

                   <그림 3>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VAS)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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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와 제변수와의 관계

   VAS는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한 피로이며, POMS는 일주일 이내를 측정한 피

로로 POMS 도구로 측정한 피로가 본 연구의 피로를 설명하기에 더 적절하여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POMS로 측정한 피로로 살펴보았다. 수술시점별 피로와 관련

된 요인간의 관계 분석은 <표 4>와 같다.

1) 신체적 요인

   수술 전 피로는 수술한 환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피로가 증가함을 나타내었고

(r=—3.36, p<0.05), 수술 후 7일째 피로는 수술 전 헤모 로빈 수치와 음의 상관관

계를 보여 헤모 로빈 수치가 낮을 수록 피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315, p<0.05), 수술시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술시간이 길수록 복부수술환

자의 피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361, p<0.05). 

   수술 후 14일째 피로는 수술 전 통증이 높을수록 피로가 증가하 고(r= .439, 

p<0.001), 수술 후 21일째 피로와 관련된 변수로는 수술 전 통증(r= .670, p<0.001)

과 수술 후 21일째 통증(r= .395, p<0.001)과 유의하여 즉 통증이 높을수록 피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적 요인

   수술 전에 불안(r= .462, p<0.001)과 우울(r= .366, p<0.05)과 수술 전 피로와 양

의 상관관계성이 있어, 수술 전 불안이 높을수록 수술 전 우울이 높을수록 수술 

전 피로가 높아졌다. 수술 후 21일 불안과 수술 후 21일 피로와 양의 상관관계(r= 

.395, p<0.05)를 보여 수술 후 21일째 불안이 높을수록 수술 후 21일째 피로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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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요인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와 고졸이상 대상자 간에 수술 전 피로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술 후 14일째에는 고졸미만자의 평균 피로는 10.19±6.22점이

며, 고졸이상자의 평균 피로는 4.68±3.93점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높은 대

상자보다 피로가 더 높았다(t=3.30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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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술시점에 따른 피로(POMS)와 제변수들과의 관계               (n=40)

피로(POMS)

Pre-OP POD 7 POD 14 POD 21 

F/t/r F/t/r F/t/r F/t/r

신체적 요인  생물학적 특성  나이 - .336*   .149   .066   .039

 성별(남, 여) - .320 - .162 -1.583 - .205

 Hb 수술 전 - .083 - .315* - .086 - .087

수술 후 - - .311 - .236 - .025

 질병 및 수술관련  진단명 자궁근종

 1.397   .743  1.453  1.243

위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

난소암

기타

 종양(유, 무)   .920 - .180   .885  1.030

 복부 수술위치(상, 하) -  1.345 - .634   .118

 수술시간 -   .361* - .072 - .006

 회복점수 -   .246   .112   .106

 통증 수술 전   .282 - .043   .439**   .670**

수술 후  7일 -   .252   .054   .239

수술 후 14일 - -   .153   .193

수술 후 21일 - - -   .377*

정서적 요인
 불안 수술 전   .462**   .032 - .151   .068

수술 후 21일 - - -   .395*

 우울 수술 전   .366*   .057 - .118 - .199

수술 후 21일 - - -   .290

사회적 요인  가족지지 - .023   .048 - .245 - .251

 교육(고졸미만, 고졸이상) - .948  1.120  3.306*  3.588*

 종교(유, 무) - .141   .191 -1.250 -1.720

 수입 100만원미만

 2.526   .442  1.020  1.037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치료과정시 경제적 부담감(유, 무)   .288   .587   .021 - .810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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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

   복부수술환자의 수술시점별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는 <표 5>, <표 6>과 같다. 

독립기능상태 역은 수면과 휴식, 식사, 일(직업), 집안관리,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생활 5개의 하위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움직임은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

과 움직임 3개의 하위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독립기능상태

  (1) 수면과 휴식

  수면과 휴식의 평균은 수술 전 40.02±26.61점, 수술 후 7일째 56.16±19.36점, 수

술 후 21일째 39.78±24.12점으로 세 시점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7.40, p= .001), 수술 후 7일째 수면과 휴식의 기능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아졌다가(F= 12.714, p= .001) 수술 후 21일째 수술 전 기능상태로 회복되

었다. 

  (2) 식사

  식사의 평균은 수술 전 8.53±8.16점, 수술 후 7일째 18.12±13.62점, 수술 후 21일

째 9.38±8.56점으로 세 시점 간에 유의한 변화를 보 으며(F=13.69, p= .000), 수술 

후 7일째 식사 기능상태가 다소 떨어졌다가(F=19.946, p= .000) 21일에는 수술 전 

기능상태로 되돌아왔다.  

  (3) 일(직업)

  일(직업)은 직업을 가진 사람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2명이 포함되었다. 일

에 대한 기능상태의 평균점수는 수술 전 31.18±29.79점, 수술 후 7일에는 66.91±14.95

점, 수술 후 21일째는 66.20±15.16점으로 세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

(F=30.02, p= .000) 수술 전을 기준으로 수술 후 7일째(F=31.130, p= .000)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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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F=29.291, p= .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

지 못하 다.  

  (4) 집안관리

  집안관리의 평균은 수술 전 11.45±15.94점, 수술 후 7일째 73.41±16.87점, 수술 후 

21일째 47.01±21.93점으로 세 시점 간에 통계적 차이를 보 고(F=139.89, p= .000) 

수술 전 기준으로 수술 후 7일째(F=282.07, p= .000)와 수술 후 21일째(F=95.752, 

p= .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안관리 기능은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

하 다. 

  (5)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의 평균은 수술 전 16.22±21.18점, 수술 후 7일째 65.67±15.68

점, 수술 후 21일째 51.74±22.79점으로 세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76.71, p= .000), 수술 전을 기준으로 수술 후 7일째(F=147.194, p= .000)

와 수술 후 21일째(F=72.391, p= .000)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술 전 수준으로 회

복되지 못하 다.   

2) 신체 움직임 상태

   걷기, 움직임 그리고 개인위생과 움직임을 합산한 신체 움직임 기능의 평균은 

수술 전 3.27±6.04점, 수술 후 7일째 36.57±12.56점, 수술 후 21일째 14.13±8.47점으

로 세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72.58, p= .000). 수술 후 7

일째 신체 움직임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떨어졌고(F=247.353, p= .000), 수술 후 21

일째에도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 다(F=42.891, p= .000).

  (1) 걷기

  세 시점에서 걷기기능의 평균은 수술 전 4.90±10.09점, 수술 후 7일째 27.79±12.93

점, 21일째는 13.86±6.81점으로 세 시점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 다(F=56.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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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걷기기능은 수술 전을 기준으로 수술 후 7일째(F=78.830, p= .000)와 수술 

후 21일째에서(F=21.931, p= .000) 수술 전 걷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움직임

  움직임 기능의 평균은 수술 전 6.59±15.67점, 수술 후 7일째 65.55±15.68점, 수술 

후 21일째 39.17점으로 세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F=115.25, p= .000). 움

직임은 수술 전을 기준으로 수술 후 7일째(F=284.629, p= .000)와 수술 후 21일째

(F=52.728, p= .000)에서 차이가 있어 수술 전 수준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3) 개인위생과 움직임

  자신의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위해 움직이는 기능의 평균은 수술 전에 1.41±2.96

점, 수술 후 7일째 29.84±14.73점, 수술 후  21일째 5.26±7.43점으로 세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39.245, p= .000). 수술 전을 기준으로 수술 후 7일째

(F=156.943, p= .000)와 수술 후 21일째(F=9.419, p= .004)는 수술 전 개인위생과 

움직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 다. 

<표 5>  수술 시점에 따른 신체적 기능상태 변화                        (n=40)

역 하위 역

시  간

Pre-Op POD 7 POD 21
F p

Mean(SD) Mean(SD) Mean(SD)

독립기능상태 수면과 휴식 40.02(26.61) 56.16(19.36) 39.78(24.12) 7.40 .001

식사 8.53( 8.16) 18.12(13.62) 9.38( 8.56) 13.69 .000

일(직업) [n=22] 31.18(29.79) 66.91(14.95) 66.20(15.16) 30.02 .000

집안관리 11.45(15.94) 73.41(16.87) 47.01(21.93) 139.89 .000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16.22(21.18) 65.67(15.68) 51.74(22.79) 76.71 .000

신체움직임 전체 3.27( 6.04) 36.57(12.56) 14.13( 8.47) 172.58 .000

걷기 4.90(10.09) 27.79(12.93) 13.86( 6.81) 56.29 .000

움직임 6.59(15.67) 65.55(15.68) 39.17(21.83) 115.25 .000

개인위생과 움직임 1.41(2.96) 29.84(14.73) 5.26( 7.43) 139.2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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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체기능상태에 대한 수술 시점 대비검정 결과                   

(n=40)

 역 하위 역 수 술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독립기능상태 수면과 휴식 POD 7 vs Pre-Op 10415.788 1 10415.788 12.714 .001

POD21 vs Pre-Op 2.318 1 2.318 .002 .963

식사 POD 7 vs Pre-Op 3680.642 1 3680.642 19.946 .000

POD21 vs Pre-Op 28.646 1 28.646 .265 .609

일(직업) POD 7 vs Pre-Op 28090.212 1 28090.212 31.130 .000

POD21 vs Pre-Op 26979.408 1 26979.408 29.291 .000

집안관리 POD 7 vs Pre-Op 153542.077 1 153542.077 282.070 .000

POD21 vs Pre-Op 50607.573 1 50607.573 95.752 .000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POD 7 vs Pre-Op 97803.199 1 97803.199 147.194 .000

POD21 vs Pre-Op 50440.535 1 50440.535 72.391 .000

신체움직임상태 전체 POD 7 vs Pre-Op 44344.279 1 44344.279 247.353 .000

POD21 vs Pre-Op 4719.105 1 4719.105 42.891 .000

걷기 POD 7 vs Pre-Op 20970.904 1 20970.904 78.830 .000

POD21 vs Pre-Op 3215.028 1 3215.028 21.931 .000

움직임 POD 7 vs Pre-Op 139086.642 1 139086.642 284.629 .000

POD21 vs Pre-Op 42459.559 1 42459.559 52.728 .000

개인위생과 움직임 POD 7 vs Pre-Op 32328.890 1 32328.890 156.943 .000

POD21 vs Pre-Op 593.824 1 593.824 9.419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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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수술시점에 따른 독립기능상태 변화 

            <그림 5> 수술시점에 따른 신체 움직임 상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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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 후 피로(POMS)와 신체적 기능상태

   수술 시점별 피로와 신체기능상태와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수술 전에는 수술 전 피로와 모든 신체적 기능상태의 하위 역과 상관성이 없

었으나, 수술 후 7일째에는 피로와 수면과 휴식(r= .423, p<0.001), 집안일(r= .432, 

p<0.001), 전체 신체움직임(r= .400, p<0.05), 움직임(r= .356, p<0.05), 개인위생과 

움직임(r= .361, p<0.05)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 기능상태는 점수

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하므로 피로가 높을수록 수면과 휴식, 집

안일, 전체 신체움직임,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낮아짐을 

보 다. 

   또한 수술 후 21일째에는 피로와 수면과 휴식(r= .383, P<0.05), 집안일(r= .456, 

p<0.001), 전체 신체움직임(r= .461, p<0.001), 걷기(r= .394, p<0.05), 움직임(r= 

.402, p<0.05), 개인위생과 움직임(r= .359, p<0.05) 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피

로가 높을수록 수면과 휴식, 집안일, 신체움직임,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

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낮아짐을 보 다.

<표 7> 수술 시점별 피로(POMS)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상관관계        (n=40)

신체적 기능 하위 역
피로(POMS)

Pre-Op POD 7 POD 21

독립기능상태 수면과 휴식   .176  . 423** .383*

식사 - .074   .209 .308

일(직업)(n=22)   .196 - .057 .218

집안일   .157   .432** .456**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086   .176 .032

신체 움직임 종합   .126   .400* .461**

걷기   .150   .292 .394*

움직임   .155   .356* .402*

개인위생과 움직임 - .052   .361* .359*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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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수술전․후의 피로 변화 

   환자의 수술 후 피로는 회복기에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증상으로서 본 연구

에 참여한 복부 수술한 대상자의 피로는 수술 후 7일째 증가하여 수술 후 14일째

는 수술 전 피로 수준으로 되돌아오며 수술 후 21일째에는 수술 전 피로보다 더 

낮아짐을 보여 수술 후 경험하는 피로가 1개월 이내에 소실되는 일과성 피로

(Robert et al., 1997) 으며, Schroeder와 Hill(1993)이 수술 후 7일에 피로가 최고

로 높다고 한 것과 이상선(1999)이 피로감이 나타나는 시기가 7일에서 1개월 사이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임상에서 수술 후 회복기 환자를 간호할 때 대상자의 피로수준을 고려

한 중재를 제공한다면 회복기간 중 수술 후 7일째까지는 피로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피로를 줄여주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이며, 수술 후 피로가 감

소되는 14일 전․후에는 에너지가 수술 전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으로 대상자

가 자가 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고려된다. 

2. 피로와 제변수와의 관계

1) 신체적 요인

   수술 전 피로는 복부 수술한 환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피로가 높게 나타났으나 

수술 후 피로에서는 나이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나이에 따른 수술 후 피로는 

Reyes 등(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설명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수술 전 피로가 증가함을 보 고, 수술 

후 피로는 나이와 관련이 없게 나타나 이들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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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피로는 아직도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로 

된다. 

   수술 후 7일째 피로는 수술 전 헤모 로빈 수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헤모

로빈 수치가 낮을수록 수술 후 피로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수술시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술시간이 길수록 수술 후 환자의 피로가 증가한다는 것

을 나타냈다. Reyes 등(2004)은 빈혈상태가 심장이식술을 받는 대상자의 피로와 

높은 상관성을 보 으며 헤모 로빈 수치가 피로를 38.5%예측한다고 하 고, 

Cella 등(2004)도 암환자에서 헤모 로빈 수치의 상승에 따라 피로가 감소한다고 

하 다. 따라서 간호사는 수술 전 대상자의 헤모 로빈 수치를 체크하고 정상범위

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수술 전 빈혈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더 

세심한 피로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수술시간

이 긴 환자의 경우 피로함을 더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수술 후 14일째는 수술 전 통증이 높을수록 피로가 증가하 으며, 수술 후 21

일째도 수술 전 통증과 수술 후 21일째 통증과 피로가 양의 관계를 보여 수술 전 

통증과 수술 후 통증 모두 피로와 중요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나 피로가 제일 심하

게 나타난 수술 후 7일째는 통증과 피로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Zalon(2004)

은 통증과 수술 후 피로가 수술 후 3-5일, 1개월, 3개월 모두에서 의미 있는 관계

를 보고하 고, 본 연구에서도 수술 전 통증과 수술 후 피로 그리고 수술 21일째 

통증과 피로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 전과 후의 적절한 통증의 중재

가 대상자의 피로를 중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진단명, 암유무, 복부수술 위치, 마취후 회복점수

와 복부수술환자의 피로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수술환자

의 피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서적 요인

   수술 전 불안과 우울이 증가할수록 수술 전 피로가 증가하 다. 선행 연구에서  

정서적 반응과 피로와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 다.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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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수술을 앞둔 대상자에게 수술 전에 주의 깊게 간호해야 할 간호문제로 보

고 되고 있으며(김분한, 강화정, 1999; 김분한, 정연, 강화정, 이순우, 김진순, 이묘

섭, 2000) 이러한 불안과 우울이 피로와도 관련성이 있어 수술 전 불안과 우울에 

대한 중재가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 다. 

   또한 수술 후 21일째 불안이 증가할수록 복부수술환자의 피로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수술 후 환자에게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의 지속적인 제공

이 필요하다. 더욱이 수술 전 불안은 간호사가 중재해야 할 간호로서 수술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감소 간호중재 제공해 대하여 연구되었으나, 수술 후 불안

과 수술 후 피로와의 관련성은 본 연구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수술 후 불안과 피로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사회적 요인

   교육수준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 피로를 높게 보고하 다. 대상자의 학력이 

낮은 군에서 피로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피로에 대한 증상호소가 높았음을 나

타내므로 수술 후 대상자를 간호할 때 환자의 피로 표현을 충분히 받아주고 인정

하여 피로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월수입 정도, 경제적 부담감, 종교 여부, 가족지지와 피로 관련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

   복부 수술환자에서 수면과 휴식과 식사기능은 수술 후 7일째에 낮아졌다가 수

술 후 21일째는 수술 전 기능상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 외 독립기능 상태인 

일(직업), 집안관리,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과 신체 움직임을 나타내는 걷기, 움

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 등은 수술 후 7일째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떨어졌으며, 

수술 후 21일째에 약간 회복되었으나 수술 전 기능상태로 회복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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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대상자들이 수술 후 14일째에는 퇴원하여 21일째는 집에 있으면서 수술 

후의 충분한 휴식과 식사를 취하므로 수면과 휴식, 식사 기능은 수술 전 기능상태

로 되돌아갔지만 일(직업), 집안관리,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움직이는 일같은 

활동들은 제한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Zalon(2004)은 복부수술한 노인들의 회복에 대한 자기 인식을 0점부터 100점까

지 숫자비율척도(numeric rating scale)로 조사한 결과, 수술 후 회복되었다고 느끼

는 점수가 입원기간동안에 57.03±23.30점, 퇴원 후 3-5일 이내 65.60±19.69점, 퇴원 

후 1개월에 81.45±18.63점, 퇴원 후 3개월에 92.30±12.57점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야 회복된 것으로 느낀다고 하 으며, 기능상태를 Enforced Social Dependency 

Scale(ESDS)로 측정하여(범위: 10~51점), 퇴원 후 3~5일 이내에는 30.82±5.07점, 퇴

원 후 1개월에 20.17±5.63점, 퇴원 후 3개월에는 13.84±3.88점으로 퇴원 후 1개월이 

지나면서 의존성이 감소한다고 하 다. 또한 본인의 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

록 의존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회복을 객관적인 조

사를 통해서 수술 후 21일째 수면과 휴식, 식사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이 수술 

전 수준에 70∼80% 수준의 회복을 보여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도 수술 후 1개

월에는 부분적 회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DiMattio와 Tulman(2003)은 심혈관 이식 우회술(CAGB)을 받은 여자대상자 28

명의 퇴원 후 2주, 4주, 6주의 기능상태를 조사하 다. 수술 후 21일째(퇴원 후 2

주째)에 일(직업)은 70.10±0점, 집안관리는 42.25±19.77점,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은 30.65±18.08점, 개인위생과 움직임은 12.67±11.98점으로 일(직업)기능상태가 가

장 낮았으며, 집안관리,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개인위생과 움직임 순으로 신체

적 기능이 높아짐을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직업)기능상태가 가장 낮았으

며,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 집안관리, 개인위생과 움직임 순으로 기능 회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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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 후 피로(POMS)와 신체적 기능상태

   수술 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는 상관성이 없었으며, 수술 후 7일째 피로와 

수면과 휴식, 집안일, 신체움직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피로가 높을수록 수

면과 휴식, 집안일, 신체 움직임이 낮아지므로 수술 후 7일째에는 복부수술한 대

상자에게 수면과 휴식에 대한 간호중재가 필요로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술 

후 21일째에도 피로와 수면과 휴식, 집안일, 신체 움직임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 으며 7일째와 달리 피로와 걷기가 유의한 관계를 보여 피로가 높을수록 걷기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 피로와 수술 후 신체적 기능 회복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Zalon(2004)은 피로와 기능상태와의 관계에서 퇴원 후 3~5일(r= .26 p<0.01), 퇴

원 후 1개월(r= .42 p<0.01), 퇴원 후 3개월(r= .46, p<0.01)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수술 후 피로는 수술 후 7일째 가장 높은 피로를 보이다가 

수술 후 14일째 수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피로가 감소하는 수술 후 피로변화 

패턴을 알게 되었으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들이 수술 후 피로와 관련됨을 

찾아내었다.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는 수면과 휴식과 식사기능은 수술 후 21일째

에 수술 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으며, 그 외의 기능상태 즉 일(직업), 집안관리, 레크

리에이션과 오락생활, 신체 움직임(걷기, 움직임, 개인위생)은 수술 후 21일째에도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피로 수준과 신체적 기능상태와 

관련성이 있게 나타났으므로 피로 중재를 통한 환자의 신체적 기능수준 회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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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복부 수술 후 환자의 피로변화 및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수술 시점

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종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를 시도하 다. 2004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W시 3차 C 종합병원에서 

복부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4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7일, 수술 후 14

일, 수술 후 21일 총 4회에 걸쳐 피로(POMS, VAS), 피로관련요인(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상태(SIP-136)를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윈도

우용 SPSS 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로 변화

   각 시점간의 피로의 변화는 POMS 피로(F=13.115, p= .000)와 VAS 피로

(F=7.797, p= .000) 모두에서 세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시점대비 검정에서 POMS와 VAS 모두  수술 전 보다 수술 후 7일째 피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술 후 21일째는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2) 피로와 제변수와의 관계

  (1) 신체적 요인 

  수술 전은 환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피로가 증가하고(r=—3.36, p<0.05), 수술 후 

7일째 피로는 수술 전 헤모 로빈 수치와 음의 관계(r=—.315, p<0.05), 수술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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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관계(r= .361, p<0.05), 수술 후 14일째 피로는 수술 전 통증과 양의 관계(r= 

.439, p<0.001), 수술 후 21일째 피로는 수술 전 통증과 양의 관계(r= .670, 

p<0.001), 수술 후 21일째 통증과 양의 관계(r= .395, p<0.001)를 보 다. 

  (2) 정서적 요인

  수술 전 피로는 수술 전에 불안과 양의 관계(r= .462, p<0.001)와 수술 전 우울

과 양의 관계(r= .366, p<0.05), 수술 후 21일 피로는 수술 후 21일 불안과 양의 관

계(r= .395, p<0.05)를 보 다. 

  (3) 사회적 요인

  수술 후 14일째 피로가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가 높은 대상자 보다 피로가 더 

높았다(t=3.306, p<0.05). 

3)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

  (1) 독립기능상태 

  독립기능상태의 5개의 하위 역 수면과 휴식, 식사, 일(직업), 집안관리, 레크리

에이션과 오락 모두 세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7.40, p= .001; 

F=13.69, p= .000; F=30.02, p= .000; F=139.89, p= .000; F=76.71, p= .000), 이중 수

면과 휴식, 식사는 수술 후 7일째 기능이 낮아졌다가 수술 후 21일째 수술 전 수

준으로 돌아왔으며 그 외의 3개 역은 수술 후 7일째 낮아졌다가 수술 후 21일째

에도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 다. 

  (2) 신체 움직임

  신체 움직임은 3개의 하위 역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3가지 하위 역이 합산되는 신체 움직임, 걷기, 움직임, 개인위생과 움직임은 세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172.58, p= .000; F=56.29, p= .000; F=115.25, 

p= .000; F=139.245, p= .000), 수술 후 7일째와 수술 후 21일째 모두 수술 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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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오지 못하 다. 

4) 수술 후 피로(POMS)와 신체적 기능상태 

   수술 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의 상관성은 없었다. 수술 후 7일째 피로와 수

술 후 21일째 피로는 수면과 휴식, 집안일, 신체 움직임과 양의 관계를 보 다.

   따라서 수술 후 피로는 수술 후 7일째 피로가 가장 높아 수술 후 통증과 함께 

피로도 중재해야 할 중요한 간호문제이고, 각 수술 시점별로 피로의 관련요인을 

고려하여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기능상태의 변화는 수면과 휴식

과 식사기능 상태만이 수술 후 21일째에 수술 전 수준으로 되돌아와 나머지 기능

상태가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1) 복부수술대상자의 수를 더 크게 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수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확장하여 각 시점별 신

체적 기능상태 변화 연구조사를 제언한다. 

     3) 피로의 측정도구를 다차원적인 것으로 사용하여 시점별 피로의 각 측면의 

수술 후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SIP도구의 심리사회적인 역까지 다 포함한 모든 역으로 도구의 신뢰

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복부 수술 후 대상자의 피로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빠른 회복으로 이

끌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6) 수술 후 피로와 신체적 기능상태와의 관련성 외에 심리적, 사회적 기능상

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39 -

참고문헌

강현숙(1984). 재활 강화교육이 편마비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남초, 송혜향, 김재옥(1998). 수술환자에게 적용한 간호중재효과 분석. 성인간호

학회지, 10(3), 523-534.

김동욱, 이무석(1994). 수술환자의 불안특성. 신경진신의학, 33(3), 545-555.

김분한, 강화정(1999). 수술환자의 수술전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성

인간호학회지, 11(4), 809-819.

김분한, 정연, 강화정, 이순우, 김진순, 이묘섭(2000). 수술 전 교육프로그램이 환자의 

정서상태에 미치는 향. 성인간호학회지, 12(3), 407-417.

김선희(2000).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위암환자의 일 줄기 내 치료경과에 따른 피로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령(1995). 혈액투석 환자의 피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나혜령(2000).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피로감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 김용순, 서미숙(2001). 소화기 암 환자의  항암요법 시간 경과에 따른 피로

도 측정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4), 620-631.

박진희(2002).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에 따른 피로 양상 및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삭사학위논문.

변 순, 박미숙(1996). 피로에 관련된 논문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6(4), 868-877.

양광희(1995). 피로의 개념분석. 성인간호학회지, 7(2), 270-278.

이강평(1984). 운동종목별 운동선수의 심장용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3(1), 93-101.

이기문(감수). (1991).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이상선(1999). 복부 수술환자의 피로감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



- 40 -

사학위논문.

이지현(2002). 암환자의 피로와 수면의 질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4(3), 

378-389.

조미 (1999).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성인 백혈병 환자의 피로 변화 양상 및 관

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인정(2000).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피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자(1985). 벤슨의 긴장이완법과 GSRII생체회환이완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고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tinian, N. T. & Duggan C. H.(1995). Sex differences in patient recovery 

pattern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Heart Lung, 24(6), 483-494.

Baker C.A.(1989). Recovery: a phenomenon extending beyond discharge. Sch Inq 

Nurs Pract, 3(3), 181-194.

Barnason, S., Zimmerman, L., Anderson, A., Mohr-Burt, S., & Nieveen, J.(2000). 

Functional status outcomes of patients with a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over time. Heart Lung, 29(1), 33-46.

Bergner, M. Bobbitt R.A., Kressel S, et al.(1976). The sickness impact profile: 

conceptual formulation and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a health 

status measure. Int J Heatlh Serv, 6, 393-415. 

Brown, A., Laschinger, S., Hains S., & Parry, M.(1992). Discharge functional 

capacity and self-efficacy of men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n J Cardiovasc Nurs, 3(2-3), 18-24.

Carlson, K., Miller, B., & Flower, F.(1994). The Maine women's health study: I. 

Outcomes of hysterectomy. Obstet Gynecol, 83(4), 556-565.

Cella D., Kallich, J., McDermott, A. & Xu, X.(2004).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hemoglobin, fatigue and quality of life in anemic cancer 

patients: results from five randomized clinical trials. Ann Oncol, 5,

979-986.



- 41 -

Christensen, T., & Kehlet, H.(1993). postoperative fatigue. World J Surg, 17(2), 

220-225.

DeCherney, A. H., Bachmann, G., Isaacson, K. & Gall, S.(2002). Postoperative 

fatigue negatively impacts the daily lives of patients recovering from 

hysterectomy. Obstet Gynecol, 99(1), 51-57.

DiMattio M. J. & Tulman L.(2003). A longitudinal study of functional status 

and correlates followin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in women. 

Nurs Res, 52(2), 98-107. 

Gortner, S. R. & Jenkin, L. S.(1990). Self-efficacy and activity level following 

cadiac surgery. J Adv Nurs, 15(10), 1132-1138.

Gould D. & Wilson-Barnett J.(1985). A comparison of recovery following 

hysterctomy and major cardiac surgery. J Adv Nurs, 10(4), 315-323.

Hart, L. K., Freel, M. I., & Milde, F. E.(1990). Fatigue. Nurs Clin North Am, 

25(4):967-76. 

Horvath, K. J.(2003). Postoperative recovery at home after ambulatory 

gynecologic laparoscopic surgery. J Perianesth Nurs, 18(5), 324-334.

Irvine, D., Vincent, L., Graydon, J. E., Bubela, N., & Thompson, L.(1994).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fatigue in patients receiving treatment with 

chemotheratphy and radiotheraphy. A comparison with the fatigue 

experienced by helath individuals. Cancer Nurs, 17(5), 367-378.

Kehlet, H.(1997). Multimodal approach to control postoperative pathophysiology 

and rehabilitation. Br J Anaesth, 78(5), 606-617.

Kim, K. H. & Lee, K. A.(2001). Sysptome experience in women after hysterectomy.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30(5), 472-480.

King, K. B. & Parrinello, K. A.(1988). Patient perceptions of recovery from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after discharge from the hospital. Heart 

Lung, 17(6 pt 1), 708-715.

Lanza, I. R., Russ, D. W., Kent-Braun, J. A.(2004). Age-related enhancement of 



- 42 -

fatigue resistance is evident in men during both isometric and dynamic 

tasks. J Appl Physiol. 14, 10.1152. 

Lapier T. K. & Howell, D.(2003). Functional limitations in older patients 

recovering from coronary artery bypass.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hy 

Journal, 14(1), 3-8.

Lee, K. A., Hicks, G., & Nino-Murcia, G.(199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cale to assess fatigue. Psychiatry Res, 36(3), 291-298.

Lee, K. A., Lentz, M. J.,  Taylor, D. L., Michell, E. S. & Woods, N. F.(1994). 

Fatigue as a response to environmental demands in women's lives. Image 

I Nurs Sch, 26(2), 149-154.

Lewis, S. F. & Haller, R. G.(1991). Physiologic measurement of exercise and  

fatigue with special reference to chronic fatigue syndrome. Rev Infect Dis, 

13(Supp 1), S98-108.

McDowell, I. & Newell, C.(2th ed).(1996). Measuring Health: The Sickness Impact 

Profile: Dual-route and paralleldistributed-proussing approach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Nair, D. M., Lorr, M. & Droppleman L. F.(1971). Profile of Mood States 

manual.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San Diego.

Nail L. & King K.(1987). Fatigue. Semin Oncol Nurs, 3(4), 257-262.

Nail, L. M. & Winningham, M. L.(1995). Fatigue and weakness in cancer 

patients: the symptoms experience. Semin Oncol Nurs, 11(4), 272-278.

Phillps, K. D., Sowell, R. L., Rojas, M., Tavakoli, A., Fulk, L. J., & Hand, G. 

A.(2004).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fatigue in HIV 

disease. Biol Res Nurs, 6(1), 59-74.

Pickard-Holly. S.(1991). Fatigue in cancer patients. Cancer Nurs. 14(1), 13-19. 

Piper, B. F.(1989). Fatigue: current bases for practice. Key aspect of comfort management 

of pain, fatigue and nausea. Springer Publishing Co., New York.



- 43 -

Potempa, K., Lopezo, M., Reid, C. & Lawson, L.(1986). Chronic fatigue. Image. 

18(4), 165-169.

Redeker, N. S.(1993). Symptoms reported by older and middle-aged adults after 

coronary bypass surgery. Clin Nurs Res, 2(2), 148-159.

Reuter K. & Harter M.(2004). The concepts of fatigue and depression in cancer. 

Eur J Cancer Care(Engl), 13, 127-134.

Reyes, C. J., Evangelista, L. S., Doering, L., Dracup, K., Cesario, D. A., 

Kobashigawa, J.(2004). Physical and psychological attributes of fatigue in 

female heart transplant recipients. J Heart Lung Transplant, 23(5), 614-619.

Robert L., Graemes S., James B., Peter C., Paul D., Craig E., Paul G. et 

al(1997). Chronic Fatigue Syndrome Draf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n 

the evaluation of the prolonged fatigue and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hronic fatigue syndrome. version 1: Med J Aust. 

Salmon, P. & Hall, G. M.(1997a). A theory of postoperative fatigue: an 

interaction of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ocesses. Pharmacol 

Biochem Behav, 56(4), 623-628.

Salmon, P. & Hall, G. M.(1997b). A theory of postoperative fatigue. J R Soc 

Med, 90(12), 661-664.

Schroeder, D. & Hill, G. L.(1993). Predecting postoperative fatigue: Importance 

of preoperative factors. World J Surg, 17, 226-231.

Wehmerier, S.(ed.). (2000).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6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Wilson, A., Hickie, I., Lloyd, A., Hadzi-Pavlovic, D., Boughton, C., Dwyer, J., & 

Wakefield, D.(1994). Longitudinal study of outcome of chronic fatigue 

syndrome. Br Med J, 308, 756-759.

Wratten, C., Kilmurray, J., Nash, S., Seldon, M., Hamliton, C. S., O'Brien, P. C. 

& Denham, J. W.(2003). Fatigue during breast radiotheraphy and its 

relationship to biological factors. Int J Radiation Oncology Biol Phys., 59(1), 



- 44 -

160-167.

Zalon, M. L.(2004). Correlates of recovery among older adults after major 

abdominal surgery. Nurs Res, 53(2), 99-106. 

Zimmerman, L., Barnason, S., Brey, B. A., Catlin, S. S., & Nieveen, J.(2002). 

Comparison of recovery patterns for patients undergoin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and minimally invasive direct coronary artery bypass in 

the early discharge period. Prog Cardiovasc Nurs, Summer, 132-141.



- 45 -

<부록 1>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별 특성                  

(n=40)

변 수 N(%) Mean(SD)

신체적 요인  생물학적 특성 성별 남자 9(22.5)

여자 31(77.5)

나이(세) 40세미만 5(12.5)

40세 이상 50세 미만 19(47.5)

50세 이상 60세 미만 9(22.5)

60세 이상 7(17.5)

 Hb 수술 전 12g/dL 미만 18(45.0)

12g/dL 이상 22(55.0)

수술 후 3일 이내 12g/dL 미만 34(85.0)

12g/dL 이상 6(15.0)

 질병 및 수술관련 진단명 자궁근종 18(45.0)

위암 6(15.0)

대장암 5(12.5)

직장암 2( 5.0)

자궁내막암/자궁경부암 2( 5.0)

난소암 1( 2.5)

기타 6(15.0)

종양 양성 24(60.0)

악성 16(40.0)

수술부위 상복부 5(12.5)

하복부 35(87.5)

수술시간(분) 190.50(68.89)

회복점수(PAR score) 9.02( 0.54)

통증 수술 전 1.23( 2.25)

수술 후7일 4.35( 2.11)

수술 후 14일 2.30( 1.80)

수술 후 21일 1.1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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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별 특성 (계속)

(n=40)

변 수 N(%) Mean(SD)

정서적 요인 불안 수술 전 10.9( 6.62)

수술 후 21일 4.5( 4.35)

우울 수술 전 14.7(14.64)

수술 후 21일 6.9( 8.80)

사회적 요인 가족지지 48.7( 8.14)

교육 고등학교 미만 21(52.5)

고등학교 이상 19(47.5)

결혼상태 기혼 35(87.5)

미혼 1( 2.5)

사별 3( 7.5)

이혼/별거 1( 2.5)

종교 있다 14(35.0)

없다 26(65.0)

월수입(만원) 100 미만 11(27.5)

100 이상 200 미만 12(30.0)

200 이상 300 미만 9(22.5)

300 이상 400 미만 5(12.5)

400 이상 3( 7.5)

치료과정시 경제적 부담감 있다 25(62.5)

없다 15(37.5)



- 47 -

<부록 2> 연구 설문지

연구 참여 동의서

대상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

날       짜 :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제목 : 복부수술 환자의 수술 후 피로변화와 신체적 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연구자 이름 : 김 보 환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4 학기 )

안녕하십니까?

복부수술을 받을 예정인 ________________님께 수술 전․후 피로변화와 신체적 기
능상태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진행도중 귀하가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되어 질문이나 의문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찰된 자료들은 간호사가 수술 후 회복환자를 간호

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환자분이 집에 돌아가서 회복기

간 동안에 겪게 되는 증상에 대해 의료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절대 비 이 보장되며, 연구와 관

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 습니다.

이에 본인은 연구자가 ________________(분)에게 설문 조사하는 것에 대해 설명

을 들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날 짜 :  2004년     월     일

  대상자와의 관계 :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인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보 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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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측정

수술 전날

당신의 현재 통증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통증이 없다                                                매우 통증이 심하다

수술 후 7일째

당신의 현재 통증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통증이 없다                                                매우 통증이 심하다

수술 후 14일째

당신의 현재 통증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통증이 없다                                                매우 통증이 심하다

수술 후 21일째

당신의 현재 통증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통증이 없다                                                매우 통증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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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측정

수술 전날

당신의 현재 피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피로가 없다                                                매우 피로가 심하다

수술 후 7일째

당신의 현재 피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피로가 없다                                                매우 피로가 심하다

수술 후 14일째

당신의 피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피로가 없다                                                매우 피로가 심하다

수술 후 21일째

당신의 현재 피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선 위에 V표시 해주세요.

ꠉ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피로가 없다                                                매우 피로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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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상태(피로) 

다음 단어들은 기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 상태를 그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전날>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진맥진해 있었다

2.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관심한 편 이었다

3.  몸이 피로했었다

4.  탈진되었다

5.  매사에 굼뜨게 행동했다

6.  매사에 싫증을 잘냈다

7.  지쳐 있었다

<수술 후 7일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진맥진해 있었다

2.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관심한 편 이었다

3.  몸이 피로했었다

4.  탈진되었다

5.  매사에 굼뜨게 행동했다

6.  매사에 싫증을 잘냈다

7.  지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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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14일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진맥진해 있었다

2.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관심한 편 이었다

3.  몸이 피로했었다

4.  탈진되었다

5.  매사에 굼뜨게 행동했다

6.  매사에 싫증을 잘냈다

7.  지쳐 있었다

<수술 후 21일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진맥진해 있었다

2.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관심한 편 이었다

3.  몸이 피로했었다

4.  탈진되었다

5.  매사에 굼뜨게 행동했다

6.  매사에 싫증을 잘냈다

7.  지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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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태(불안, 우울) 

다음 단어들은 기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 상태를 그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긴장되어 있었다

2. 몸이 떨렸다

3. 조바심이 났다

4. 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 었다

5. 긴장이 풀려 마음이 편안했다

6. 매사에 불편하고 거북했다

7.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8. 신경질적 이었다

9. 불안했다

10. 불행했다

11. 행한 일들에 대해 후회하 다

12. 슬픔을 느꼈다

13. 침울했다

14.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았다

15.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다

16. 낙담(심)을 했다

17. 고독했다

18.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꼈다

19. 울적했었다

20. 자포자기를 했다

21. 무력감을 느꼈다

22. 무가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23. 겁날 때가 있었다

24. 죄악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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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술 전에 귀하의 신체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있

는 것이 아니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ꋎ  다음은 수면과 휴식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수면과 

휴식상태에 해당되는 상황에 V표시 하십시오.

(1) 나는 쉬려고 낮에 많은 시간동안 누워있다 예 아니오

(2) 나는 낮에 많은 시간동안 앉아 있는다 예 아니오

(3) 나는 낮이나 밤에 많은 시간을 자거나 선잠을 자곤 한다 예 아니오

(4) 나는 이전보다 더 쉬려고 낮에 더 자주 누워있다 예 아니오

(5) 나는 앉아서 졸고 있다 예 아니오

(6)
너무 일찍 깨거나, 오랜 시간동안 뒤척거려 잠들지 못 하거나, 

자주 깨기 때문에 나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 한다
예 아니오

(7) 나는 낮에 잠을 자거나 혹은 낮잠을 더 많이 잔다 예 아니오

ꋏ  다음은 식사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식사 상태에 해

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1)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덜 먹는다 예 아니오

(2)
나는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준비된 음식이나 

특별한 식사도구를 이용 한다
예 아니오

(3)
나는 특별하거나 다른 음식을 먹는다 

 (죽, 부드러운 음식, 저염식, 저지방식, 저당식)
예 아니오

(4) 나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쥬스나 물 종류만 먹는다 예 아니오

(5) 나는 음식을 깨지락거리거나 조금씩 먹는다 예 아니오

(6) 나는 물을 적게 마신다 예 아니오

(7) 나는 음식이나 물을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먹는다 예 아니오

(8)
나는 혼자서 음식이나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먹여주어야 한다
예 아니오

(9)
나는 전혀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양섭취는 튜브나 정맥 

수액주사를 통해서 한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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ꋐ  다음은 집안일이 아닌 정규적인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정규적인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상태에 해

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당신은 집안일이 아닌 평상시에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 예 ” 라고 답하신 경우, ꋐ--② 질문에 답하세요.

     “ 아니오 ” 라고 답하신 경우, 아래 ꋐ--① 질문에 답하세요. 

ꋐ--① 만약 당신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1) 당신은 정년퇴임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2)
만약 당신이 정년퇴임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건강문제와 

관련되어 퇴직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3)
만약 당신이 정년퇴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건강과 관련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ꋐ--② 만약 당신이 앞에서  “ 예 ” 라고 대답했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하

세요.

(1) 나는 전혀 일을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만약 당신이 (1)번 질문에 V 표시 했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세요.

(2) 나는 집에서 나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부분적으로 한다 예 아니오

(3) 나는 평소에 하던 만큼 일을 할 수 없다 예 아니오

(4)
나는 자주 동료에게 짜증내고, 날카롭게 대답하고, 쉽게 비평하면

서 나의 동료에게 신경질적으로 행동 한다 
예 아니오

(5) 나는 이전 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 예 아니오

(6) 나는 쉬운 일만 한다 예 아니오

(7) 나는 짧은 시간동안만 일하거나 자주 쉰다 예 아니오

(8)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일하지만 약간은 변화가 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특별한 도움이 있다거나, 다른 동료와 

일을 바꿔서 한다)

예 아니오

(9)
나는 평소에 하던 만큼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일을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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ꋑ  다음은 집안 관리 정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집안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1) 나는 짧은 시간동안만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하면 자주 쉰다 예 아니오

(2) 나는 내가 늘 했었던 일상적인 집안일을 덜하게 된다 예 아니오

(3) 나는 내가 늘 했었던 일상적인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4)
나는 집을 유지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평소에 했었던 것보다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5) 나는 내가 늘 했었던 쇼핑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6) 나는 내가 늘 했었던 집안청소를 전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7)
수도꼭지를 돌리거나, 부엌의 간단한 기구를 사용하거나, 바느질 

하거나, 목공일 등과 같은 수작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예 아니오

(8) 나는 내가 늘 했었던 빨래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9) 나는 집안일 중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이는 일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10)
세금내기, 은행업무, 가계 생활비 관리하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일이나 가사일 돌보는 것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ꋒ  다음은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레크리에이션과 오락생활에 해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1) 나는 취미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시간이 짧아 졌다 예 아니오

(2)
나는 종종 밖에 나가서 하는 놀이 활동(친구나 이웃집 방문, 화보

기)이 적어졌다
예 아니오

(3)
나는 평소에 하던 TV보기, 화투치기, 혹은 책 읽기와 오락(pastimes)

활동을 줄 다 
예 아니오

(4)
나는 평소에 하던 TV보기, 화투치기, 혹은 책 읽기와 오락(pastimes)

활동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5)
나는 평소에 하던 활동적인 오락 대신에 활동이 적은 오락(pastimes)

활동을 약간 더 한다
예 아니오

(6) 나는 지역사회 활동이전에 보다 줄었다 예 아니오

(7)
나는 평소에 하던 활동이 많은 레크리에이션이나 활동을 약간 줄

다
예 아니오

(8)
나는 평소에 하던 활동이 많은 레크리에이션이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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ꋓ  다음은 걷기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걷기 상태에 해

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1)
나는 이전보다 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거나 쉬기 위해서 자주 멈

춰서야 한다
예 아니오

(2) 나는 걸어서 언덕을 오르거나 내리지 못 한다 예 아니오

(3)
나는 손잡이, 지팡이, 크러치와 같은 기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계단

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니오

(4) 나는 누구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예 아니오

(5) 나는 휠체어로 이동한다 예 아니오

(6) 나는 전혀 걷지 못 한다 예 아니오

(7)
나는 절뚝거리고, 비틀거리고, 또는 뻣뻣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 걷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예 아니오

(8)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걷는다 예 아니오

(9) 나는 평상시보다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내린다 예 아니오

(10) 나는 전혀 계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1)
나는 워커, 크러치, 지팡이, 벽, 이나 가구 등을 이용해야만 주위를 

돌아다닌다
예 아니오

(12) 나는 이전 보다 더  천천히 걷는다 예 아니오

ꋔ  다음은 움직임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움직임 상태

에 해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1) 나는 한 건물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 예 아니오

(2) 나는 한 방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 예 아니오

(3) 나는 침대(이부자리)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래 누워 있다 예 아니오

(4) 나는 침대(이부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다 예 아니오

(5) 나는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6) 대부분 집에서 머물러 있는다 예 아니오

(7) 나는 화장실이 가까이에 있는 장소에만 간다 예 아니오

(8) 나는 시내에 가지 않는다 예 아니오

(9) 나는 짧은 시간동안만 집밖에 다녀온다 예 아니오

(10)
나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어두운 곳이나 불이 꺼진 장소에

는 돌아다니지 않는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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ꋕ 다음은 개인위생과 움직임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귀하의 개

인위생과 움직임 상태 에 해당되는 상황에 V 표시 하십시오. 

(1)
차를 타고 내리거나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도움을 받아 힘들게 

움직인다. 
예 아니오

(2)

나는 침대 오르거나 내려 올 때, 눕거나 일어날 때, 또는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나 기계적인 

도움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 

예 아니오

(3) 나는 짧은 시간동안만 서 있을 수 있다 예 아니오

(4) 나는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예 아니오

(5) 나는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약간 제한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 예 아니오

(6)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만 서 있을 수 있다 예 아니오

(7)
나는 무엇인가를 잡고서만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웅크리고 앉거나 

아래로 구부릴 수 있다 
예 아니오

(8)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고정된 한 자세로 있는다 예 아니오

(9)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서툴다 예 아니오

(10)
나는 지팡이나 워커를 사용하거나 어떤 것을 잡아야만 침대나 의자에 

앉거나 일어설 수 있다
예 아니오

(11) 나는 대부분 누워서 지낸다 예 아니오

(12) 나는 자세를 자주 바꾼다 예 아니오

(13) 나는 침대(이부자리)에서 움직일 때 무엇인가를 잡고 움직인다 예 아니오

(14) 나는 누군가가 목욕을 보조해 주면 도움을 받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아니오

(15) 나는 전혀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목욕을 시켜준다 예 아니오

(16) 나는 도움을 받아서 침상용변기(bedpan)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니오

(17) 나는 신발, 양말, 혹은 스타킹을 신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 예 아니오

(18) 나는 소변을 잘 조절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19)
단추, 지퍼, 구두끈과 같은 것으로 내가 옷을 조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예 아니오

(20)
나는 잠옷과 같은 간단한 옷을 벗거나 파자마를 입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아니오

(21) 나는 대변 조절을 잘 하지 못 한다 예 아니오

(22) 나는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매우 느리다 예 아니오

(23)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옷을 입을 수 있다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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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

 다음은 당신이 요즘 느끼고 있는 가족의 지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적절한 

곳에 O표해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어쩌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은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용기와 격

려를 준다

2. 가족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3. 가족은 나를 아끼고 사랑 한다

4.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5.
가족은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 준다

6.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 한다

7.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

워한다

8.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9. 가족은 나와 집안일을 의논 한다

10. 가족은 나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준다

11.
가족은 내가 외로워하거나 괴로워 할 때 보

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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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 질문지

1.  귀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세

2.  귀하의 성별을 기록해 주십시오.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교육은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졸이상

4.  귀하의 결혼상태를 기록해 주십시오.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별거  ⑤ 기타(                 )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                  )

6.  귀하 및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7.  치료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아주 많이 부담스럽다                ② 조금 부담스럽다 

     ③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퇴원 후 만남을 위해서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집: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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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성 사항 기록지

1. 진단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Cancer:   Yes  /  No     

3. 수술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수술시간 : ____________ 분

5. 회복실 재실시간 :  ______________ 분 

6. 회복점수(PAR score) : ___________ 점

7. 검사결과

검사명 수술전날 수술 _______후 수술 _______후 수술 _______후

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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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s of postoperative 

fatigue and physical function status in patients with 

abdominal surgery.

                                                       Kim, Bo Hwa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longitudinal change in 

postoperative fatigue, postoperative fatigue-related factors, and change in 

physical function, and correlation of postoperative fatigue and physical function 

in patients with abdominal surgery. A single group longitudinal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at a C general hospital in W city from April 16, 

2004 to June 30, 2004. A convenience sample of 40 patients with abdominal 

surgery was interviewed face to face or by telephone on preoperative day, 

POD 7, POD14, and POD21 using POMS, VAS fatigue scale, constructed 

subscale with postoperative fatigue-related factors of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areas, and the Sickness Impact Profile-136.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Fatigue changes : patients experienced high level of postoperative fatigue on 

POD 7, and reported the level of fatigue as low as that of preoperative day. 

2) Correlation of fatigue and related factors : in physical factors, the younger 

age was , the higher postoperative fatigue was on preoperative day(r=-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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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reoperative hemoglobin level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fatigue 

level(r=-.315, p<0.05) and operative tim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atigue level at POD 7(r=.361, p<0.05); preoperative pai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atigue level at POD 14(r= .439, p<0.001); pain at preoperative 

day(r= .670 p<0.001) and POD 21(r= .395, p<0.001)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atigue level at POD 21. 

   In emotional factors, preoperative anxiety(r= .462, p<0.001) and depression(r= 

.395, p<0.05) leve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fatigue level on 

preoperative day; anxie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atigue level on 

POD 21. In social factors, patients with low level of education was more 

fatigue than them with high of it(t=3.306, p<0.05).

3) Physical function changes : in the independent category, only sleep, rest and 

eating subcategories were recovered significantly on POD 21. In the physical 

category, physical level and subcategories were not recovered significantly on 

POD 21. 

4) Correlation of postoperative fatigue and physical function : preoperative 

fatigue and physical function was not correlated. fatigue level on POD 7 and 

POD 21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leep and rest, home management, 

and physical category.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ostoperative fatigue is 

important problem to focus for nursing patient with the surgery. Intervening 

postoperative fatigue for the abdominal surgery patients should address 

fatigue-related factors and physical function status following.

Key words : Postoperative fatigue, physical function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