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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간호학에 인연을 맺게 된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마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 간호학에 인연을 맺으면서 간호사로서, 간호학도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신 전시자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학원 수업과 논문 준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의금 교수님, 추상희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극성맞은 저희 기 대학원생 때문에 고생하신 김은정, 이재은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흉부외과와 인연을 맺은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어린 제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물심양면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은 최주원, 김미혜 선생님, 항상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운하, 오태윤 교수님께 깊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대학원 수업과 논문작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시며 논문 지도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임청 교수님, 언제나 밝은 얼굴로 잘 하고 있다는 격려와 

믿음을 갖게 해주신 박계현 교수님,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항상 마음만은 

곁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조중행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심장센터 

전담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든든한 지원자, 

냉철한 조언자, 속 깊은 상담자 역할을 마다 않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종숙이, 대학원 과정 동안 내 덕분에 고생 많았던 명환이, 논문준비에 기꺼이 

동참해준 고마운 소영이,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 가족인 경신이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중환자 간호 석사과정 동기들인 윤미선, 이진영, 

박정희, 최은영, 김영옥, 김순희, 박희정 선생님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서로 격려하고 채찍질 하며 모두 같은 마음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위해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목사님이시자 존경하는 

시어머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밤낮으로 둘째 딸 걱정에 근심 

마를 날 없고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엄마, 아빠, 힘들고 지칠 때 마다 격려해주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 친구 같은 

우리 언니, 말 수는 적지만 믿음직스런 내 동생 제석이 가족이 있어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동반자 이자 

가장 확실한 후원자인 사랑하는 남편 안명찬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과 고마움을 

표하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6년 7월 

이 영 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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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에중증도에중증도에중증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와건강상태와건강상태와건강상태와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이 지난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도와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간호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6월 5일 

까지 경기도 소재의 일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수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61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중간값),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는 예측사망 위험과 예측뇌졸중 

위험이 직업유무,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주 간호제공자, 

치료비 부담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직업이 있고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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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p<0.05). 

3.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전 위험요인 중 

흡연,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은 경우와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한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주요합병증과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 전 중증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북미 중증도 

평가도구(NNERS)의 중증도가 높았다.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었다(p<0.05).  

4.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는 수술 전 위험요인 중  

흡연, 좌심실 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했던 경우에서 낮게 나타났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과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았다. 수술 전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으며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낮았다(p<0.05). 

5.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수술 전 위험요인 중 

좌심실 기능부전이 있던 경우(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에서 낮게 

나타났다.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과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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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p<0.05).  

6.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p<0.05). 

7.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았다(p=0.000). 

8. 수술 후 회복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건강문제는 가슴절개선의 불편감, 

다리 및 팔의 절개선의 불편감, 등, 목, 어깨의 불편감, 식욕부진, 

수면장애 어지러움, 숨찬 증상이 있었고 심리적 건강문제로는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수술 전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 중증도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및 회복기간 단축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 전 회복기 교육이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혈관계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단어핵심단어핵심단어핵심단어; ; ; ;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 전 중증도,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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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사회 경제의 발전과 함께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를 비롯하여 비만,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건강관련 요인의 변화로 

최근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4)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3 위를 차지하며 최근 10 년간 순환기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 변화에서 남녀 모두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에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증가하였다.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죽상경화로 인해 좁아지거나 폐색되어 심근의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허혈성 질환이며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만성 

심장질환으로 북미 및 유럽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Hayman, 2003; Poses, 2002; Dracup, 1999).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외과적 교정 수술로서 심장내과, 심장혈관외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가족 등 다 분야간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관리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Graybeal, 1993).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는 질병의 특성 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환자 

들은 평균수명의 연장 못지 않게 삶의 질 또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삶의 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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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에 영향하는 여러 요인 중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상태는 주요인 이 

된다(노유자, 1988).  

NYHA functional class, 기저질환 유무(Herlitz et al, 2003)와 질환의 

병기(김영혁, 2000)등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후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인이며 

수술 후 회복 정도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데 (Paul & Jennifer, 2001)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합병증, 재원기간 등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상동맥 

우회술 후 임상성적을 예측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중증도 

분석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그 중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 NNERS)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분석도구이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는 회복기뿐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이 회복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는 회복기 간호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간호중재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에 관한 연구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또한 현재 임상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를 

평가하여 수술 후 사망률과 유병률을 예측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회복기 환자간호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근거로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회복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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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중증도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회복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간호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한다. 

2)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및 치료적 특성 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한다. 

3)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회복기에 경험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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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용어정의용어정의용어정의용어정의    

    

1)1)1)1)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환자환자환자    

    

관상동맥 협착 또는 폐색에 기인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혈관을 이용하여 환상동맥의 혈관을 이식해 주는 수술을 받는 

환자(Donna, Linda and Mary, 1995)로 본 연구에서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말한다. 

 

2)2)2)2)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본 연구에서는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 

NNERS)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예측 위험률이 

높으며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3)3)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Ware, 1976)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자신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측정하는 Ware(1976)의 

건강지각도구(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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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자기 건강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건강상태로 인해 개인이 

받은 기능, 감정 및 활동에 대한 가치(신호철, 1998)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Padilla and Grant(1985)가 개발하고 McGirr 등(1990)이 

수정보완 하였으며, 홍경화(1996)가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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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    

    

1.1.1.1.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과과과과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1)  1)  1)  1)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 협착 또는 폐색에 기인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혈관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의 혈관을 이식해주는 

수술이다(Donna et al., 1995).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관상동맥 우회술의 성공적 시술은 

1967년 클리브랜드 크리닉의 Favaloro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후 사회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수술 경험이 많아짐과 동시에 심근보호의 개념 및 방법의 발전, 완전 

재혈관화 개념의 도입, 마취영역의 발전 등으로 최근에는 비약적인 발전과 안정된 

수술성적을 이루게 되었다(김형묵, 1991; Sezai, 1998). 또한 최근 관상동맥 

우회술의 추세는 인공심폐기 사용의 최소화와 혈관의 장기개통 성적이 좋은 동맥 

이식편 만을 이용하는 등 수술방법도 발전하고 있다(관상동맥외과 연구회, 2002). 

관상동맥 우회술의 목적은 흉통의 소실, 심근경색과 중증 부정맥의 예방, 심기능 

및 운동능력의 개선과 생명연장의 효과를 얻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유영선, 

1992), 그러나 수술 후 가장 큰 문제점은 우회술 원위부의 동맥경화 등에 의한 

협심증의 재발이다. 재발의 주요 요인은 흡연, 지질질환, 당뇨, 고혈압이며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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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로 추정된다(서경필 외, 1992). 또한 심리적 

요인에 따른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급성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혈관운동 반응에 영향을 주고 이 스트레스가 관상동맥 질환의 병리기전에 

관련하여 관상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김장우와 고경봉, 2000).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장내과, 심장혈관외과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가족 등 다 

분야간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관리는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Graybeal, 1993). 관상동맥 우회술 후 환자들은 수술 과정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약물복용 및 식이제한, 사회생활 제한 등으로 회복과정이 지연될 수 

있고 회복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김금순, 1993; 신수진, 2000).  

 

2) 2) 2) 2)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최근 들어 국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용어로 건강수준 

또는 질병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의 질의 한 측면을 의미하며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감 등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개념이다(김정연 등, 2001; 남해성, 1999, 

Kempen et al., 1997). 건강관련 삶의 질이 건강, 질병, 재해, 이로 인한 증상, 

증후, 치료 부작용,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기능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반적 삶의 질 구성을 일컫기 때문에 흔히 보건의료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Dijkers, 1997).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일상기능(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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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ing), 주관적 경험(subjective experience)에 관한 중요한 영역(domain) 

즉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사회적 역할기능(social role functioning), 

신체감각(somatic sensa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을 

포괄한 광범위 하고 다면적인 개념이다(Kempen et al., 1997). 이러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일반건강수준(general health status)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남해성, 1999).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 등에 의한 장애, 기능상태, 인지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삶의 기간에 할당된 가치로 정의한다(손행미, 

2002).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Eagle(1999)은 생존율 및 삶의 질의 향상이 관상동맥 우회술의 가장 우선적인 

임상지표라고 하였고 조현숙(1998)과 Hentinen(1998)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생명의 중심 장기인 심장에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좌절과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정상생활의 적응이 지연되며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선(2005)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기간, 성별, 

연령이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에 질에 관련 하였고, 신수진(2000)은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경험의 

차이와 우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Jennifer(2000)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삶의 질에서 통증, 수면장애,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의 여부가 

관련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Jarvinen(2003)등은 관상동맥 우회술 후 젊은 

환자에 비해 고령의 환자는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을 보이며 일반적 건강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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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Herlitz 등(2003)은 관상동맥 우회술 

후 10년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수술 전 

삶의 질과 functional class, 기저질환, 수술 후 중환자실 체류기간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관상동맥 우회술 후 생존율과 관련된 요인, 수술 후 사망률 및 유병률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알려지면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환자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간호를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신수진, 2000) 있으나, 이전의 연구는 임상소견이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관상동맥 우회술 후 회복기 환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수술 후 생명연장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상동맥 우회술 후 회복기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2. 2. 2. 2. 심장심장심장심장    수술수술수술수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에 있어 수술 후 사망률과 생존율뿐 아니라 합병증과 

잠재적 이환율 또한 중요한 결과이며 환자와 가족을 위해 퇴원 후 환자의 독립적 

기능, 가족 및 친구관계, 일상생활, 직장에의 복귀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Heigman, 2003). 심장수술 환자의 건강관리 결과는 사망률, 유병률, 

증상조절, 기능상태, 삶의 질, 비용, 지식, 행동, 가족기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질병특성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 및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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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Gayle, 2004). 관상동맥 우회술 후 주요 유병률은 사망률에 비해 더욱 

흔하며 이는 입원기간을 늘이고 자원의 이용을 더욱 많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James, 1996).  

중중도의 분류가 모든 환자 개개인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증도에 

따른 위험요인의 분류는 비슷한 위험을 가진 환자그룹에서 수술 후 사망률 및 

유병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기본이 된다. Heigman(2003)은 

위험요인의 조절은 수술결과에 영향을 주는 환자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치료의 

과정을 포함한 모든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마다 결과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요인의 평가를 위해 임상가는 환자의 특성, 

질병의 특성, 혈 역학적 검사의 특성과 결과, 그리고 임상가의 날카로운 통찰력 

등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O’Connor, 1992).  

James(1996)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나쁜 결과를 예측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1) 심인성 쇼크, 심혈관 시술의 실패,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 불안정한 환자상태에 의한 응급수술. 2) 심인성 쇼크, 낮은 심박출률, 

심부전, 심장 비대에 의한 심기능의 손상. 3)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신 

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관련 기저질환. 4) 고령, 여자, 작은 신장 등과 

같은 신체적 요인. 5) 빈혈, 저알부민혈증, 크레아티닌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검사결과이다. 그 중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은 응급수술과 

심장기능의 저하라고 하였다. O’Connor(1992)는 병원 내 사망률 및 유병률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나이, 성별, 체표면적, 기저질환 유무, 이전 관상동맥 수술 

여부, 죄심실이완기말압, 심박출점수, 이전의 수술여부 등 8가지 예측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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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북미 중증도 측정도구(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로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수술 전 환자의 중증도 평가는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비단 수술 후 단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퇴원 

후 가정에서의 생활 및 사회로의 복귀, 삶의 질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수술 전 환자의 중증도 평가에 따른 수술 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3. 3. 3. 3.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인간은 인지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므로 최근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지각된 건강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상태란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서 단지 질병이 없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통합된 기능상태로서(박춘자, 1998), 현재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몸 상태를 의미한다(백광미, 2000). 건강을 나쁘게 지각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음을 반영하고 반면, 좋게 지각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지각된 건강은 연령, 결혼상태, 직업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아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이다(Smith el al., 1994).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임상적 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물적 생리적 변화를 

더 잘 인지하고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므로 건강이 사회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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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고(윤은주, 2001),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삶의 만족 

정도가 높은 반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건강해도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건강상태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의학적 상태보다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태종 등, 2002). 또한 건강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 잘 예측 하며,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으로 간호대상자의 목표행위를 예측하는데 의미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용길, 1998). 김경애(2002)는 노인의 건강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게 되며,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할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아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오현자(2000)는 만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연구에서 자신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생활만족이 높으며, 윤은주(2000)는 

여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Padilla & Grant(1985) 역시 건강하다는 

느낌이 암환자에 있어 질적인 삶과 가장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요약해 보면,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좋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고, 긍정적 건강지각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및 건강행위를 많이 하게 되며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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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환자환자환자가가가가    경험하는경험하는경험하는경험하는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건강건강건강건강문제문제문제문제    

    

관상동맥 우회술 후 환자들은 수술 과정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약물복용 및 

식이제한, 사회생활 제한 등으로 회복과정이 지연될 수 있고 회복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김금순, 1993; 신수진, 2000)  

수술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관상동맥 우회술 시 흉골을 절개하고 벌린 

채로 내유동맥을 박리하고 연결하므로 이로 인해 환자들은 수술 후 6-7 주간 가슴 

절개선, 등, 목, 어깨 등의 불편감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다(Shinn, 

1992). 또한 수술 후 환자들은 거동 시 불편감, 수면장애, 가정 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Atrinian 등, 1995) 퇴원 후에는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이 제한되며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된다(Shaffer 등, 1998). 또한 Ulla 

등(1999)은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들이 대부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를 심하게 호소한다고 하였다.  

개심술은 수술자체도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퇴원을 하더라도 

약물복용, 식이조절, 활동제한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환자는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하는 책임, 직장으로의 복귀, 기타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신경이 날카로워 지고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Blachly, 1968; 김금순, 하양숙, 1983).  

신수진(1999)의 연구에서는 가슴절개선 및 등, 목, 어깨의 불편감, 식욕부진, 

수면장애가 회복기 신체적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우울을 측정한 결과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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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고찰을 종합하여 볼 때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심리적 건강상태는 회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간호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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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도와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및및및및    표집표집표집표집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수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61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4개월에서 8개월이 경과한 자 

② 국문을 이해하고 설문지의 응답이 가능하며 감각인지에 이상이 없는 자 

③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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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 그리고 회복기에 경험하는 건강문제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조사하였으며 중증도는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를 이용하였다. 

 

1) 1) 1) 1)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분류분류분류분류도구도구도구도구(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 NNERS, NNERS, NNERS, NNER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 

NNERS)란, 관상동맥 우회술 후 임상성적을 예측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중증도 분석도구로서 수술 후 사망률, 뇌졸중, 종격동염의 예측위험도를 

계산한다. 평가도구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좌심실 박출계수, 응급여부, 

재수술여부, 말초혈관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비만 등이 있고 

이들 위험인자들의 합계를 구하여 각각의 예측위험도를 계산한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예측위험도가 높으며 예측위험도가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다. 

예측사망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7.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관상동맥 

우회술 후의 사망률(1%)의 기준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예측 뇌졸중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6.5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관상동맥 우회술 후의 뇌졸중 발생률(1%)의 기준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예측 종격동염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0.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관상동맥 우회술 후의 종격동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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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0.5%)의 기준 점수인 1점을 기준으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측정 결과를 얻었으며, 점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입원 후 시행한 신체검진,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2) 2) 2) 2)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지각된 건강상태는 Ware(1976)가 고안한 건강지각질문지(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유민경(1986)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Ware(1976)의 도구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긍정문항 6문항, 부정문항 6문항으로 구성된 총 12문항 5점 

척도이다. ‘아주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하였고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유민경(1986), 한경희(2002)의 연구에서 

각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와 .85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88 이었다. 

 

3) 3) 3) 3)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Padilla and Grant(1985)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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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irr등(1990)이 수정 보완 하고, 홍경화(1996)가 관상동맥 질환자를 위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사회적 지지, 치료적응의 

4개 영역의 긍정문항 15문항, 부정문항 5문항으로 구성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그렇다”가 3점, “대단히 그렇다”가 4점이며 총점은 20점부터 80점까지 이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경화(1996)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 이었다. 

 

4) 4) 4) 4)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질병관련질병관련질병관련질병관련    특특특특성성성성    측정측정측정측정도구도구도구도구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 직업, 동거형태, 경제상태, 주 

간호제공자, 치료비 부담자, 회복기에 대한 교육 등을 묻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은 전자 의무기록 분석을 통하여 자료수집 

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기간, 수술 전 위험요인, CCS(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class,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수술 후 

주요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수술 후 

재원기간 등을 나타내는 분류표를 만들어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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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    측정측정측정측정    도구도구도구도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회복기에 경험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 간호대학원 교수 2인과 상의 하여 4개의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술 후 회복기 동안 귀하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현재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의 4개의 

질문을 자유기술 하도록 구성하였다 

 

4. 4. 4. 4. 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    기간기간기간기간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자료수집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6월 5일 

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이용한 면담법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 목적 및 연구진행에 대해 기관의 동의를 

구하였다. 

관상동맥 수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외래 방문한 대상자 

61명에게 직접 연구자를 소개한 뒤 연구목적과 자료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외래 진료 후 상담실에서 대상자와 면담하여 일반적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였으며 질문내용에 이해가 필요할 경우 연구자가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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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은 관상동맥 우회술 후 회복기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61명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였고 수술 후 

경과기간, 수술 전 위험요인, 수술 전 중증도(NNERS), CCS(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class,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입원 기간 내 주요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수술 후 재원기간 등을 확인하였다. 

 

5. 5. 5. 5. 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은 기술통계(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중간값)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는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 및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정도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수술 전 중증도와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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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전체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을 둔다. 

2)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이므로 시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변화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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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성별, 종교, 교육 정도, 직업,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주 간호제공자, 월 평균수입, 치료비 부담자, 

회복기에 대한 교육여부 및 도움 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36세에서 최대 91세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64.03±10.47세로 60세 이상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전체의 72%, 여자가 28%로 남자가 약 2.8배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대학이상이 39.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이 21.3%, 중학교 이상이 11.5%, 

초등학교 이상이 23%, 무학이 4.9%의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42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였고 수술 전 직업이 있던 경우는 49.2%, 가정주부를 

포함하여 없었던 경우가 50.8%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90.2%가 기혼의 

상태였고 사별이 8.2%, 미혼이 1.6%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남자는 100%가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상태이고 사별은 모두 여자에게 해당 되었다. 동거형태는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57.4%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 둘이 사는 경우가 

31.1%, 배우자 없이 자녀와 사는 경우가 6.6%로 나타났으나 혼자 사는 경우도 

있었다. 주 간호제공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78.7%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에서 300만원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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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만원에서 200만원이 19%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에 불과 

했다. 치료비 부담은 대부분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62.3%) 많았다. 회복기에 

대한 교육여부 및 도움은 교육을 받은 경우가 86.9%로 나타났고 이들 중 교육이 

퇴원 후 회복기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62.3%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보통이다 32.1%,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5.7%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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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1> 1> 1> 1>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N=61)(N=61)(N=61)(N=61)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비율비율비율비율(%)(%)(%)(%)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60세 미만 19 31.1 
연령연령연령연령    

60세 이상 42 68.9 
64.03±10.47 

                    

남 44 72.1 
성별성별성별성별    

여 17 27.9 
 

                    

유 42 68.9 
종교종교종교종교    

무 19 31.1 
 

                    

무학 3 4.9 

초등학교이하 14 23.0 

중학교이하 7 11.5 

고등학교이하 13 21.3 

교육정도교육정도교육정도교육정도    

대학교이상 24 39.3 

 

                    

유 30 49.2 
직업직업직업직업    

무 31 50.8 
 

                    

미혼 1 1.6 

기혼 55 90.2 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결혼상태    

사별 5 8.2 

 

                    

유 55 90.2 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유무유무유무유무    무 6 9.8 
 

                    

혼자산다 3 4.9 

부부만 둘이산다 19 31.1 

부부가 자녀와산다 35 57.4 
동거형태동거형태동거형태동거형태    

배우자 없이 자녀와 산다 4 6.6 

 



 - 25 -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비율비율비율비율(%)(%)(%)(%)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배우자 48 78.7 

자녀 12 19.7 
주주주주    간호간호간호간호    

제공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    
나 자신 1 1.6 

 

                    

100만원 이하 1 1.6 

101-200만원 12 19.7 

201-300만원 17 27.9 

월평균수월평균수월평균수월평균수

입입입입    

301만원 이상 31 50.8 

 

                    

배우자 9 14.8 

자녀 14 23.0 
치료비부치료비부치료비부치료비부

담자담자담자담자    
나 자신 38 62.3 

 

                    

있다 53 86.9 회복기교회복기교회복기교회복기교

육육육육경험경험경험경험    없다 8 13.1 
 

                    

도움이 되었다 33 62.3 

보통이다 17 32.1 
교육도움교육도움교육도움교육도움

여부여부여부여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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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은 수술 후 경과 기간, 수술종류,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Guide line(1998)에 따른 수술 전 

위험요인(체질량지수,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신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방세동, 말초동맥질환, 급성심근경색, 재수술, 좌심실기능 부전(좌심실 

구혈율), 대동맥내 풍선펌프(IABP), 응급수술여부)과 주요 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재수술), CCS(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class,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수술 후 입원기간 내 발생한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 부위 문제),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수술 후 재원기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술 후 경과관찰 기간은 평균 193.4±54.75일을 나타냈다. 

관상동맥 우회술의 방법은 체외순환을 이용한 고식적 관상동맥 우회술(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체외순환을 

사용하지 않는 관상동맥 우회술(OPCAB; 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이 

18%를 차지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평균 25.02±2.91로 나타났으며 비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60.7%였다. 수술 전 1달 이내까지 흡연을 한 대상자는 

31.1%였고, 고혈압은 73.8%, 당뇨는 49.2%, 고지혈증은 19.7%를 보였다. 수술 

전 뇌졸중의 기왕력을 가진 대상자는 11.5%였고, 만성 신부전 환자는 6.6%,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는 4.9%, 수술 전 심방 세동의 부정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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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8.2%, 말초동맥 협착질환은 26.2%를 나타냈다. 수술 전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환자는 21.3%이었으며, 좌심실 구혈률은 최소 25%에서 최대 

72%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54.5%를 나타내었고, 이 중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인 좌심실기능 부전 대상자는 14.8%였다.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 

Intra Aortic Balloon Pump))를 거치한 대상자는 16.4%, 재수술인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정규수술인 경우는 41%, 관상동맥 질환 진단 

후 퇴원시키기엔 불안정한 상태로 입원기간 내 수술한 긴급수술이 50.8%, 

관상동맥 진단 후 수 시간 내 수술이 필요한 응급수술인 경우가 8.2%였다. CCS 

class는 class III가 49.2%로 가장 많았고 NYHA functional class는 class I이 

47.5%로 가장 많았다. 관상동맥 우회술 후 주요합병증(사망, 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재수술)이 발생한 대상자는 14.8%였으며 주요 

합병증의 종류에 따른 발생률은 급성 신부전이 11.5%, 수술 후 출혈에 의한 

재수술은 3.3%이고 뇌졸중과 종격동염의 발생은 없었다. 입원기간 내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34.4%로 수술 후 새로 발생한 심방세동이 24.6%로 가장 

많았고 수술 후 인공호흡기 거치기간이 72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가 11.5%를 

차지하였다. 인공기도 유지기간은 최소 3시간에서 235시간의 범위에서 중간값은 

17시간이었고,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최소 18시간에서 최대 426시간의 범위에서 

중간값은 45시간, 수술 후 재원기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51일까지의 범위에서, 

중간값은 8일을 나타냈다. 

 

 



 - 28 - 

<<<<표표표표2> 2> 2> 2>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N=61)(N=61)(N=61)(N=61)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비율비율비율비율(%)(%)(%)(%)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중간값중간값중간값중간값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일일일일))))     193.46±54.75 189 

                        

CABG 
§§§§ 

 
50 82.0   수술수술수술수술    

방법방법방법방법    OPCAB
 §§§§§§§§ 

11 18.0   

                        

20미만(저체중) 1 1.6 

20-24미만(정상) 23 37.7 

24 -30미만(경도비만) 33 54.1 

체질체질체질체질

량량량량    

지수지수지수지수        
30초과(비만) 4 6.6 

25.02±2.91 24.77 

                        

흡연 19 31.2  

고혈압 45 73.8  

당뇨 30 49.2  

고지혈증 12 19.7  

뇌졸중 기왕력 7 11.5  

만성 신부전 4 6.6  

급성 신부전 0 0  

만성폐쇄성폐질환 3 4.9  

심방세동 5 8.2  

말초동맥경화 16 26.2  

급성심근경색 13 21.3 

 

 

좌심실 구혈율   54.51±11.17 57.00 

좌심실기능부전 9 14.8  

대동맥 내 풍선펌프 10 16.4  

재수술 1 1.6  

긴급수술 31 50.8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위험위험위험위험

요인요인요인요인    

응급수술 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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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    비율비율비율비율(%)(%)(%)(%)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중간값중간값중간값중간값    

Class I 6 9.8  

Class II 16 26.2  

Class III 30 49.2  

CCSCCSCCSCCS
****    

classclassclassclass    

Class IV 9 14.8 

 

 

                        

Class I 29 47.5  

Class II 18 29.5  

Class III 12 19.7  

NYHNYHNYHNYH

AAAA
********    

classclassclassclass    
Class IV 2 3.3 

 

 

                        

무 52 85.2  

유 9 14.8 
 

 

뇌졸중 0 0  

종격동염  0 0  

급성 신부전 7 11.5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주요주요주요주요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출혈로 인한 재수술 2 3.3 

 

 

                        

무 40 65.6  

유 21 34.4  

수술 후 심방세동 15 24.6  

인공호흡기연장 7 11.5  

섬망 6 9.8  

기타기타기타기타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다리 수술부위 문제 5 8.2 

 

 

                        

인공기도인공기도인공기도인공기도    유지유지유지유지기간기간기간기간((((시간시간시간시간))))      33.11±49.11 17 

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    체류기간체류기간체류기간체류기간((((시간시간시간시간))))      72.67±78.96 45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일일일일))))      11.46±9.54 8 

§§§§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체외순환을 이용한 수술을 말함) 

§§§§§§§§    OPCAB; 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 * * * CCS(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class,  

********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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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 , ,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 , ,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1) 1) 1) 1)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 : : 북미북미북미북미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분류도구분류도구분류도구분류도구((((NNERSNNERSNNERSNNERS))))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는 사망위험, 뇌졸중위험, 

종격동염위험의 3항목에 대한 예측점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

1>과 같다.  

 

(1) (1) (1) (1) 예측예측예측예측사망사망사망사망    위험위험위험위험    

수술 전 예측사망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6점의 범위에서 평균 

4.40±3.05점이었고 관상동맥 우회술의 사망률(1%)을 기준으로 중증도를 

두 군으로 분류한 결과 예측 사망점수가 3점 이하인 저 위험군은 32.8%, 

3점 초과인 고 위험군은 67.2%로 나타났다.  

 

(2) (2) (2) (2)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위험위험위험위험    

수술 전 예측뇌졸중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4.78±3.21점이었고 관상동맥 우회술 후의 뇌졸중 발생률(1%)을 

기준으로 중증도를 두 군으로 분류한 결과 예측 뇌졸중점수가 3점 이하인 

저 위험군은 24.6%, 3점 초과인 고 위험군은 75.4%로 나타났다.  

 

(3) (3) (3) (3) 예측예측예측예측종격종격종격종격동염동염동염동염    위험위험위험위험    

수술 전 예측종격동염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7.5점의 범위에서 평균 

2.13±1.95점이었고 개심술 후 종격동염 발생률(0.5%)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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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를 두 군으로 분류한 결과 예측 종격동염 점수가 1점 이하인 저 

위험군은 44.3%, 2점 초과인 고 위험군은 55.7%로 나타났다.     

    

    

    

    

    

<<<<표표표표3333----1111> > > >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N=61)(N=61)(N=61)(N=61)        

특성특성특성특성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구분구분구분구분    빈도빈도빈도빈도((((비율비율비율비율%)%)%)%)    

저 위험 20(32.8) 
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    위험점수위험점수위험점수위험점수    4.40±3.05 

고 위험 41(67.2) 

                

저 위험 15(24.6)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위험점수위험점수위험점수위험점수    4.78±3.21 

고 위험 46(75.4) 

                

저 위험 27(44.3) 
예측종격동예측종격동예측종격동예측종격동    위험점수위험점수위험점수위험점수    2.13±1.95 

고 위험 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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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는 <표3-2>와 같다.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는 평균 45.48±5.14였고 평점 평균은 

3.78이었다. 건강상태 척도의 문항별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문항은 역환산 

문항인 ‘나는 건강상태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4.16)로 미래에 건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문항별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 역시 역환산 문항인 ‘나는 현재 조금 

아프다’(3.34)로 현재 조금 아프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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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3333----2> 2> 2> 2>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정도정도정도정도                                                                                                                                    

(N=61)(N=61)(N=61)(N=61)    

문항문항문항문항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1. 나는 수술 전 보다 현재 더 건강하다고 느낀다. 3.38±.71 

2. 나는 장차 병을 심하게 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4.02±.88 

3. 나는 현재 조금 아프다.
**** 3.34±.85 

4. 나는 미래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것이라고 행각한다. 3.72±.91 

5. 나는 전과같이 건강하지 못하다.
**** 3.57±.86 

6.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만큼 나도 건강하다. 3.64±.94 

7. 나는 건강상태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4.16±.77 

8. 나는 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3.61±.84 

9. 나는 매우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4.07±.75 

10. 나는 최근 기분이 좋지 못하다.
**** 4.03±.92 

11. 나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 3.82±.86 

12. 나는 현재 기분이 좋다. 4.11±.63 

  

평균평점 3.78±.82 

평균합계 45.47±9.91 

**** 표시문항은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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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는 <표3-3>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는 평균 67.11±7.81이었고 평점 평균은 

3.37이었다. 건강상태 척도의 문항별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문항은 역환산 

문항인 ‘나는 심하게 심장의 통증을 느낀다’(3.93)로 심하게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는 만족스런 부부생활(부부관계)를 한다’(2.95)가 

문항 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삶의 질 정도를 내용별 점수로 보면 신체적 

안녕이 3.45, 정신적 안녕이 3.25, 사회적 지지 정도가 3.38, 치료적응이 

3.70였다. 삶의 질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치료적응 영역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정신적 안녕 영역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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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3333----3333> > > >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정도정도정도정도                                                                                                                         (N=61) (N=61) (N=61) (N=61)    

문항문항문항문항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1. 나는 기운이 있다. 3.07±.68 

2. 나는 충분한 수면을 한다. 3.25±.83 

3. 나는 쉽게 피로하다.
**** 3.05±.86 

4. 나는 현재 체중에 문제가 있다.
**** 3.23±.95 

5. 나는 심장질환에 대해 걱정을 한다.
**** 3.44±.84 

6. 나는 만족스런 부부생활을 한다. 2.95±.98 

7.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3.10±.72 

8. 나는 현재 질병치료에 쉽게 적응한다. 3.70±.46 

9. 나는 여가시간을 재미있게 보낸다. 3.41±.73 

10. 나는 먹는 것이 즐겁다. 3.31±.59 

11.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54±.69 

12. 나는 건강유지에 충분할 만큼 잘 먹는다. 3.72±.58 

13. 나는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3.44±.62 

14. 나는 행복하다. 3.33±.72 

15. 나는 생활에 만족한다. 3.23±.84 

16. 나는 심하게 심장의 통증을 느낀다.
**** 3.93±.25 

17. 나는 심장의 통증을 자주 느낀다.
**** 3.84±.37 

18. 나의 삶의 질은 높다. 3.13±.78 

19. 나는 필요한 만큼 친구나 가족과 자주 어울리고 만난다. 3.18±.74 

20. 나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 3.56±.59 

  

평균 평점 3.37±.69 

평균 합계 67.41±13.82 

**** 표시문항은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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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에에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 , ,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 , ,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1) 1) 1) 1)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에에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수수수술술술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의 결과는 <표4-

1>과 같다.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의 기준에 따른 예측사망 위험점수와 예측뇌졸중 

위험점수는 직업유무,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주 간호제공자, 치료비 

부담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예측종격동염 위험점수는 일반적 특성 

상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 연령 및 성별은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의 위험인자로 규명된 항목이므로 결과에서 유의성을 

배제하였다. 

직업이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서 예측사망 위험점수 및 예측뇌졸중 

위험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의 경우가 사망이나 

미혼에 비해 예측사망 위험점수와 예측뇌졸중 위험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주 간호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 예측사망 위험점수와 예측뇌졸중 위험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고, 자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나 자신이나 

배우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예측사망 위험점수, 예측뇌졸중 위험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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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4444----1111> > > >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N=61)(N=61)(N=61)(N=61)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    F(p)F(p)F(p)F(p)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FFFF(p)(p)(p)(p)    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            F(p)F(p)F(p)F(p)    

60세 미만 19 1.68±1.39 1.31±1.23 1.71±1.60 

연령연령연령연령    
60세 이상 42 5.63±2.80 

33.71 

(.000)(.000)(.000)(.000)    6.35±2.51 

68.58 

((((.000).000).000).000)    2.30±2.09 

1.22 

(.272) 

                                    

남 44 3.57±2.46 4.03±2.76 2.07±1.93 

성별성별성별성별    
여 17 6.52±3.47 

13.87 

(.000)(.000)(.000)(.000)    6.73±3.55 

9.94 

(.003)(.003)(.003)(.003)    2.23±2.08 

.076 

(.783) 

                                    

유 42 4.67±3.44 4.97±3.54 2.19±1.92 

종교종교종교종교    
무 19 3.78±1.86 

1.109 

(.297) 4.36±2.35 

.468 

(.497) 1.97±2.07 

.158 

(.693) 

                                    

무학 3 8.16±1.75 7.66±1.15 2.83±2.56 

초등학교 14 5.35±2.45 5.75±3.48 2.10±1.50 

중학교 7 4.42±1.56 3.21±1.62 2.14±2.23 

고등학교 13 4.69±4.63 4.69±4.04 2.34±2.75 

교육교육교육교육    

정도정도정도정도    

대학교 24 3.50±2.29 

2.418 

(.059) 

4.37±2.84 

1.483 

(.220) 

1.91±1.65 

.197 

(.939) 

                                    

유 30 2.95±2.23 3.26±2.65 1.96±1.59 

직업직업직업직업    
무 31 5.80±3.11 

16.83 

(.000)(.000)(.000)(.000)    6.26±3.04 

16.72 

(.000)(.000)(.000)(.000)    2.27±2.27 

.372 

(.554) 

                                    

미혼 1 7.50 7.00 3.00 

기혼 55 4.07±2.95 4.41±2.94 2.16±2.00 

결혼결혼결혼결혼    

상태상태상태상태    
사별 5 7.40±2.70 

3.510 

(.036)(.036)(.036)(.036)    

8.50±4.12 

4.403 

(.017)(.017)(.017)(.017)    

1.50±1.54 

.357 

(.701) 

                                 

유 55 4.07±2.98 4.39±2.97 2.17±2.02 배우배우배우배우

자자자자        무 6 6.92±2.55 

5.842 

(.019)(.019)(.019)(.019)    7.85±3.56 

8.066 

(.006).006).006).006)    1.17±1.38 

.340 

(.562) 

                                 

혼자 3 7.87±2.86 9.25±4.34 2.00± .86 

부부만 19 5.66±1.75 6.18±2.00 2.23±1.95 

부부와자녀 35 3.44±3.24 3.41±2.97 2.14±2.09 

동거동거동거동거    

형태형태형태형태    
배우자없이

자녀와 

4 

 

5.23±2.02 

 

4.051 

((((.011).011).011).011)    

6.00± .86 

 

8.246 

((((.000).000).000).000)    

1.50±1.77 

 

.155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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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    F(p)F(p)F(p)F(p)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F(p)   F(p)   F(p)   F(p)    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 F(p) F(p) F(p) F(p)    

배우자 48 3.64±2.42 4.05±2.74 2.00±1.90 

자녀 12 7.16±3.74 7.54±3.60 2.54±2.27 

간호간호간호간호

제공제공제공제공

자자자자    나 자신 1 7.50 

8.651 

((((.001).001).001).001)    

7.00 

7.098 

((((.002).002).002).002)    

3.00 

.460 

(.633) 

                                 

-100만원 1 8.00 7.00 5.00 

-200만원 12 3.91±1.72 4.16±2.01 1.50±1.80 

-300만원 17 4.00±2.79 4.02±2.80 2.26±1.73 

월평월평월평월평

균균균균    

수입수입수입수입    
301만원- 31 4.69±3.56 

.745 

(.530) 

5.37±3.73 

.966 

(.415) 

2.19±2.10 

1.176 

(.327) 

                                 

배우자 9 3.66±2.37 3.55±2.84 1.66±1.17 

자녀 14 7.07±3.54 7.53±3.23 2.32±2.46 

치료치료치료치료

비비비비    

부담부담부담부담    나 자신 38 3.59±2.45 

8.720 

((((.000).000).000).000)    

4.06±2.74 

8.400 

((((.001.001.001.001))))    

2.15±1.92 

.315 

(.731) 

                             

있다 53 4.51±3.08 4.92±3.20 2.07±1.98 교육교육교육교육

여부여부여부여부    없다 8 3.62±2.94 

.591 

(.445) 3.87±3.31 

.742 

(.393) 2.43±1.86 

.234 

(.574) 

                             

도움 됨 33 3.81±2.60 4.39±2.95 1.62±1.70 

보통 17 5.85±3.78 5.85±3.74 2.85±2.31 

교육교육교육교육    

도움도움도움도움    
도움 안됨 3 4.66±1.04 

2.596 

(.085) 

5.50±1.73 

1.128 

(.304) 

2.66±2.02 

2.423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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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에에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직업이 

있는 경우와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 간호제공자와 치료비 부담자가 자녀나 나 자신 보다는 배우자인 

경우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표4-2>. 

 

3) 3) 3) 3)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에에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직업이 있는 

경우와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주 간호제공자와 치료비 부담자가 자녀나 나 자신 보다는 배우자인 

경우에서 삶의 질이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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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4444----2222> > > >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N=61)N=61)N=61)N=61)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건강건강건강    F(F(F(F(pppp))))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F(F(F(F(pppp))))    

60세 미만 19 46.37±3.57 68.95±6.39 
연령연령연령연령    

60세 이상 42 45.21±5.65 

.667 

( .417) 66.29±8.31 

1.532 

( .221) 

             

남 44 45.82±4.54 67.20±7.22 
성별성별성별성별    

여 17 44.94±6.42 

.359 

( .551) 66.88±9.40 

.021 

( .887) 

             

유 42 45.43±5.05 66.88±8.44 
종교종교종교종교    

무 19 45.89±4.17 

.108 

( .744) 67.63±6.37 

.119 

( .731) 

             

무학 3 42.33±7.02 60.67±10.69 

초등학교이하 14 45.21±6.05 68.00±9.40 

중학교이하 7 44.86±2.61 69.29±6.55 

고등학교이하 13 45.15±6.73 64.38±8.71 

교육교육교육교육    

정도정도정도정도    

대학교이상 24 46.63±3.80 

.616 

( .653) 

68.25±5.96 

1.233 

( .307) 

             

유 30 46.93±4.00 69.63±4.95 
직업직업직업직업    

무 31 44.26±5.72 

4.440 

( .039)( .039)( .039)( .039)    64.68±9.26 

6.720 

( .012)( .012)( .012)( .012)    

             

미혼 1 52.00 67.00 

기혼 55 45.64±4.61 67.47±7.34 
결혼결혼결혼결혼    

상태상태상태상태    
사별 5 43.60±9.30 

1.181 

( .314) 
67.11±7.81 

.678 

( .512) 

          

유 55 45.52±4.57 67.41±7.39 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유무유무유무유무    무 6 43.00±8.66 

.054 

( .816) 64.86±10.97 

.657 

( .421) 

          

혼자산다 3 44.75±10.37 63.50±14.88 

부부만 둘이산다 19 45.58±4.43 66.53±7.51 

부부가 자녀와 35 47.67±7.50 67.89±7.39 

동거동거동거동거    

형태형태형태형태    

    
배우자없이 자녀와 4 45.49±4.70 

.199 

(.897) 

66.67±4.50 

.429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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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건강지각건강지각건강지각건강지각    F(p)F(p)F(p)F(p)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F(p)F(p)F(p)F(p)    

배우자 48 46.00±4.40 67.85±7.38 

자녀 12 43.33±6.95 64.17±9.39 

주주주주    

간호제간호제간호제간호제

공자공자공자공자    나 자신 1 42.00 

2.207 

( .119) 
65.00 

1.072 

( .349) 

             

100만원 이하 1 43.00 55.00 

101-200만원 12 46.33±4.27 68.67±5.78 

201-300만원 17 44.88±4.94 66.59±7.93 

월평균월평균월평균월평균

수입수입수입수입    

301만원 이상 31 45.74±5.60 

.279 

( .840) 

67.19±8.38 

.985 

( .406) 

          

배우자 9 47.89±2.97 70.78±6.62 

자녀 14 43.29±6.08 63.79±9.64 
치료비치료비치료비치료비    

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    
나 자신 38 45.87±6.88 

2.524 

( .089) 
67.47±7.01 

2.408 

( .099) 

          

있다 53 45.58±5.22 67.08±8.12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교육경교육경교육경교육경

험험험험    
없다 8 45.50±4.50 

.002 

( .965) 67.38±5.68 

.010 

( .920) 

          

도움이되었다 33 47.02±3.80 69.52±6.42 

보통이다 17 42.24±5.91 62.53±9.15 

교육도교육도교육도교육도

움움움움    

여부여부여부여부    도움이안되었다 3 43.33±5.68 

7.558 

( ( ( ( .001.001.001.001))))    
66.00±10.58 

4.777 

( ( ( ( .025.025.0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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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 , ,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 , ,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1) 1) 1) 1)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에에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의 

결과는 <표5-1, 5-2>와 같다.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Guide 

line(1998)에서 제시한 수술 전 위험요인 중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의 

위험요인으로 규명된 체질량 지수, 당뇨, 신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말초동맥질환, 

재수술, 좌심실기능 부전, 응급수술여부는 결과에서 유의성을 배제하였다.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의 기준에 따른 예측사망 위험점수는 수술 전 

위험요인 중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은 경우와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한 경우에서, 예측뇌졸중 위험점수는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은 경우, 예측종격동염 위험점수는 흡연,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를 

거치한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분류도구의 세 항목 모두 수술 후 

주요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이 발생한 경우와 

주요 합병증 중 급성 신부전의 발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다른 중증도 

분류도구인 CCS class와 NYHA functional class를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와 비교하였을 때 CCS class와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의 예측사망 위험점수, 

예측뇌졸중 위험점수, 예측종격동염 위험점수 모두 높았는데 NYHA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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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의 발생과는 예측종격동염 

위험점수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기타 합병증 중 인공호흡기 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세 항목 모두에서, 섬망과 다리 수술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예측사망 위험점수와 예측종격동염 위험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은 예측사망 위험점수, 예측종격동염 위험점수와, 

중환자실 체류시간, 재원기간과는 세 항목 모두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수술 전 위험요인 중 수술 전 흡연, 급성심근경색,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한 경우에서 중증도가 높게 나타났다.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는 NYHA functional class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주요 합병증 발생과 기타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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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5555----1111> > > >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    F(p)F(p)F(p)F(p)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F(p)F(p)F(p)F(p)    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 F(p) F(p) F(p) F(p)    

CABG
§§§§ 50 4.47±2.98 4.68±2.76 2.33±1.18 수술수술수술수술    

방법방법방법방법    OPCAB
§§§§§§§§

 11 4.09±3.51 

.137 

(.713) 5.27±4.90 

.301 

(.585) 1.18±1.25 

3.21 

(.078) 

               

흡연 유 19 3.89±2.36 3.76±2.29 3.00±1.91 

 무 42 4.63±3.32 

.756 

(.388) 5.25±3.47 

2.87 

(.096) 1.72±1.86 

5.98 

((((.017.017.017.017))))    

고혈압 유 45 4.75±3.22 5.15±3.39 2.14±2.02 

 무 16 3.40±2.33 

2.35 

(.130) 3.75±2.44 

2.31 

(.133) 2.06±1.81 

.020 

(.887) 

고지혈증 유 12 3.12±1.78 3.20±2.37 1.58±1.69 

 무 49 4.74±3.23 

2.68 

(.107) 5.17±3.29 

3.78 

(.057) 2.25±2.01 

1.13 

(.291) 

심방세동 유 5 5.40±2.90 5.80±2.07 2.50±2.31 

 무 56 4.31±3.07 

.577 

(.450) 4.69±3.29 

.536 

(.467) 2.08±1.94 

.199 

(.657) 

급성심근경색 유 13 7.03±3.54 6.92±2.91 3.38±2.67 

 무 48 3.68±2.50    

15.2 

((((.000.000.000.000))))    4.21±3.06 

8.16 

((((.006.006.006.006))))    1.78±1.58 

7.60 

((((.008.008.008.008))))    

유 10 6.90±3.98 6.51±3.22 4.44±1.86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위험위험위험위험    

요인요인요인요인    

대동맥내 

풍선펌프 무 51 3.91±2.61 

9.06 

((((.004.004.004.004))))    4.45±3.13 

3.58 

(.063) 1.67±1.65 

21.7 

((((.000.000.000.000))))    

                                 

Class I 6 3.50±2.82 3.75±2.87 2.08±2.31 

Class II 16 3.28±1.78 3.65±2.30 1.43±1.47 

Class III 30 4.45±2.91 5.15±3.39 1.88±1.71 

CCSCCSCCSCCS****

classclassclassclass    

Class IV 9 6.83±4.30 

2.48 

(.132) 

6.27±3.76 

1.98 

(.212) 

4.16±2.20 

2.85 

(.061) 

                                    

Class I 29 3.10±2.87 3.63±2.45 1.50±1.30 

Class II 18 4.47±2.72 4.50±2.99 2.50±2.10 

Class III 12 6.00±2.86 6.88±3.17 2.50±2.35 

NYNYNYNY    

HAHAHAHA********    

classclassclassclass    
Class IV 2 13.0±4.24 

12.9 

((((.000.000.000.000))))    

11.5±2.12 

7.95 

((((.000.000.000.000))))    

5.50±2.82 

3.79 

((((.015.015.015.015))))    

                                    

유 9 7.28±4.03 7.23±2.84 3.50±2.94 주요주요주요주요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무 

 

52 

 

3.90±2.59 

 

10.8 

(.002)(.002)(.002)(.002)    

    

4.36±3.10 

 

8.69 

(.005)(.005)(.005)(.005)    

 

1.88±1.66 

 

5.61 

(.021)(.021)(.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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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    F(p)F(p)F(p)F(p)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F(p)  F(p)  F(p)  F(p)    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 F(p) F(p) F(p) F(p)    

급성 신부전 유 7 7.21±4.42 7.01±3.19 4.00±3.04 

    무 54 4.03±2.67 

7.41 

(.009)(.009)(.009)(.009)    4.50±3.12 

5.23 

(.034)(.034)(.034)(.034)    1.88±1.66 

8.11 

(.006)(.006)(.006)(.006)    

출혈 재수술 유 2 7.50±3.53 8.00±1.41 1.75±2.47 

주요주요주요주요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무 59 4.29±3.01    

2.16 

(.146) 4.68±3.20 

2.10 

(.152) 2.13±1.96 

.074 

.787 

                                    

유 21 6.61±4.80 6.94±4.66 3.33±2.87 

무 40 4.01±2.52 

1.60 

(.186) 4.41±2.78 

1.62 

(.181) 1.93±1.70 

3.00 

((((.026.026.026.026))))    

심방세동 유 15 4.63±4.05 5.06±3.42 1.66±2.39 

    무 46 4.32±2.70 

.113 

(.738) 4.69±3.17 

.147 

(.703) 2.27±1.80 

1.08 

(.303) 

인공호흡연장 유 7 9.78±3.22 9.64±3.27 4.85±1.86 

    무 54 3.70±2.25 

40.8 

((((.000.000.000.000))))    4.15±2.63 

25.4 

((((.000.000.000.000))))    1.76±1.68 

20.3 

((((.000.000.000.000))))    

섬망 유 6 7.16±4.66 6.93±3.77 4.58±2.59 

    무 55 4.10±2.72 

5.89 

((((.018.018.018.018))))    4.55±3.09 

3.06 

(.085) 1.85±1.70 

12.5 

((((.001.001.001.001))))    

다리상처문제 유 5 7.70±5.20 6.90±4.08 5.40±2.38 

    

기타기타기타기타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무 56 4.01±2.67 

6.97 

((((.011.011.011.011))))    4.60±3.09 

2.40 

(.126) 1.83±1.64 

8.60 

((((.000.000.000.000))))    

§§§§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체외순환을 이용한 수술을 말함) 

§§§§§§§§    OPCAB; 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 CCS(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class,  

********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표표표표5555----2222> > > > 인공기도유지인공기도유지인공기도유지인공기도유지시간시간시간시간, , , , 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    체류시간체류시간체류시간체류시간, , , , 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과과과과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r(p)r(p)r(p)r(p)    

    예측사망위험예측사망위험예측사망위험예측사망위험    예측뇌졸예측뇌졸예측뇌졸예측뇌졸중위험중위험중위험중위험    예측종격동염위험예측종격동염위험예측종격동염위험예측종격동염위험    

.301 .235 .498 
인공기도유지인공기도유지인공기도유지인공기도유지    

.018.018.018.018    .068 .000.000.000.000    

.395 .302 .521 
중환자실체류중환자실체류중환자실체류중환자실체류    

.002.002.002.002    .018.018.018.018    .000.000.000.000    

.580 .450 .603 
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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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의 결과는 <표5-3, ~ 5-5>과 같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수술 전 위험요인에서 흡연, 좌심실 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했던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에서는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와 출혈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 모두 주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 

역시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기타 합병증 중 인공호흡기 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다리 수술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표5-3, 

5-4>. 또한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 모두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표5-6>. 한편 

경과기간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5-5>. 다른 중증도 분류기준인 CCS class와 NYHA functional 

class에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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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수술 전 위험요인 중 흡연, 좌심실 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이 낮은경우),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거치가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수술 후 주요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3) 3) 3) 3)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의 결과는 <표5-3 ~ 5-5>과 같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수술 전 위험요인에서 좌심실 기능부전이 있던 경우(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에서는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와 출혈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 역시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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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병증 중 인공호흡기 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다리 수술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5)<표5-3>. 또한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시간, 재원기간 모두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표5-5>. 다른 중증도 

분류기준인 CCS class와 NYHA functional class와의 관계에서는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표5-3>. 한편 경과기간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5-4>.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수술 전 위험요인 중 좌심실 기능부전이 있는 경우가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수술 후 주요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수술 전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고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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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5555----3333> > > >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에특성에특성에특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지각지각지각지각된된된된    건강건강건강건강    F(F(F(F(pppp))))    삶의질삶의질삶의질삶의질    F(F(F(F(pppp))))    

CABG
§§§§ 50 45.50±4.66 67.60±6.88 수술수술수술수술    

방법방법방법방법    OPCAB
§§§§§§§§

 11 45.91±7.02 

.057 

(.812) 66.27±11.52 

.154 

(.696) 

                   

20미만(저체중) 1 40.00 65.00 

20-24미만(정상) 22 45.32±6.01 66.14±8.38 

24 -30미만(경도비만) 34 45.79±4.78 67.79±8.04 

BMIBMIBMIBMI
$$$$    

30초과(비만) 4 46.50±1.29 

.469 

(.705) 

67.25±7.81 

.217 

(.884) 

                   

흡연 유 19 43.58±4.91 65.84±7.48 

    무 42 46.38±4.97 

4.47 

(.039)(.039)(.039)(.039)    67.69±7.97 

.729 

(.397) 

고혈압 유 45 45.53±5.09 66.33±7.83 

    무 16 45.69±5.27 

.011 

(.918) 69.31±7.54 

1.73 

(.193) 

당뇨 유 30 45.43±5.13 66.83±7.10 

    무 31 45.71±5.14 

.044 

(.834) 67.39±8.55 

.075 

(.785) 

고지혈증 유 12 45.08±3.17 69.67±7.65 

    무 49 45.69±5.48 

.136 

(.713) 66.49±7.80 

1.61 

(.209) 

유 7 46.57±5.22 66.71±8.03 

뇌졸중 기왕력 
무 54 45.44±5.11 

.299 

(.586) 67.17±7.85 

.020 

(.887) 

유 4 45.25±10.5 61.50±14.82 

만성 신부전 
무 57 45.81±2.59 

1.84 

(.179) 67.51±7.15 

2.25 

(.138) 

유 3 45.33±0.57 68.33±0.57 만성폐쇄성 

폐질환 무 58 45.59±5.22 

.007 

(.934) 67.05±8.01 

.076 

(.784) 

심방세동 유 5 43.00±4.52 66.60±9.15 

    무 56 45.80±5.11 

1.39 

(.242) 67.16±7.77 

.023 

(.879) 

말초동맥경화 유 16 45.19±6.58 66.06±9.53 

    무 45 45.71±4.53 

.123 

(.727) 67.49±7.19 

.389 

(.535) 

급성심근경색 유 13 44.03±6.81 64.15±9.16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위험위험위험위험

요인요인요인요인    

    무 48 45.98±4.53 

1.43 

(.236) 67.92±7.30 

2.4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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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건강건강건강    F(p)F(p)F(p)F(p)    삶의질삶의질삶의질삶의질    F(p)F(p)F(p)F(p)    

좌심실기능부전 유 9 40.33±5.12 60.22±7.46 

    무 52 46.48±4.55 

13.4 

(.001)(.001)(.001)(.001)    68.31±7.29 

9.36 

(.003)(.003)(.003)(.003)    

유 10 41.80±4.66 63.10±9.68 

대동맥내 풍선펌프 
무 51 46.31±4.88 

7.23 

(.009)(.009)(.009)(.009)    67.90±7.24 

3.27 

(.075) 

재수술 유 1 46.00 74.00 

 무 60 45.57±5.14 

.007 

(.934) 67.00±7.82 

.787 

(.379) 

정규수술 25 45.48±5.44 67.16±7.75 

긴급수술 31 45.94±4.50 67.81±7.45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위험위험위험위험    

요인요인요인요인    

응급수술 5 43.80±7.39 

.377 

(.688) 

62.60±10.45 

.955 

(.391) 

             

Class I 6 42.83±3.71 63.17±5.19 

Class II 16 47.94±3.69 70.06±5.80 

Class III 30 45.30±5.11 67.33±8.50 

CCSCCSCCSCCS
****    

cccclasslasslasslass    

Class IV 9 44.11±6.80 

2.11 

(.109) 

63.78±8.58 

1.90 

(.139) 

             

Class I 29 46.10±4.38 68.31±6.35 

Class II 18 47.17±3.55 69.17±6.06 

Class III 12 42.42±7.31 62.08±10.79 

NYNYNYNY    

HAHAHAHA
********    

classclassclassclass    
Class IV 2 42.50±4.95 

2.67 

(.056) 

61.50±4.95 

2.89 

((((.043.043.043.043))))    

             

유 9 38.89±3.65 55.22±3.34 

무 52 46.73±4.34 

25.6 

((((.000.000.000.000))))    69.17±6.38 

40.6 

((((.000.000.000.000))))    

급성 신부전 유 7 39.14±3.80 55.00±3.65 

 무 54 46.41±4.64 

15.6 

((((.000.000.000.000))))    68.69±6.76 

27.3 

((((.000.000.000.000))))    

출혈로인한 재수술 유 2 38.00±4.24 56.00±2.82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주요주요주요주요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무 59 45.83±4.95 

4.85 

((((.031.031.031.031))))    67.49±7.65 

4.42 

((((.040.040.040.040))))    

                

유 21 39.44±5.89 57.44±9.95 

무 40 46.63±4.16 

7.75 

(.000)(.000)(.000)(.000)    68.79±6.06 

7.18 

(.000)(.000)(.000)(.000)    

심방세동 유 5 45.20±4.67 64.67±6.80 

기타기타기타기타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무 46 45.7±5.27 

.105 

(.387) 67.9±8.02 

1.9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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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NNNN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건강건강건강    F(p)F(p)F(p)F(p)    삶의질삶의질삶의질삶의질    F(p)F(p)F(p)F(p)    

인공호흡기연장 유 7 37.43±5.74 53.71±7.24 

 무 54 46.63±3.97 

29.9 

(.000)(.000)(.000)(.000)    68.85±6.02 

37.3 

(.000)(.000)(.000)(.000)    

섬망 유  6 43.50±4.93 62.50±6.74 

 무 55 45.80±5.10 

1.10 

(.298) 67.62±7.80 

2.37 

(.129) 

다리수술부위문제 유 5 40.20±6.38 57.80±7.49 

기타기타기타기타    

합병합병합병합병

증증증증    

 무 56 46.05±4.74 

6.62 

(.013)(.013)(.013)(.013)    67.95±7.34 

8.74 

(.004)(.004)(.004)(.004)    

$  $  $  $  BMI: Body Mass Index 

§§§§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체외순환을 이용한 수술을 말함) 

§§§§§§§§ OPCAB; Off Pump Coronary Artery Bypass 

* * * * CCS(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class,   

** ** ** **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표표표표5555----4444> > > > 좌심실좌심실좌심실좌심실    구혈율구혈율구혈율구혈율    및및및및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과과과과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r(p)r(p)r(p)r(p)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좌심실구혈율좌심실구혈율좌심실구혈율좌심실구혈율    .383 .259 

    .002.002.002.002    .044.044.044.044    

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    .073 .024 

    .574 .853 

    

<<<<표표표표5555----5555> > > > 인공기도유지기간인공기도유지기간인공기도유지기간인공기도유지기간, , , , 중환자실체류기간중환자실체류기간중환자실체류기간중환자실체류기간, , , , 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재원기간과과과과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r(p)r(p)r(p)r(p)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인공기도인공기도인공기도인공기도    유지기간유지기간유지기간유지기간    -.343 -.392 

    .007.007.007.007    .002.002.002.002    

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중환자실    체류기간체류기간체류기간체류기간    -.383 -.428 

    .002.002.002.002    .001.001.001.001    

재원재원재원재원기간기간기간기간    -.521 -.567 

    .000.000.000.000    .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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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 , ,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과의질과의질과의질과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수술 전 중증도와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술 전 중증도와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술 전 중증도와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표6-1>.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0)<표6-2>.  

  이상의 결과로 보아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 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고,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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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6666----1111> > > >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와중증도와중증도와중증도와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과의질과의질과의질과의    관계관계관계관계    

    r(p)r(p)r(p)r(p)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예측사망    위험위험위험위험    -.353 -.382 

    .005.005.005.005    .002.002.002.002    

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예측뇌졸중    위험위험위험위험    -.312 -.401 

    .014.014.014.014    .001.001.001.001    

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예측종격동염    위험위험위험위험    -.289 -.283 

    .024.024.024.024    .027.027.027.027    

. 

 

<<<<표표표표6666----2222> > > >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와건강상태와건강상태와건강상태와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과의질과의질과의질과의    관계관계관계관계    

    r(p)r(p)r(p)r(p)    

    건강관건강관건강관건강관련련련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721 

    .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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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에에에에    경험하는경험하는경험하는경험하는    건강건강건강건강문제문제문제문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경험하는 회복기 건강문제에 대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회복의 정도를 표현하였는데 그 정도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나누어 다시 

질문하였을 때 39명(63.9%)에서 수술 전 정도로 회복하였으며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12명(19.6%)은 수술 전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10명(16.3%)에서는 수술 전 보다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회복을 

보인다고 답하였다.  

회복기 동안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묻는 “수술 후 회복기 동안 귀하는 

어떠한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회복기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가슴절개선의 불편감(42명, 68.8%), 다리 절개선의 불편감(9명, 14.7%), 팔의 

절개선의 불편감(5명, 8.1%), 등, 목, 어깨의 불편감(27명, 44.2%), 

식욕부진(31명, 50.8%), 수면장애(43명, 70.4%), 어지러움(6명, 9.8%), 숨찬 

증상(9명, 14.7%) 등을 호소하였다. 수술 부위의 불편감 중 가슴 절개선의 

불편감은 수술 후 1개월이 지나면서 좋아졌다고 답한 경우가 23명(54.7%)고 

가장 많았으나 수술 후 4개월 이상 또는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답한 경우도 

7명(16.6%)를 차지하였다. 다리와 팔의 불편감은 대부분 통증은 심하지 않으나 

감각이상을 호소 하였고, 감각이상 증상은 대부분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등, 목, 어깨의 불편감은 1개월 이후 차츰 좋아졌다고 답한 경우가 

20명으로 등, 목, 어깨의 불편감을 호소한 대상자의 7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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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은 1개월 이내에 회복하였다고 한 경우가 17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는 수면장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수술 

후 1개월에서 4개월까지 지속되었고(37명, 72.1%)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12명(27.9%)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지러운 증상도 수술 후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는 불편감으로 나타났다. 숨찬 증상은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되어 불만족을 

보이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호소하는 증상이었다. 

회복기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 대상자가 

28명(45.9%)이었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가 33명(54.1%) 

이었는데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스트레스 등을 나타냈다. 우울을 나타낸 

대상자는 8명(24.2%)로 구체적인 내용은 “괜히 눈물이 났다”, ”가족에게 

짜증이 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다”, “회복이 늦고 합병증으로 

고생하니 만사가 귀찮고 살고 싶지 않았다” 등이 있었다. 불안을 나타낸 대상자는 

12명(36.3%)로 대부분 사회복귀 및 가장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재발할까 걱정이다”,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그 동안 내가 진행했던 업무를 아파서 직접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고 마치 일을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등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저하를 나타낸 대상자는 16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직장 

복귀해서 과연 내가 수술 전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수술 후 잠시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했다”, 

“내가 왜 이런 병으로 수술 까지 하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지 속상하고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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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 “직장 나가기 전 까지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먹고 자고 하니 내가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복기 동안 가족의 사고가 있었는데 

가장으로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부담스럽고 속상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 

등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호소한 대상자도 10명(30.3%)으로 주로 수술 후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뇨와 혈압조절이 잘 안되어 너무 신경 쓰이고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신경 

쓰인다”, “수술 후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항상 스트레스다”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려운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회복기간은 우울의 경우 모두 1개월 이내에 회복되었다고 하였고, 

불안과 자존감 저하는 회복 초기보다는 중기 이후에 신체적 건강상태가 회복되고 

직장 및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거나 복귀하면서 해소되었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대부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현재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명(11.4%) 있었고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는 54명의 대상자 중 신체적 건강관리로는 가벼운 산책 및 걷기(48명, 78%)과 

등산(6명, 9.8%), 식이조절(35명, 57.3%)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건강관리로 긍정적인 사고와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14명, 22.9%)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밖에 이완요법을 하고 있다는 대답(2명, 3.2%)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없다”가 16명(26.2%)이었고 주로 현재 남아있는 신체적 

불편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27명(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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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여행이나 강도 있는 운동의 시기에 대한 물음이 12명(26.6%),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물음이 

7명(15.5%)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신의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하거나(3명, 6.6%) 회복기 동안 정기적인 행동수정요법이나 심리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1명, 3.3%)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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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7777> > > >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환자환자환자의의의의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건강건강건강건강문제문제문제문제                                                                                                    (N=61)(N=61)(N=61)(N=61)    

특성특성특성특성    빈도빈도빈도빈도    비율비율비율비율(%)(%)(%)(%)    

만족 39 63.9 

보통 12 19.6 

““““현재현재현재현재    귀하의귀하의귀하의귀하의    건강상태는건강상태는건강상태는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어떠하다고어떠하다고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생각하십니까    ““““    

                                                                            (N=61)(N=61)(N=61)(N=61)    불만족 10 16.3 

            

가벼운 산책, 걷기 48 78.6 

등산 6 9.8 

식이조절 35 57.3 

긍정적 사고, 편한 마음 14 22.9 

““““현재현재현재현재    귀하는귀하는귀하는귀하는    건강관리를건강관리를건강관리를건강관리를    위해위해위해위해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노력을노력을노력을노력을    하고하고하고하고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N=54)(N=54)(N=54)(N=54) 

이완요법 2 3.2 

            

신체적불편감의 지속시기 27 60.0 

여행 및 운동의 시기 12 26.6 

여가활동 방법 7 15.5 

수술 후 현재상태 3 6.6 

    

““““회복과회복과회복과회복과    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    궁금한궁금한궁금한궁금한    

사항이나사항이나사항이나사항이나    알고알고알고알고    싶은싶은싶은싶은    내용이내용이내용이내용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N=4(N=4(N=4(N=45)5)5)5) 체계적 관리법 1 2.2 

    

회복기간회복기간회복기간회복기간((((빈도빈도빈도빈도((((비율비율비율비율))))))))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동안동안동안동안    귀하는귀하는귀하는귀하는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점이점이점이점이    가가가가장장장장    힘들었습니까힘들었습니까힘들었습니까힘들었습니까””””            

(N=61)(N=61)(N=61)(N=61)    

빈도빈도빈도빈도 ( ( ( (비율비율비율비율))))    

1111개월개월개월개월    1111----4444개월개월개월개월    4444개월개월개월개월----현재현재현재현재    

신체적 어려움 61(100)    

 가슴절개선의 불편감,    42(68.8) 23(54.7) 12(28.5) 7(16.6) 

 다리절개선의 불편감, 9(14.7) 1(11.1) 1(11.1) 7(77.7) 

 팔 절개선의 불편감, 5(8.1) 0 1(20) 4(80) 

 등,목,어깨의 불편감, 27(44.2) 7(25.9) 16(59.2) 4(14.8) 

 식욕부진, 31(50.8) 17(54.8) 13(41.9) 1(3.2) 

 수면장애, 43(70.4) 0 31(72.1) 12(27.9) 

 어지러움, 6(9.8) 0 4(66.6) 2(33.3) 

 숨찬 증상 9(14.7) 1(11.1) 2(22.2)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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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간회복기간회복기간회복기간((((빈도빈도빈도빈도((((비율비율비율비율))))))))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동안동안동안동안    귀하는귀하는귀하는귀하는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점이점이점이점이    가장가장가장가장    힘들었습니까힘들었습니까힘들었습니까힘들었습니까””””                                                                                                                    

(N=61)(N=61)(N=61)(N=61)    

빈도빈도빈도빈도 ( ( ( (비율비율비율비율))))    

1111개월개월개월개월    1111----4444개월개월개월개월    4444개월개월개월개월----현재현재현재현재    

심리적 어려움 (대표적 호소내용) 33(54.1)    

우울 “괜히 눈물이 났다” 8(24.2) 8(100) 0 0 

불안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12(36.3) 0 7(58.3) 5(41.6) 

자존감 

저하 

“자식에게 짐이 

된다” 
16(48.5) 2(12.5) 10(62.5) 4(25.0) 

스트 

레스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10(30.3) 0 0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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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논의논의논의논의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수술 전 중증도와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 하고, 이를 토대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간호관리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 1. 1. 1.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남녀 비율이 73: 27로 나타나 남자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였는데 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이환율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으며 

우리나라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 중 다수가 남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정선, 2005; 김남희, 2004; Vaccarino 외, 2003). 여자의 경우 

기혼상태는 64.7%이고, 사별이 29.4%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고 따라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타 연구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높고, 고령의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자료수집 

지역의 특성 상 경제활동을 하는 고소득자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부부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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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는 직업유무,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주 간호제공자, 치료비 부담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상의 

항목에서 중증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직업이 없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경우, 배우자가 없이 간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평상 시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주 간호제공자와 치료비 부담에 대한 계획을 수술 전에 수립하여 

회복기 간호관리 및 추후관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Magovern(1996)는 관상동맥 우회술 후 사망률과 유병률을 예측하는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응급수술여부와 심장기능저하를 꼽았고 

이외의 변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신부전, 당뇨, 저알부민혈증, 빈혈, 연령, 성별, 

낮은 체질량등을 유의한 인자로 보고하였다. 또한 O’Connor GT(1992)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나이, 성별, 체표면적, 기저질환 유무, 이전 관상동맥 수술 여부, 죄심실이완기말압, 

심박출점수, 이전의 수술여부 등 8가지 예측변수를 제시하였고, Stephen D. 

Surgenor(2001)는 관상동맥 우회술 후 심 부전의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나이, 

성별, 이전 관상동맥 수술 여부, 좌심실박출계수, 응급수술, 말초동맥경화, 당뇨, 

신부전, 관상동맥 질환의 정도 등의 예측요인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수술 전 



 - 62 - 

중증도와 관련된 특성은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NERS)의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위험인자로 규명된 나이, 성별, 좌심실 박출계수, 응급수술 여부, 재수술 여부, 

말초혈관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비만 등의 10가지 항목 이외에 

흡연, 급성 심근경색,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거치 여부가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Johan Herlitz(2003)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NYHA Functional 

class 의 정도가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인자라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NNERS 를 기존의 중증도 분류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NYHA 

functional class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중증도가 높을수록 NNERS 의 이 높았고 

이는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NNERS 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중증도 분류 도구라고 생각된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에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합병증 발생이 높았고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 역시 인공호흡기 거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수술 후 섬망이 발생한 경우에서 중증도가 높았다. 또한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일 수 모두 중증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높으며 그 결과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재원일 수가 늘어나 회복기간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보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 간호제공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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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회복기 관리와 추후관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수술 전 

중증도(사망위험, 뇌졸중위험, 종격동염위험)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간호가 

필요한데, 중증도 분류 시 사망위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은 경우 심장기능 저하, 

말초동맥경화, 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계획 

및 추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의 대상자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종격동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뇨, 신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계획 및 추후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3. 3. 3.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우우우회회회회술술술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45.48±5.14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경희(2001)의 연구결과 37.4±7.56보다는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보고한 연구는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 간호제공자와 

치료비 부담자가 자녀나 나 자신 보다는 배우자인 경우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배우자의 지지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다 (윤은자, 2000; 한경희, 

2001)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방향의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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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수술 전 위험요인에서 흡연, 좌심실 기능부전, 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했던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 모두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높으며 그 결과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재원기간이 늘어나 회복이 

지연되고 따라서 회복기에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4. 4. 4.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본 연구에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평균은 67.17±7.81로 

김혜진(2003)의 연구에서의 50.57±5.75나 윤인희(2005)의 연구 56.55±8.46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상동맥 우회술 후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수술 전 보다 향상된다(Jarvinen, 2003; B.brorsson, 2001; Marwick, 1999)는 

여러 연구의 결과로 보아 수술 후 향상된 건강관련 삶의 질로 인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를 내용별로 보면 삶의 질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치료적응 영역(3.70) 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정신적 안녕 

영역(3.25) 이었다. 이는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외래 방문 시 

면담하였기 때문에 회복기 치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치료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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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며, 정신적 안녕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 또한 관상동맥 우회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의 대상자 이므로 

신체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직장 및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거나 복귀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정을 찾지 못 함으로서 정신적 안녕 

영역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는 직업 유무와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직업이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타 연구(심장이식 후 삶의 질 예측요인, 김수진, 2002; 관상동맥 질환자의 

삶의 질과 자가간호행위에 관한 연구, 김혜진, 2003; 인공심박동기 이식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윤소영, 2005; 간경변 환자의 증상경험, 기능상태, 삶의 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수현, 2004; 만성통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임성우, 2004)와 교육이 관상동맥 질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혜진, 2003)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성별, 연령,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가족형태, 주로 많이 돌보는 가족, 치료비 부담자,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은 기존의 연구(이정선, 2005; 

윤인희, 2005; 김혜진,2003; 윤소영,2005; 이자옥, 2005; 김은희, 1997; 이민숙, 

2004; 김현경, 2004; 임성우, 2004; 김수현, 2004;  Babara P.H., 2003; Jennifer 

O. H.; 2000; Johan H., 2003)들과는 달리 유의한 항목이 없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에서 직업유무,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주 간호제공자, 치료비 부담자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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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는 수술 전 위험요인에서 

좌심실 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이 있는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Johan Herlitz(2000)은 수술 전 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삶의 질과 수술 전 

좌심실 구혈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NYHA Functional class 의 정도가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인자라고 지적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경과기간에 따른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이정선(2005), 

이민숙(200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수술 후 4 개월에서 

8 개월의 기간이 지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므로 4 개월의 

차이로는 경과기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 및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 모두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및 회복의 지연은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재원일 수를 늘이며(Paul S. Myles, 2001) 중환자실 체류기간의 

연장은 수술 후 삶의 질의 향상을 적게 한다(Johan Herlitz,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높으며 그 

결과 중환자실 체류기간 및 재원일 수가 늘어나 회복기간이 지연되고 따라서 그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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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술수술수술수술    전전전전    중증도와중증도와중증도와중증도와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및및및및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본 연구의 결과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 전 functional 

class, Charlson comorbidity index 및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한다는 연구결과(Barbara, 2003; Johan Herlitz , 

2003)와 일치하였다.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는데 많은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임성우, 

2004; 김경희, 1996; 노유자, 1998; 오복자, 1994; 윤은주, 2001; Padilla & 

Grant, 1995). 이는 환자뿐 아니라 건강인도 건강에 대한 지각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건강지각이 삶의 질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고 이는 회복기간을 지연시켜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중증도 분류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 및 

회복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삶의 질이 건강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건강이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서용길, 

1998) 긍정적 건강지각과 함께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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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관상동맥    우회술우회술우회술우회술    환자가환자가환자가환자가    경험하는경험하는경험하는경험하는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경험하는 회복기의 신체적 건강문제는 가슴절개선의 

불편감, 다리 및 팔의 절개선의 불편감, 등, 목, 어깨의 불편감, 식욕부진, 수면장애 

어지러움, 숨찬 증상 등을 호소하여 Shinn(1992), Lehman(1995), 

Atrinian(1995), Moore(1996), Ulla 등(1999), 신수진(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김금순(1983)은 개심술 환자에 있어 약물복용, 식이제한, 

활동제한, 책임감, 직장복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술 후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Moore(1994)는 퇴원 예정인 환자 중 50%에서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을 보고하였고, 40%에서 불안감을, 30%에서 매우 괴팍해지고, 25%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울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심리적 건강문제는 우울, 불안, 자신감 저하 등을 호소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회복기 건강문제는 문제 별로 회복되는 기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적 

건강문제에서 수술 부위와 관련된 불편감 및 식욕부진은 대부분 수술 후 1개월에 

회복 되었고 수면장애는 수술 후 4개월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지러움도 수술 후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는 불편감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문제는 우울의 경우 모두 1개월 이내에 회복되었고, 불안과 자존감 저하는 

회복 초기보다는 중기 이후에 신체적 건강상태가 회복되고 직장 및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거나 복귀하면서 해소되었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대부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대상자가 회복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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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주로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내용이었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심리치료 

요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간호에서는 신체적 건강문제에 대한 간호중재와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간호중재가 각 건강문제의 시기 별 회복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상자의 교육요구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회복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간호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대상자 수 및 대상자 군의 분류,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의 제한 등이 있었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없어 시발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연구의 결과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 전 중증도 분류를 통하여 중증도에 

따른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및 회복기간 단축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긍정적 건강지각을 

갖고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 전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회복기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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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교육 요구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의 분류에 따른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간호관리는 심혈관계 전문간호사 역할의 정립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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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I. I. I. I.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도와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간호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수술 후 4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61명으로서 연구에 동의하고 스스로 

자가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북미 중증도 분류도구(Northern New England Risk Score, 

NNERS)를 이용하여 수술 전 중증도를 측정하였고, Ware(1976)가 고안한 

건강지각질문지(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유민경(1986)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지각된 건강상태를 측정하였으며 Padilla and 

Grant(1985)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McGirr등(1990)이 수정 보완 하고, 홍경화(1996)가 관상동맥 질환자를 위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회복기 건강문제에 대한 

도구는 4개의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4월 1일부터 6월 5일 까지 관상동맥 우회술 후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와 면담하여 일반적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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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중간값),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수술 전 중증도는 예측사망 위험의 평균평점이 

4.40±3.05점이었고 예측뇌졸중 위험의 평균평점은 4.78±3.21점, 

예측종격동염 위험의 평균평점은 2.13±1.95점이었다. 

2. 대상자의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의 평균평점은 45.47±9.91점이었다. 

3. 대상자의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 평균평점은 67.41±13.82점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는 예측사망 위험과 예측뇌졸중 

위험이 직업유무, 결혼상태,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주 간호제공자, 

치료비 부담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직업이 있는 경우와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았다(p<0.05).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직업이 있는 경우와 

회복기 교육이 도움이 된 경우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p<0.05).  

7.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전 위험요인 중 

흡연,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 받은 경우와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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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과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이 발생한 경우 수술 전 중증도는 높았으며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북미 중증도 평가도구(NNERS)의 중증도가 

높았다.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인공기도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었다(p<0.05).  

8.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는 수술 전 위험요인 중 

흡연, 좌심실 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 수술 전 대동맥 내 

풍선펌프(IABP)를 거치했던 경우에서 낮게 나타났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과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다. 수술 전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으며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낮았다(p<0.05). 

9.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수술 전 위험요인 중 

좌심실 기능부전이 있던 경우(좌심실 구혈률이 낮은 경우)에서 낮게 

나타났다. NYHA functional class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뇌졸중, 종격동염, 급성 신부전, 

출혈로 인한 재수술)과 기타 합병증(술 후 심방세동, 인공호흡기 거치기간 

연장, 섬망, 다리 수술부위 문제)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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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수술 후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이 길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p<0.05).  

10.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는 낮았다(p<0.05). 

11. 수술 전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술 후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p<0.05). 

12.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았다(p=0.000). 

13. 수술 후 회복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건강문제로는 가슴절개선의 불편감, 

다리 및 팔의 절개선의 불편감, 등, 목, 어깨의 불편감, 식욕부진, 

수면장애, 어지러움, 숨찬 증상이 있었고 심리적 건강문제로는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수술 전 중증도의 분류가 

필요하다. 수술 후 합병증 예방 및 회복기간 단축을 위하여 중증도의 특성 및 

정도에 맞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수술 전 회복기 교육이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의 분류에 따른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간호관리는 심혈관계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사 역할의 정립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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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언제언제언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1) 1) 1) 간호실무간호실무간호실무간호실무    측면측면측면측면    

(1)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는 수술 후 회복기의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 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수술 후 회복기 동안 겪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간호중재를 모색해야 한다. 

(3)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 교육 요구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2) 2) 2) 간호간호간호간호    연구연구연구연구    측면측면측면측면        

(1) 관상동맥 우회술 후 동일 환자군을 대상으로 환자의 수술 전, 경과기간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2)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회복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 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3) 연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76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김경애(2002).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일상행활수행능력,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상관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자(2002).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와 우울 및 신체건강상태간의 관계-

부산지역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부산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하(2005). 후천성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수진(2002). 심장이식 후 삶의 질 예측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수현(2004). 간경변 환자의 증상경험, 기능상태, 삶의 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숙경(2004). 항암요법을 받는 여성암환자의 가족지지, 자가간호행위 및 지각된 

건강상태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희(1997). 위장관계 암수술 환자의 자가간호역량 및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혁(2000). 위암 환자의 근치적 수술 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앵도(2003).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7 - 

김장우, 고경봉(2000).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서 스트레스 지각과 대응 전략간의 

관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155: 288-296. 

김태종, 오광택 외(2002). 한국인 강직성 척수염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대한류마티스학회지, 9(4): 106-116. 

김현경(2004). 직장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묵(1991). 대한민국 심장혈관 수술현황. 대한흉부외과학회지, 24(11): 1045-

1057. 

김희승, 박민정(2000). 관상동맥 우회술환자의 수술 후 재발관련 지식과 교육 

요구도와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3): 549-559. 

김혜진(2003). 관상동맥 질환자의 삶의 질과 자가간호 행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해성(1999). 한 도시지역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건강관련 삶의 질. 전남대학교 

의학 박사학위 논문.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노유자(1993). 신 이식수여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5(2): 

142-456. 

민경애(2004).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삶의 질 비교.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8 - 

모경빈(1984). 성인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연옥(2005). SF-36을 이용한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정애(2003). 관상동맥 중재술 환자의 재협착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와 

환자역할행위이행 정도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춘자(1998). 간호학생의 희망과 건강통제위,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 한국 

교육학회지, 4(2): 159-171.  

백광미(2000).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건강상태와 자기효능 강인성, 가족지지 및 

통증과의 관련성. 류마티스건강학회지; 7(2): 309-322. 

변상희(2004). 제2형 당뇨병환자의 A/B형 성격유형에 따른 자가간호행위, 

자기효능 및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조사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수진(2000).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성별에 따른 회복기 건강상태의 차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호철(1998).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의. 가정의학회지, 99(1): 1008-1015 

신호철 외(1999). 한국형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증상채집에서 

사전조사까지-. 가정의학회지, 20(10): 1197-1208.  



 - 79 - 

손행미(2002). 만성 질환자의 지각된 질병장애 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4(4): 501-509. 

서용길(1998). 지역노인들과 비교한 시설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전남대학교 

의학 박사학위 논문. 

이민수(2004). 두경부암 환자의 수술 후 자가간호역량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열, 최석재, 나용호(2001).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고찰.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7(1). 

이영자(1989). 한국노인의 건강사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자옥(2003). 일 광역시 심장질환자의 증상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선(2005). 관상동맥 우회술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성우(2004). 만성통증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복자(1994). 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우수희(2005). 협심증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 80 - 

양진향(2004).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종류에 따른 질병증상, 일상생활수행, 지각된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정도. 인제대학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양희정(2004). 중환자분류도구를 이용한 신경계 중환자의 중증도와 사망예측요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민경(1986). 중년여성의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와 갱년기 증상호소,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관계분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영선(1992). 관상동맥 질환의 외과적 치료. 계명대학교 의학잡지, 11(2): 187-

194. 

윤인희(2005). 퇴원한 개심술 환자의 삶의 질과 자기효능감, 자가간호행위에 관한 

연구-일 종합병원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은주(2001). 여성골다공증 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소영(2005). 인공 심박동기 이식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조성이(2000).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의 관계.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현숙, 김광주(2000).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허혈성 심장환자의 건강행위 이행, 

심혈관 기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0(3): 

560-570. 

 



 - 81 - 

차영란(2005). 요루보유자의 삶의 질 정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순옥(2000). 여성노인환자의 삶의 질. 대구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영희, 백영주, 이지숙(1990). 한국노인의 정신 정서적 건강상태 도구개발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1권: 5-29,  

최기주(2001).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은 환자의 스트레스, 대응전략, 우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희(2001). 중년여성이 지각한 건강상태, 강인성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윤복, 노유자, 김남초, 김희승(1990). 중년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0(3): 339-413. 

홍경화, 이향련(1997). 심장재활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불안, 건강행위 이행 및 

삶의 질: 심근경색증 환자를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9(1): 5-21. 

황영옥(2005). 심장이식 수혜자의 대처행동 연구-스트레스, 대처행동, 삶의 질의 

관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황정희(2004). 노인의 운동참여가 신체적 건강상태 지각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 Brorsson, S. J. Bernstein et al.(2001). Quality of life of chronic stable angina 

patients 4 years after coronary angioplasty or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49: 47-57. 



 - 82 - 

B. R. Ferrell, C. Wisdom, C. Wenzl(1989). Quality of Life as an outcome variable 

in the management of cancer pain. Cancer, 63, 2321-27. 

B. P. Bute, J. Mathew, J. A. Blumental(2003). Female Gender Is Associated 

With Impaired Quality of Life 1 Year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Psychosomatic Medicine, 65: 944-951.     

C. E. Ferrans, M. J. Power(1985). Quality of Life Inde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dvance in Nursing Science, 8(1): 16. 

D. N. Cope, K. Hall(1982). Head Injury Rehabilitation: Benefit of Early 

Intervention”.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3: 433-437. 

Dijkers, M(1997). 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disablement components. Spinal Cord, 35: 829-

840. 

Eagle and Guyton et al., ACC/AHA 2004 Guideline Update for CABG 

Edwards J. N., Klemmack D. 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re 

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4): 497-502. 

Favaloro RG(1969). Saphenous vein graft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coronary artery disease; Operative technique. Journal of 

Thoracic Cardiovasc Surgeon., 558: 178-185. 

Gayle R(2004). Whitman. Nursing-Sensitive Outcomes in cardiac Surgery 

Patients.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19(5):293-298. 



 - 83 - 

Gerald T. O'Connor(1992), et al., Multivariate Prediction of In-Hospital 

Mortality Associated With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irculation, 85; 2110-2118 

Franz F. Immer, Pascal A. Berdat, et al.(2003). Benefit to Quality of Life After 

Off-Pump Versus On-Pump Coronary Bypass Surgery. Annals 

of Thoracic Surgeon, 76: 27-31. 

Gayle R(2004). Whitman. Nursing-Sensitive Outcomes in Cardiac Surgery 

Patients.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19(5): 293-298. 

Hinton-P. Walker(1993). Care of the chronically ill: Paradigm shift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Holistic Nurse Practitioner, 8(1): 56-

66. 

Ioanna D., Anastasia A. et al. (2001).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long-term survivors of cardiac arrest after cardiac surgery.    

Critical Care of Medicine, 29(7): 1408-1411. 

J. H. Heijmans, J. G. Maessen, P.M. H. J. Roekaerts(2003). Risk stratification 

for adverse outcome in cardia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Anaesthesiology, 20; 515-527  

J. R. Cole, D.N Cope and L. Cervelli(1985). Rehabilitation of the severely in-

Injured Patient: A community Based, Low Cost Model Program.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6: 38-40. 

 



 - 84 - 

James A. Magovern et al.(1996). A Model that Predicts Morbidity and 

Mortality after CABG.  Journal of American Collage of 

Cardiology, 28(5); 1147-53 

Jennifer O. Hunt, Melanie V. Hendrata, Paul S. Myles(2000). Quality of life 12 

month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HEART & 

LUNG, 29(6): 401-411. 

Johan. Herlitz, I. Wiklund, et al.(2000). Relief of symptom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ive year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in relation to preoperative ejection fraction. Quality of 

Life Research, 9: 467-476. 

Johan Herlitz, et al.(2003). Improvement and factors associated with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during 10 year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oronary Artery Disease. 14(7): 509-

517 

K. M. Schiaffino(1991). Fine-uning theory to the needs of the worl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1): 99-102. 

King KB, Porter LA, Norsen LH, Reis HT(1992). Patient perceptions of QoL 

after Coronary artery surgery: was it worth it?. Research in 

Nursing Health, 15(5): 327-334. 

Kinney MR, Packa DR(1988). Measuring the unmeasurable; quality of life. 

Cardiovascular Nursing, 24(6):52-3. 



 - 85 - 

Leduc, B. E., Lepage, Y(200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fter spinal cord 

injury. Disability & Rehabilitation, 24(4): 196-202. 

M. M. Freed(1980). “Quality of Life: The physician’s Dilemma”.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5: 109-111. 

McGirr, M., Rukholm, E. et al.(1990). Perceived mood and exercise behaviors 

of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referrals. Canadi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17(3): 14-19. 

Otso Ja¨rvinen, Timo Saarinen, et al. (2003). Chang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capacity followin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 750–756. 

Padilla, G. V., Grant, M. M(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Outcome Variable. 

American Nursing, 8: 45-47.  

Paul S. Myles,  Jennifer O. Hunt, et al. (2001).  Relation between Quality of 

Recovery in Hospital and Quality of Life at 3 Months after 

Cardiac Surgery. Anesthesiology, 95: 862–867. 

Sezai Y. & Tsukamoto S. (1998). “Coronary artery surgery result 1996”. 

Annals of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4(2): 103-106. 

Smith, A. M., Shelley, M., Dennerstein, L(1994). Self-related Health: 

Biological continuum social discontinuity. Social Science & 

Medicine,39(1): 77-83. 



 - 86 - 

Stephen D. Surgenor, Gerald T. O’Connor et al. (2001). Predicting the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Anesthesia Analgesia, 92: 596–601 

Thomas H. Marwick, et al(1999).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Undergoing Coronary Bypass 

Surgery After Assessment of Myocardial Via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33(3): 750-758. 

Ware, J. J. (1976). Scales for measuring general health perception, Health 

Service Research, 11: 396-415. 

Ware, J. J., Sherboume, C. D.(1992). The MOS 36-item short-form health 

survey(SF-36). I. Conceptual framework and selection. 

Medical care, 30: 473-483. 

 

 

 

 

 

 

 

 

    



 - 87 - 

부록부록부록부록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중환자간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 중증도, 수술 후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여 향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회복기에 양질의 간호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자료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각 질문마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귀하의 빠른 회복과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2006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중환자간호 전공 

연구자 이영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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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연구동의서 

연구참여를 동의합니다. 

              2006년    월     일        이름            (서명         ) 

 

 

 

 

 

 

 

 

 

 

 

 

 

 

 

 



 - 89 - 

부록부록부록부록2. 2. 2. 2. 질병질병질병질병    및및및및    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치료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ID  

수술 후 경과기간 개월 

수술 방법          CABG        /       OPCAB 

BMI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기왕력 

신부전 

COPD 

심방세동 

말초동맥질환 

급성심근경색 

재수술 

좌심실 기능부전(EF) 

IABP 

수술 전 위험요인 

응급수술 여부    Elective / Urgency/ Emergency 

Mortality 

CVA 

NNERS 

Mediasti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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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class  

NYHA class  

뇌졸중 

종격동염  

신부전  

입원기간 내 주요 합병증 

출혈로 인한 재수술 

입원기간 내 기타 합병증  

인공기도 유지기간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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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3. 3. 3. 3.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란에  “V”표를 하거나 기록해 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2. 성별      ① 남 (  )  ② 여 (  ) 

3. 결혼상태  ① 미혼 (  )  ② 기혼 (  )  ③ 별거 또는 이혼 (  )  ④ 사별 (  ) 

4.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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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 (  ) 

5. 교육 정도 

① 무학 (  )  ② 초등졸, 중퇴 (  )  ③ 중졸, 중퇴 (  )  ④ 고졸, 중퇴 (  )   

⑤ 대졸 이상 (  )  

6. 직업 

① 전문직 (  )  ② 공무원 (  )  ③ 회사원 (  ) ④ 농업 (  )   

⑤ 상업/사업 (  )  ⑥ 가정주부 (  )  ⑦ 무직 (  )  ⑧ 기타 (  ) 

7. 동거형태 

① 혼자 산다 (  )  ② 부부만 둘이 산다 (  )  ③ 부부가 자녀와 산다 (  ) 

④ 배우자 없이 자녀와 산다 (  )  ⑤ 기타 (  )   

8. 주 간호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① 배우자 (  )  ② 자녀 (  )  ③ 형제/자매 (  )   

④ 나 자신 (  )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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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댁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  )  ② 101만원 - 200만원 (  )   

③ 201만원 - 300만원 (  )  ④ 301만원 이상 (  )  

10. 현재 치료비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① 배우자 (  )  ② 자녀 (  )  ③ 형제/자매 (  )   

④ 나 자신 (  )  ⑤ 기타 (  )  

11. 회복기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  

12. 회복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회복기 동안 교육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도움이 되었다 (  )  ② 보통이다 (  )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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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4. 4. 4. 4. 지각된지각된지각된지각된    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다음은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내용을 읽으시고 의견과 일치되는 란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수술 전 보다 현재 더 건강하다고 느낀다.      

2. 나는 장차 병을 심하게 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현재 조금 아프다.      

4. 나는 미래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전과 같이 건강하지 못하다.      

6.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만큼 나도 건강하다.      

7. 나는 건강상태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매우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최근 기분이 좋지 못하다. 
     

11. 나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현재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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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5. 5. 5. 5. 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건강관련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다음은 귀하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단히 

그렇다 

1. 나는 기운이 있다.     

2. 나는 충분한 수면을 한다.     

3. 나는 쉽게 피로하다.     

4. 나는 현재 체중에 문제가 있다.     

5. 나는 심장질환에 대해 걱정을 한다.     

6. 나는 만족스런 부부생활을 한다.     

7.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현재 질병치료에 쉽게 적응한다.     

9. 나는 여가시간을 재미있게 보낸다.     

10. 나는 먹는 것이 즐겁다.     

11.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2. 나는 건강유지에 충분할 만큼 잘 먹는다.     

13. 나는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14. 나는 행복하다.     

15. 나는 생활에 만족한다.     

16. 나는 심하게 심장의 통증을 느낀다.     

17. 나는 심장의 통증을 자주 느낀다.     

18. 나의 삶의 질은 높다.     

19. 나는 필요한 만큼 친구나 가족과 자주 어울리고 

만난다. 

    

20. 나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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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6. 6. 6. 6. 회복기회복기회복기회복기    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건강문제    

    

다음은 귀하가 경험한 회복기 건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각 내용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수술 후 회복기 동안 귀하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모두 기술해 주십시오) 

 

 

 

3. 현재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 회복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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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 7.  7.  7.  7. 북미북미북미북미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NNERS)(NNERS)(NNERS)(NNERS)    

 

Preoperative Estimation of Risk of Mortality, CVA and MediastinitisPreoperative Estimation of Risk of Mortality, CVA and MediastinitisPreoperative Estimation of Risk of Mortality, CVA and MediastinitisPreoperative Estimation of Risk of Mortality, CVA and Mediastinitis    

For use only in isolated CABG surgeryFor use only in isolated CABG surgeryFor use only in isolated CABG surgeryFor use only in isolated CABG surgery    

Variables Mortality CVA Mediastinitis 

Age 60-69 2 3.5   

Age 70-79 3 5   

Age ≥ 80 5 6   

Female Sex 1.5     

EF < 40% 1.5 1.5 2 

Urgent surgery 2 1.5 1.5 

Emergency surgery 5 2 3.5 

Prior CABG 5 1.5   

PVD 2 2   

Dibetes     1.5 

Dialysis or creatinine ≥2 4 2 2.5 

COPD 1.5   3.5 

Obesity (BMI 31-36)     2.5 

Severe obesity(BMI≥37)     3.5 

Renal Failure       

3 Vessel Disease       

Total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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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perative RiskPerioperative RiskPerioperative RiskPerioperative Risk    

Total Score Mortality % CVA % Midiastinitis % 

0 0.4 0.3 0.4 

1 0.5 0.4 0.5 

2 0.7 0.7 0.6 

3 0.9 0.9 0.7 

4 1.3 1.1 1.1 

5 1.7 1.5 1.5 

6 2.2 1.9 1.9 

7 3.3 2.8 3 

8 3.9 3.5 3.5 

9 6.1 4.5 5.8 

10 7.7 ≥ 6.5 ≥ 6.5 

11 10.6     

12 13.7     

13 17.7     

14 ≥ 28.3     

    

DefinitionsDefinitionsDefinitionsDefinitions    

Emergent: Medical factor relating to the patient's cardiac disease dictate that surgery should be 

performed within hours to avoid unnecessary morbidity or death. 

Urgent: Medical factors require patient to stay in hospital to have operation before discharge. 

The risk of immediate morbidity an death is believed to be low 

EF<40%(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The patient's current EF is less than 40% 

Diabetes: Currently treat with oral medications or insulin. 

PVD(preipheral 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including prior CVA, prior TIA, 

prior carotid surgery, carotid stenosis history of radiographic study, or carotid bruit.  

Lower extremity(LE disease, Including claudication, amputation, prior lower extremity bypass, 

absent pedal pulses or lower extremity ulcers 

Renal failure prior to surgery: on peritoneal or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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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8. CCS class and NYHA functional class8. CCS class and NYHA functional class8. CCS class and NYHA functional class8. CCS class and NYHA functional class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lassification: 

A functional and therapeutic classification for prescrip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cardiac patients.  

• Class I: patients with no limitation of activities; they suffer no symptoms from 

ordinary activities.  

• Class II: patients with slight, mild limitation of activity; they are comfortable 

with rest or with mild exertion.  

• Class III: patients with marked limitation of activity; they are comfortable only 

at rest.  

• Class IV: patients who should be at complete rest, confined to bed or chair; 

any physical activity brings on discomfort and symptoms occur at rest.  

    

Cardiac Functional Classification: 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Cardiac Functional Classification: 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Cardiac Functional Classification: 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Cardiac Functional Classification: Canadian Cardiovascular Society 

I.I.I.I.    No angina  with ordinary physical activity (walking, climbing   stairs). 

Angina with strenuous, rapid, or prolonged exertion. 

II.II.II.II. Slight limitation of ordinary activity. Angina caused by walking level >2 

blocks or up >1 flight stairs at normal pace and conditions; walking or climbing 

stairs rapidly / after meals / in  cold / in wind; or under emotional stress; or 

only during 1st few hours after awakening. 

III.III.III.III. Marked limitation of ordinary activity. Angina caused by walking level 1-2 

blocks or up 1 flight stairs at normal pace and conditions.    

IV.IV.IV.IV.  Inability to carry on any physical activity without discomfort. Angina may 

be present at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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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 Operative Post Operative Post Operative Post Operative PercePercePercePerceivedivedivedived Health  Health  Health  Health 

Status, Status, Status, Status, HealthHealthHealth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lated Quality of Life Related Quality of Life Related Quality of Life and and and and Pre Operative Pre Operative Pre Operative Pre Operative 

Disease Severity Disease Severity Disease Severity Disease Severity in in in in patients patients patients patients undergoneundergoneundergoneundergone    CABG CABG CABG CABG     

    

Lee, Young Ra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 

operative perceived health status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pre 

operative disease severity in patients undergon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This is descriptive and cross-section correlative study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 operative perceived health status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pre operative disease severity in CABG patients. 

This study has been done from April 1, 2006 to June 5, 2006 in one 

university hospital in Geyonggi-Do. Total 61 patients having had the CA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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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4 months to 8 months of duration after surgery have been participated 

for this study.  

Collected data has been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 12.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al number,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mid-poin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higher the degree of serious illness before surgery is, the 

lower the perceptive health status after surgery is (p<0.05). 

2. The higher the degree of serious illness before surgery is, the 

lower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fter surgery is (p<0.05). 

3. The higher the condition of the perceptive health status after 

surgery is, the higher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s (p=0.000).  

4. Physical health problems during recovery phase after surgery were 

discomfort of chest incision line, discomfort of leg & arm incision 

lines, discomfort of back, neck, shoulder, lack of appetite, sleeping 

problem, dizziness, being short of breath. Psychological problems 

were depression, anxiousness, self-esteem decline and stress. 

 

In conclusion,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of post operative 

perceived health status &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pre 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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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severity in patients undergone CABG.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 is nee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s of 

the seriousness for complication prevention and shortening convalescence. In 

addition, as the education about convalescence before surgery affects on 

percep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t is needed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reflecting patients’ demand and to offer 

differentiated and good quality education. Thus, the cardiovascular nurse 

specialist and/or nurse practitioner should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in 

the post operative management of CABG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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