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 론

A . 연구의 필요성

심부전은 안정시나 운동시에 필요한 대사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펌프할 수 없는 상태로 성인기 이후의 대상자들에게 있어 유병률 및 그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심질환 중 하나이며(Brau nw ald , 1997 ; Goodw in,

1999), 여러 복잡한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다(Stu ll, Starlin g, H aas &

You n g, 1999 ; Goodw in , 1999 ; Du n bar, Jacobson & Deaton , 1998).

미국의 경우 심부전의 발병율은 매년 40만례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Du nbar, et al., 1998) 특히 노년층에 있어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되기도 하며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주요 질환이 되기도 한다(Stu ll, et al., 1999).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

한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이런 환자들의 증상이 진행이 되어 심부전

의 유병률은 늘고 있다. 실제 Y대학 병원의 1998년과 1999년도 자료에 의하면 순

환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심부전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4에서 4.8 %를 차

지하고 있었다(연세대학교 의료원, 1998 ; 1999).

만성 심부전 환자들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피로, 허약감과 에

너지 감소 및 여러 형태의 호흡곤란, 심할 경우 전신 부종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

해 직장 생활,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

를 초래한다(Martesson, Karlsson & Frid lu n d, 1997 ; 1998). 심리적으로는 불안이

나 우울 및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며 결국 환자자신은 물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tu ll, et al., 1999). 또한 질병과정에서 재입원 및 집

중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물론 전체 의료비 상승의 주

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Dunbar, et al., 1998 ; Stew art, Pearson & H orowitz, 1998 ;

Stew art, Pearson, Luke & H orowitz, 1998 ; Stew art, Vandenbroek, Pearson &

H orowitz,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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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환자의 건강관리의 문제점은 환자 및 간호제공자에 대한 교육의 부족,

부적절한 자기관리, 약물과 식이요법의 불이행,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 퇴원계획/

추후관리의 부족 등으로 대부분 예방가능한 것들이다(Bennett, et . al., 1998 ;

Good w in , 1999 ; H ap p , N aylor & Roe-Prior , 1997 ; Mich alsen , Konig &

Th im m e, 1998 ; Rich , et al ., 1995 ; Du n bar, et al., 1998). 이 중 자기관리가 부족

한 이유는 의료인들이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한 것

과 함께 환자교육이 주로 일회성으로 퇴원 직전에 약물과 외래방문일정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

적절한 자기관리는 입원-퇴원-재입원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최근 외국의 경우에는 심부전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증

상을 인식하고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과 투약관리 및 식이요법, 가능한 일상활동과

더 나아가 운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자기관리(self-m an agem ent)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Du gm ore, et al., 1999; Dafoe & Hu ston, 1997 ; Stew art, et al., 1998 ;

Stew art, et al., 1998 ; Stew art, et al., 1999). 특히, 인지적 의사결정과정(cogn itive

decision m akin g)으로서의 자기관리가 소개되면서(Riegel, Carlson & Glaser, 2000)

단순히 치료행위의 이행만이 아닌 문제인식,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자기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질병상태를 알고 이에 대응을 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자가간호능력이 향상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약물 및 식이관리를 따

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자기

관리를 통해 자존감이 증가하고 무력감이 감소되었다(Stew art, et al., 1998 ;

Stew art, et al., 1998 ; Stew art, et al., 199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허혈성 심질환자를 위한 심장재활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며, 심부전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해도 입원시에 적용되는 것으

로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번안하여 소개하는 수준이며(삼성의료원 심혈관센

터, 1995), 내용면으로는 주로 급성기 치료에 치중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자기관리 측면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만성

심부전 환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기관리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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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간호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인지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자기관

리에 초점을 두므로 의사결정 틀(d ecision tree)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의학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Kokol, Zorm an ,

Stiglic & Mal i , 1998), 시각적인 구성을 통해 주위집중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하고 이해하기가 쉬워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바(Lietzau ,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만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결

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관리가 필요한 건강문제를 규명한다.

2. 대상자들의 자기관리상태를 조사한다.

1) 증상발현시 대상자들의 자가 해결방법을 파악한다.

2) 자기관리에 대한 지식정도와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3.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4 .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한다.

5.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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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의 사 결정 틀 을 이용 한 자 기 관리 프 로 그 램

환자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반응에 있어 취하는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

(Riegel, et al., 2000)인 자기관리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자

신의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

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만성 심부전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건강문제

인 운동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부종, 소화장애, 가슴 불편

감, 어지러움증 등에 따라 제시된 항목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 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 로 진행하게 되는 의사결정 틀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건

강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관리 내용(약물, 식이, 활동과

휴식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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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A . 만성 심부전 환자의 건강문제

만성 심부전은 만성적인 진행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첫 1년동안

의 사망률이 50-60%에 이른다(H aw th orne & H ixon, 1994). 심부전은 안정시나 운

동시에 필요한 대사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펌프할 수 없는

상태로 고혈압, 심근경색증이나 심근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병생리기전은 심박출량의 저하로 인해 조직관류가 저

하되고 폐정맥 및 전신 정맥울혈을 초래하게 된다(Lew is, Collier & H eitkem p er,

1996). 이로 인해 심부전 환자들은 여러 신체적인 문제를 나타내며 이는 정신심리

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대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욕 심장협

회(N ew York H eart Association , N YH A)의 기능적 분류에 따르면(Brau nw ald ,

1997), 1단계에 속한 환자는 신체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자각증상을 느

끼지 못하며 2단계의 경우 신체활동에 약간의 제한과 함께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받지 않으나 계단오르기, 운동량 증가를 초래하는 활동시에 증상을 느낀다. 3단계

에 속한 환자들은 신체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약간의 신체활동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며 4단계의 환자들은 안정시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하면 입

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공식화된 기준에 따른 문제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나타나는 심부전 환자의 건강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부전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인 문제로는 초기에는 운동을 하거나 일

할 때의 호흡곤란, 피로, 협심통 등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서 심계항진이

나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상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심할 경우 복수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대부분의 심부전 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에 영향을 준

다(Bennett, Cordes, Westm orelan d, Castro, & Don nelly, 2000 ; Black &

Matassarin -Jacobs, 1997 ; Brass-Myn der se, 1996 ; Brau nw ald , 1997 ; Craw ford &

DiM arco, 2001 ; Friedm an, 1997 ; H aw th orne & H ixon , 1994 ; Ma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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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w ood , Bry an t & Garnh am , 1991 ; Ph ip p s, San d s, & Marek, 1999 ;

Steven son, Massie, & Francis, 1998). 또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는 수면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M ay ou , et al., 1991).

심부전 환자들의 정신심리적 문제로는 다른 심장질환자들에 비해 심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데 주로 집중력이 감소되거나 불안정하거나 비관적인 사고를 하

게 된다. Martesson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들은 작업 능력의 제한,

그들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느낌, 자신들의 질병상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 , 무력한 존재 로

느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을 위한 중재로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정신심

리적 문제는 다시 신체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제공자들

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H aw th orne & H ixon , 1994 ; Mayou , et al., 1991).

이러한 심부전의 병태생리에 의해 초래되는 여러 증상/ 징후들은 환자들의 기

능적 상태에도 영향을 주는데(Wilson & Clearly , 1995), 이는 대부분 운동능력이나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정도를 이용해 평가한다(H aw th orn e & H ixon, 1994 ;

Mayou , et al., 1991 ; Rideou t & M on tem u ro, 1986). Mayou 등(1991)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환자들 중 61%가 증상/ 징후에 의해 약간의 제한을 받았으며 34 %정도

가 심한 장애를 받았다. 활동의 제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운동능력의 경

우 걷기를 기준으로 할 때 걷는 정도와 속도면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수

행면에서는 집안일, 쇼핑 등과 같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심해지면 옷입기, 개인위생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수

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Rid eou t와 M ontem u ro(1986)의 연구에

서는 심부전 환자의 신체, 사회적인 기능상태가 만성 질환 중 호흡기 질환자의 경

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신체적인 문제가 결국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

을 주게 되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사회활동/ 여가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

하게 되어 대인관계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Mayou , et al., 1991 ; Rideou t &

Montem u r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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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만성 심부전 환자들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피로와

에너지 감소 및 여러 형태의 호흡곤란, 심할 경우 전신 부종 등을 초래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데에 심한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증상/ 징후와 관련되

어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을 느끼게 되어, 결국 환자자신은 물론 다른 가

족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Stu ll, et al., 1999). 이외에 환

자의 자가간호 능력이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Baas, Fon tan a & Bh at, 1997).

이제까지 만성 심부전 환자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보고된 바대로

만성 심부전 환자들은 증상 악화로 인한 잦은 재입원과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심부전 환자들은 자신

의 질병상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 ,

무력한 존재 로 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B.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심부전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이 퇴원 후 그들의 질병, 증

상 및 치료를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간호의 중요한 부분이다(Du nbar, et al.,

1998). 만성 심부전 환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한 계획에 따

른 간호제공, 둘째 추후관리를 위한 조직, 셋째 환자들의 자기관리 요구에 대한

배려, 넷째 환자에게 필요로 되는 전문가와의 접촉, 다섯째 지지적인 정보체계 등

이 요구된다(Lorig, et al., 1999 ; W agner, Au stin & Von Korff, 1996). 실무에서의

만성 심부전 환자관리는 급성적인 치료에 치중하거나 퇴원 직전에 간호사가 환자

나 그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을 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까지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환

자나 그 가족들은 약물복용이나 식이요법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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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의 악화를 나타내는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여 재입원을 반복하였다(Ben nett,

et . al., 1998 ; Benn ett, et . al., 2000 ; Du nbar, et al., 1998 ; Mich alsen , et al .,

1998). 이는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요

인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관리하고자 해야 한다. Fr iedm an (1997)의 연구에서는 심부전 환자의 증상과

그에 따른 입원전 기간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호흡곤란은 입원전 기간이 3일정

도로 다른 건강문제인 부종이나 피로, 기침, 체중증가 등의 경우보다는 입원전 기

간이 짧았다. 그러나 다른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증상을 무시하거나 의료진과의 상

담없이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러므로 환자들에게 자신의 신체변화를 모니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자기관리는 환자들의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반응에 있어 인지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가간호의 한 요소로 정의된다(Riegel, et al ., 2000). 자기관리 행위는 증

상의 정도와 혈압 측정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스스로 모니터하고 이에 따라 치

료계획을 이행하여 건강목표를 달성할 때 긍정적인 자기강화(self-reinforcem en t)가

이루어져 자기관리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된다(Du nbar, et al., 1998). 비록 심

부전 환자들이 치료행위를 이행하는 것이 심부전 관리를 위해 기본적이긴 하지만

자기관리를 단순히 이행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일상생활속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이다(Deaton, 2000). 따라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란 기본적인 치료행위의 이행은 물론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반응에 있어

인지적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여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발생된 상황을 인식하

고 원인 요인을 찾아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를 고려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만성 질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살펴보면 Gottlieb, Alp erson, Schw artz, Beck 과 Kee(1988)은 만성 요통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약물 복용에 대한 의존성 감소를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는 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직접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약물을 관리하도록 하

는 것으로 약물을 사용한 때와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였는 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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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약물 투여에 대한 환자의 판단을 믿고 이를 진행하였으

며 환자 조절(p atient con trol) 기법을 적용하여 환자에게 약물관리와 관련되어 필

요한 정보를 강의로 제공하였고 이외에 유인물이나 책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약물의존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Martin , N ath an, Milech , van

Kep p el (1989)은 만성 두통 치료를 위해 인지요법과 자기관리 훈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는 데 자기관리 훈련이나 인지요법 모두 두통 완화와 우울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자기관리 훈련에서는 자기 감시(self-m onitorin g), 이완

요법, 인지 재구성, 주장 훈련과 집단 과정을 이용하였다. 그외에 천식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O sm an , 1996)를 보면 자기관리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 책자나 녹음기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행동주

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증상에 근거한 자기관리(symptom based

self-managemet)를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만성 질환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증상을 근거로 하여 환자가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적

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였고 그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

으로 생각된다.

만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

한 결과를 볼 수 있다. Du nbar 등(1998)은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재입원

하는 율이 증가되는 이유가 환자의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자신의 치료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환자의

자기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몇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입원시 환자는 물

론 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환자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표준 임상지침

(cr itical p athw ay)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외래와 가정에서의 추후관리를 위해

상급 임상 실무자(advan ced p ractice nu r se)를 활용하여 퇴원부터 가정까지의 계속

관리를 제안하였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과 그 관리에 대한

지식의 제공과 함께 지지체계의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Dracu p 등(1994)의 연구에서도 만성 심부전 환자의 성공적인 관리는 환자와 가족

들이 주요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환자 스스로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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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감시함으로써 즉각적인 치료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재입원을 요하는 심부전 증상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회에 국한된 교육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환자들이 좀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서면화된 교육자료나 비디오/ 오디오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자동 원거리관리(automated telemanagement)

프로그램을 통한 심부전 환자들의 이행 감시와 교육을 강화시켜 조기경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Kn ox & Mischke, 1999), 재입원의 가

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대로 만성 질환은 특성상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여 잦은

입원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환자와 가족에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자스스로가 자기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환자가 치료행

위를 이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적절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자기관리에 초점을 두었고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결정 틀을 이용하였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의사결

정 틀을 이용한 것은 이 방법이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이

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교육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Kokol,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치료행위

의 이행뿐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면서 인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차별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만성 질환은 특성상 오랜 기간의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부 책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관리 제공자들은 환자가 스스로를 관

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데 이는 환자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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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육은 대상자로 하여금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행위를 규명하

고 이런 행위를 일상생활속으로 통합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다(Sm ith , 1989).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제한이나 조기 퇴원으로 인한 환자의 재원기간의 단축, 교육에 필

요한 인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보다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Lietzau , 1996).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사는 보다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인 양

식을 갖춘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데 이 중 하나가 의사결정 틀(혹은 알고리

즘)을 이용한 접근이다.

의사결정 틀은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는 의

학교육을 위해서나 환자의 진단 및 치료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간호사들의 임

상적 판단이나 간호수행 결정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Decaestecker, et al.

1997; Dracup, et al., 1997 ; Kokol, et al., 1998 ; Warren, Yoder & Young-McCaughan,

1999 ; Wrede-Seaman, 1999), 자가 학습과 의사결정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시각적인

구성을 통해 주위집중이 가능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arren 등(1999)은 욕창예방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상태를

근거로 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틀을 개발하였는 데 이

를 통해 간호사들은 침상간호시 욕창예방을 위해 가장 최선이며 정확한 임상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의

경비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Dracu p 등(1997)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고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심장발작 경고 프로그램(N ation al H eart Attack

Alert Program ) 연구에서 전화분류체계 알고리즘(office telep h one tr iage

algorithm )을 이용하여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사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Wrede-Seam an (1999)은 임종환자를 위한 통증 완화와

비통증성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증상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는데 적용결과 의

료진, 간호사는 물론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건강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추적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질적인 환자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Sten grevics(1997)는 간호사가 심장수술 환자로부터 오는 전화질문에 보다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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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전화를 통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환자사정을 하게 되었고 질문에 대해 일관

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환자간호의 질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Maxam -Moore와 Goedecke(1996)가 개발한 심장수술 환자의 조기 기도삽관제거

알고리즘의 적용결과 심장수술 환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기도삽관

제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제까지는 주로 의료진이 이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틀에 대한 연구들이었으

나 Lietzau (1996)는 의사결정 틀을 이용하여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위한 증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의사결정 틀을 이용하여 예-아니오 틀(yes-n o tree)을

거치면서 환자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었으며 모든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호 등(1998)이 재가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를 위한 가정간호중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가정

간호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환자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여 그에 맞는 중재

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의사결정 틀의 적용효과를 확인했을 때 의사

결정 틀을 이용한 접근은 아직까지는 주로 치료나 진단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

계시키거나 의사결정 과정으로 문제를 사정, 적절한 중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돕

는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Decaestecker , et al., 1997 ; Maxam -Moore &

Goed ecke, 1996 ; Sten grevics, 1997 ; Steven son , et al., 1998). 그러므로 의사결정

틀이 가진 문제해결의 용이성과 정확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증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환자교육을 위해 개발된 의사결정 틀은 많

지 않지만 예-아니오 틀의 흐름과정을 거치면서 문제해결책을 찾고 동시에 이런

과정 자체가 환자의 인지적 의사결정을 자극하고 교육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

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기존의 교육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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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A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임상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B. 연구진행과정

1. 자 기 관리 프 로 그 램에 포 함 된 건 강 문 제 선정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문제는 주요 문헌에서

나온 건강문제를 근간으로 하여 실제 만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기록

지 분석과 대상자 면담을 통해 선정하였다.

1)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한 건강문제 선정

의무기록지 분석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만성 심부전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지 총 676개 중 무작위 표출을 통해 103개를

선정하여 ① 입원시 대상자의 주호소 및 신체계통별 증상(Review of system ),

② 발병기간을 분석하였다. 이 중 12개는 이미 대출을 하여 열람을 할 수 없었으

며 35개는 본 연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시키고 총 56개의 의무기록지를 분석

하였다.

2) 대상자 면담을 통한 건강문제 선정

만성 심부전 환자의 실제 건강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면담은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Y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 병원에 만성 심부전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퇴원예정에 있는 환자와 외래 방문 환자를 유한모집단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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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총 16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 심근증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만성 심부전 진단을 받은 자

- 판막대치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만성 심부전을 치료받고 있는 자

-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건강문제 조사는 본 연구자가 문헌을 통해서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부록 1)

를 이용하여 개별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대상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강문제를 묻는 질문과 함께 추가로 그에 대한 자가해결방법과 심부전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가관리 내용(약물, 식이, 활동 등)에 대한 지

식정도와 실천정도를 조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2. 의 사 결정 틀 을 이용 한 예 비 자 기 관 리 프로 그 램

본 연구에서의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만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기관리 내용과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건강문제에 대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 만성 심부전 환자의 기본적인 자기관리 내용의 구성을 위해서 문헌(Du n bar

& Dracu p , 1996)과 AH CPR(A gency for H ealth Care P olicy an d Research , 1994)

의 심부전 환자를 위한 지침, AH A (Am erican H eart Association , 1999)의「Livin g

w ith heart failu re : Inform ation an d su p p ort for p atients an d caregiver s」를 기

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구성

틀은 Riegel 등(2000)이 제시한(그림 1) 변화를 인식하는 단계 =>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 => 대처전략을 모색하는 단계 => 전략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

된 자기관리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그림 2). Riegel 등(2000)의 단계를

선택한 이유는 건강문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의사결정을 보

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성된 세부내용은 예-아니오의 흐름과정인 의사결정 틀

에 맞추어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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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인식 건강문제의 확인

↓ ↓

변화 평가 관련 요인 확인

↓ ↓

대처전략 모색 대처 전략 제시

↓ ↓

결과 평가 건강문제의 변화 재확인

그림 1. Riegel 등(2000)의 자기관리단계 그림 2. 본 연구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구성틀

3. 전 문 가 집 단 을 이용 한 내 용 타당 도

작성된 기본적인 자기관리내용과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

램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심

장내과 전문의 3명,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수간호사 1명, 간호대학 교수 3명, 간호

학 박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의사결정 틀의 각 항목

간의 흐름과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4 . 임 상 적 용 가 능 성 평 가

완성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은 2001년 4월 9일부터 5월 30일

까지 서울 Y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 병원에 만성 심부전으로 진단받고 퇴원예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앞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연구참여에 동의한 11명이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명에 의

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진행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보조

원 훈련과정을 거쳤다.

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②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본적인 자기관리 내용인「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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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과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인「만성 심부전 환자의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 에 대해 설명하였다.

③ 연구자가 실제 대상자와의 설문조사 및 교육과정을 연구 보조원에게 직접 시범

보였다.

④ 연구 보조원이 설문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관찰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설명하였다.

*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에게 책자의 형태로 제공되어 만성 심부전 환자의 기본 자기관리

내용을 담은「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지침」과 7가지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내용을 담은「만성 심부전 환자의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로 구성되었음(부

록 8).

구체적인 임상 적용가능성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차 설문조사 및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1차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

은 자기효능정도였다. 그런 후 연구진행자가 퇴원예정 환자에게 개발된 프로그램

책자인「만성 심부전 환자의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을 이용하여 개별 교육하

였다.

2)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재교육

제공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재교육을 하였다.

3) 2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는 제공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퇴원 2주후 외래방문시에 실시

하였다. 조사내용은 프로그램 사용빈도와 장점 및 개선점, 자기효능의 정도를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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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설문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이용 후 면접을 위한 설문

심부전 환자의 각 건강문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사용빈도와 유용성, 장점과 개

선점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이다(부록 5).

② 증상기록지

증상기록지는 퇴원 후 환자가 지각한 증상을 조사하는 도구로서 본 연구자가

문헌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본 도구는 심부전과 관련된 증상인 움직이거나 활동

을 하면 숨이 차다 , 누워서 숨쉬는 것이 힘들다 ,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깨

다 , 몸(특히, 발목이나 발등)이 부은 것 같다 , 입맛이 없다 , 속이 더부룩하고 메

스껍다 ,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 머리가 어지럽다 , 피곤함을 느낀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척도는 매일 경험 , 1주에 2-3회 경험 , 1주에 1회 이하로

경험 3가지로 구분하였다(부록 6).

③ 자기효능

심부전 환자에 대한 자기효능 측정도구는 Riegel 등(2000)이 개발한 자기관리

측정도구 중 자기효능 부분과 기존의 문헌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14개 문항

으로서 기본관리 부분 9문항과 증상관리 부분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부록 7). Riegel 등(2000)의

도구는 개발당시 Cronbach ' s α=.70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②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시 프로그램의 사용빈도와 유용성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③ 프로그램의 장점과 개선점은 내용분석하였다.

④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의 각 항목별 변화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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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언급한 임상 적용가능성의 평가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진행 단계 내 용 방 법

1 단계

·「만성 심부전 환자의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와「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지침」책자 제공

·개별 교육

· 1차 설문조사 :

일반적 특성 / 자기효능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2 단계

·제공된「만성 심부전 환자의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와「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지침」에 대한

의문점 확인 및 재교육

·외래방문 예약날짜 확인

·개별 교육

3 단계

·2차 설문조사 :

프로그램의 사용빈도, 유용성, 장점 및

개선점 조사

퇴원 후 발현증상 / 자기효능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그림 3.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절차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시 대상자 수

가 적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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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A .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문제

1. 건 강 문제

심질환과 관련된 주요 문헌 7권(이원로, 1998 ; Alexander, Schlant, & Fuster,

1998 ; Black & Matassarin-Jacobs, 1997 ; Braunw ald, 1997 ; Crawford & DiMarco,

2001, Lewis, et al., 1996 ; Phipp s, et al., 1999)에서 주로 언급되는 만성 심부전 환

자의 건강문제는 피로, 호흡곤란(30분-40분이상의 얕은 호흡), 기좌호흡, 야간 발작

성 호흡곤란, 마른 기침, 심계항진, 상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통증, 체중증가 등이었다.

문헌에서 나온 건강문제와 함께 실제 만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기

록지 분석과 대상자 면담을 통해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될 건강문제를 선정하

였다.

1) 의무기록지 분석을 통해 선정된 건강문제

56개의 의무기록지를 통해 나타난 대상자들의 주호소와 신체계통별 증상을 종

합한 결과 호흡곤란이 69건으로 가장 높았고 소화장애가 각각 25, 피로 2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주호소의 발병기간을 살펴보면 호흡곤란(운동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포함)은 평

균 입원전 기간이 6.27일(범위 1-20일)이었으며, 가슴통증은 1.89일이었고 부종은

19일(범위 5-30일), 소화기 문제(식욕부진, 복부팽만 등)의 경우 34.6일(범위 1-90일)

이었고, 어지러움증은 1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는 반면 그외 건강문제에 대해서

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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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면담을 통해 선정된 건강문제

16명을 대상으로 실제 경험한 건강문제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67.31±9.62(범위 : 46-82세) 였고, 남자는 9명(56.3 %), 여자는 7명(43.7%)이

었다. 임상적 특성으로 N YH A 분류에 따라 Ⅰ인 경우 3명(18.8 %), Ⅱ인 경우 7명

(43.7%), Ⅲ인 경우 5명(31.3 %), Ⅳ인 경우도 1명(6.3%)이었다. 심부전으로 인해 입

원한 총 회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6±1.12회(범위 : 1-5회) 였다.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건강문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호흡

곤란으로 24명, 그 다음은 소화장애 10명, 피로 8명, 심계항진 7명, 발목이나 다리

의 부종이 6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 비록 그 수는 적었으나 기침, 손발이 참, 과

식시 숨이 참, 배뇨곤란, 구강섭취 부족 등과 같은 문제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종적으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문제

의무기록지 분석 및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만성 심부전 환자의 의사결정 틀

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선정된 건강문제는 운동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가슴 불편감(가슴통증), 부종, 소화장애(상복부 불편감/ 식욕

부진/ 오심), 어지러움 등이다(표 1).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흡곤란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나타냈으나 호흡곤란에는 운동시 호홉곤란, 기좌호흡, 야간발작성 호흡곤란

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처행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호흡곤란 대

신 구체적인 각각의 호흡곤란 양상들을 프로그램의 건강문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피로도 대상자가 경험하는 주요 건강문제로 나타났으나 본 프로그램의 건강

문제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록 많은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문제

이기는 하나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관리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며 이는 기본 자기관리 내용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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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문제

분석자료

건강문제

의무기록지 분석 *
(n = 56)

건강문제 조사 *
(n = 16)

총합 순위

호흡곤란(운동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야간발작성 호흡곤란) 69 24 93 1

소화장애(상복부불편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25 10 35 2

피로 24 8 32 3

가슴통증 13 5 18 4

부종(발목이나 다리의) 9 6 15 5

어지러움 9 4 13 6

심계항진 6 7 13 6

(마른) 기침 11 11 7

`

* 중복응답

2. 대 상 자들 의 자 기 관리 상 태

1) 증상 발현시 대상자들의 자가해결방법

건강문제 발생시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자가해결방법으로는 주로 안정을 취한

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약물복용과 다른 가족에게 말하거나 증상이 없어지길 기

다리거나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한방으로 침이나 한약을 이용하기도

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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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증상발현시 대상자들의 자가해결방법

자가해결방법 구체적인 방법 사례

안정
숨이 차거나 힘이 들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
가슴이 아프면 가만히 안정을 한다.

약물복용

가래가 있을 때 자가로 가래제거약 구입하여 먹는다.
처방과 관계없이 심장약을 먹고 있다.
자가로 1년에 1번 정도 보약을 먹는다.
3-4달전에 영양제를 자가로 먹었다.
니트로글리세린(특히,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시)을 먹는다.
급할 때 청심환을 사서 먹는다.
입맛이 없을 때 영양제를 먹는다.
처방된 약만을 먹는다.

다른 가족에게 말함 증상을 다른 가족(자식 등)에게 말한다.

증상이

없어지길 기다림

가족에게 말하면 바로 병원에 가기 때문에 가족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참아 본다.
별다른 대처없이 참아 본다.

응급실이나 병원방문
즉시 응급실을 방문한다.
자식에게 연락하면 병원으로 바로 연락하여 방문한다.

한방요법 이용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면 한방치료(침이나 한약)

을 받는다.

2) 기본 자기관리에 대한 지식정도와 실천정도

심부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자기관리인 약물관리, 식이관리, 활동 및 휴식

등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정도와 실천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93.7%의 대상자들이 체중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나 목욕탕을

주 1회 가는 경우 체중을 측정하게 되어 지식정도에 비해 실천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에 대한 지식정도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먹어야 한다

는 것은 대상자 모두가 알고 있다 고 답하였으나 실제로는 62.5 %(10명)의 대상자

만이 하고 있을 뿐 37.5 %의 대상자들은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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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을 정해진 시간에 잘 먹지 못하는 이유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여 식

사를 거를 경우에는 약물을 먹지 않기 때문이며 몇몇 대상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약물의 용량을 줄이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약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먹어야 하

는 데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도 하였다. 약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나 처방된 약의 부작용 에 대해서는 약 25-30%의 대상자만이 알고 있다 고

답하였으며 그 실천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실제 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및 휴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75 % (12명)의 대상자들이 알고 있다 고 답

하였으며 어느 정도는 실제로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이관리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80%이상의 대상자들이 과식을 피해야 하고 소

금이나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함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저염식이나 저

지방 식이에 대한 실제 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약 50%의 대상자가 실제 하고 있

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잘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이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약

40-50%의 대상자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여 나머지 반 정도의 대상자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실천정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술이나 흡연에 대한 내용은 대상자 90%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약 18 -25 %정도의 대상자들이 잘 하지 못하고 실제로 음

주를 하거나 흡연을 한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기관리에 대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 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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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

결정된 7가지 건강문제에 대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그림 2>에서

제시한 4단계 즉, 건강문제 확인, 관련요인의 확인, 대처전략 제시, 건강문제의 변

화 재확인 단계에 따라 각각 작성되었다. 건강문제에 대한 확인으로서 7가지 건강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각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을 나열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관련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행위를 제시하고 건강문제

의 변화를 재확인하는 항목을 나열하였다.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심질환과 관련된

7가지 주요 문헌(이원로, 1998 ; Alexander, et al. , 1998 ; Black & Matassarin-Jacobs, 1997 ;

Braunwald, 1997 ; Crawford & DiMarco, 2001, Lewis, et al., 1996 ; Phipps, et al., 1999)을 근

거로 하여 작성하였다.

7가지 건강문제에 대한 용어를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운동시 호

흡곤란은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로, 기좌호흡은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로,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은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라고 바꾸었다. 또한 사지부종은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로,

소화장애는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라고 하였으며 가슴

불편감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로 어지러움증은 평소보다 더 머리가 어지러워

요 라고 바꾸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건강문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에 제시된 건강문제별 세부내용은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면서 대처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틀을 이

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의사결정 틀은 각 단계에 따라 제시된 항목이 해당되는 경

우에는 예 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 로 진행하도록 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총 7가지의 의사결정 틀

을 이용한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작성되었다(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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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평소보다 숨이 더 차다.

관련요인 확인

평소보다 무리한 활동을 하였는 지를 확인한다.

일상활동을 하던 중에 숨이 찼는 지를 확인한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찼는 지를 확인한다.

대처 전략 제시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정을 취한다.

병원에 연락하고 응급실이나 외래방문을 한다.

현재 활동을 유지하며 활동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어떤 활동이 숨이 차게 하는 지를 관찰한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누워서 숨쉬는 것이 평소보다 더 힘들다.

관련요인 확인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찼는 지를 확인한다.

계속 숨이 차는 지를 확인한다.

대처 전략 제시

평소보다 머리를 더 높힌 자세(앉은 자세)를 취한다.

벽에 기대고 일어서 본다.

숨쉬기가 편해졌다면 현재의 자세를 유지한다.

수면중이나 휴식시에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병원에 연락하고 응급실이나 외래방문을 한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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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계속)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깨다.

관련요인 확인

자다가 숨이 차서 깬 것이 처음인 지를 확인한다.

기침이나 가래가 동반되는 지를 확인한다.

최근에 하룻밤동안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깬 회수가 증가하는 지를 확인한다.

대처 전략 제시

20분정도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려 놓는다.

20분정도 똑바로 앉아 본다.

20분정도 방주위를 걸어 본다.

병원에 연락하고 응급실이나 외래방문을 한다.

하룻밤 동안에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회수를 기록하고

다음 외래방문시 주치의와 상의한다.

자다가 다시 숨이 차서 깨면 병원에 연락한다.

약물복용과 식이관리, 감기예방 등 심부전 환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따른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다.

관련요인 확인

체중이 하루에 0.9kg이상 혹은 1주일에 2.3kg이상 늘었는 지를 확인한다.

평소보다 소변 보는 회수와 그 양이 줄었는 지를 확인한다.

평소보다 과식을 하는 지를 확인한다.

평소보다 물이나 음료를 많이 먹었는 지를 확인한다.

발등이나 발목이 부어서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지를 확인한다.

최근 이뇨제의 용량이 바뀌었는 지를 확인한다.

평소 이뇨제를 제때에 정확한 시간에 먹었는 지를 확인한다.

대처 전략 제시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한다.

음식은 싱겁게 먹도록 한다.

물이나 음료를 적게 마시고 체중 변화를 관찰, 기록한다.

병원에 연락하고 외래방문을 예약한다.

주치의에게 증상을 보고한다.

약물관리 부분을 확인하고 잘 따른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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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계속)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껍다.

관련요인 확인

현재 디곡신(강심제)를 먹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최근 이유없이 설사를 하는 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의 양이 많았는 지를 확인한다.

평소보다 맥박수가 느려졌거나 불규칙해졌는 지를 확인한다.

처방에 따라 디곡신을 제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먹었는지를 확인한다.

최근 체중에 변화가 있는 지를 확인한다(감소, 변화없음, 증가).

대처 전략 제시

일단 다음 식사부터 적게 자주 먹도록 한다.

과식은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한끼 식사시 적게 자주 먹도록 한다.

증상(맥박수의 변화나 부종)이 계속되면 병원에 연락한다.

주치의에게 현재의 증상을 보고하고 외래방문 예약한다.

매일 체중을 측정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체중 감소나 체중 변화 없는 경우).

약물관리(디곡신 부분) 내용을 확인하고 잘 따른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관련요인 확인

이전에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무리한 활동을 했는 지를 확인한다.

스트레스나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였는 지를 확인한다.

대처 전략 제시

가지고 있는 NTG 1알을 혀밑에 넣는다.

단) 유효기간을 확인 ; 혀밑에 넣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임

안정을 취함

병원에 연락하고 빨리 방문한다(계속 가슴이 아프다면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간다).

무리한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외래방문을 예약한다.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활동은 피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한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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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계속)

구성 세부내용

건강문제 확인 평소보다 더 어지럽다.

관련요인 확인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였을 때 어지러운

지를 확인한다.

최근 먹는 약 중 안지오텐신효소억제제의 용량이 바뀌었는 지를

확인한다.

약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먹었는 지를 확인한다.

대처 전략 제시

다시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나 5분정도 앉아 본다.

앉아 본 후 일어난다.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외래방문을 한다.

환자가 드시는 약 중 기립성 저혈압을 나타낼 수 있는 약이 있으므로

갑자기 누워 있다가 일어서거나 움직이는 것을 피한다.

안지오텐신 효소 억제제의 약물관리를 읽고 잘 따른다.

* 대처전략 실시 후 건강문제의 변화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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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내용타당도

1. 내 용 타당 도 검 증 결과

예비로 작성된 자기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

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구성틀(그림 2)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작성된 세부내용 틀의 경우 건강문제 확인 => 관련 요인

확인 => 대처전략 제시 => 건강문제 변화의 재확인의 단계를 거쳤으나 건강문제

가 확인된 후 바로 즉각적인 대처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세부내용 틀을 건강문제 확인 => 즉각적인 대처

행위 제시 => 건강문제 재확인 => 관련 요인 확인 => 대처전략 제시로 수정하여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일부 단계를 수정하였다. 또한 대처전략을 제시할 때

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

정하였다.

의사결정 틀의 항목내용과 함께 각 항목의 흐름과정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특히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질문이 어떤 경우는 긍정문으

로, 또 다른 경우에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관성있게 통일하는 것이 대상

자들이 의사결정 틀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수

정하였다. 이상의 내용타당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을 정리하면 <부록 4>

와 같다.

2. 완 성 된 의 사 결 정 틀 을 이 용 한 자 기 관 리 프 로 그 램

내용타당도 검증 후 완성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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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표 4)의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는 2001년 4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만성 심부전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 중 연구기준에 적합한 환자 총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은 거주지 문제로 인해 추후관리를 지역 병원에서 받게 되어

연구대상에서 탈락되었으며 네 명은 퇴원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연구결

과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퇴원 후 증상이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사용한

대상자 6명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 상 자의 특 성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3.2±9.60세(범위 : 50-76세)였고, 남자는 4명(67.7%),

여자는 2명(33.3%)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1명, 초등학교 졸업 2명, 중학교 졸업

2명, 고등학교 졸업 1명이었다. 종교는 5명이 기독교나 불교를 가지고 있었고 한

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경제수준은 연평균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4명,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2명이었다.

만성 심부전이외에 동반 질환으로 관상동맥폐색질환이 5명, 심근증과 당뇨병이

각각 3명, 고혈압은 2명이었다. 과거에 관상동맥우회술이나 판막대치술을 받고 재

입원한 경우는 3명이었다. 대상자들의 입원당시 주호소는 호흡곤란이 5명으로 가

장 많았고 운동시 호흡곤란과 기좌호흡도 각각 2명이었다. 그외에 2명이 부종을

호소하였으며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통증, 발열, 기침, 객담을 호소하였다. N YH A

단계에 따라 대상자들의 상태를 분류한 결과 Ⅰ단계 1명, Ⅱ단계 1명, Ⅲ단계 2명,

Ⅳ단계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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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상 적 용 가 능 성 평 가 결 과

1) 프로그램의 사용빈도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사용빈도를 보면(표 5),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와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가 각각 13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로 12회,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와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를 각각

8회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퇴원 후의 발현된 증상을 보면 운동시 호흡곤란, 피로감, 가슴 불편

감, 어지러움, 식욕부진, 부종, 소화불량 등으로 대상자 중 5명이 운동시 호흡곤란

을 경험하였고, 피로감은 4명, 가슴 불편감은 3명, 어지러움과 식욕부진은 각각 2

명이, 그리고 소화불량과 부종은 각각 1명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퇴원 후 2주동안

모든 대상자들은 기좌호흡이나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을 경험하지 않았다.

퇴원 후 경험한 증상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퇴원 후 2주 동안 기

좌호흡이나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누워서 숨

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와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를 사용한 사례는 없

었다.

표 5. 프로그램의 사용빈도

n =6

구 분 사용빈도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13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13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12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8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8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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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용성

대상자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와 자

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가지 프로그램은 증상을 완

화시키거나 자기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유용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는 각각 2명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와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속이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는

각각 1명의 대상자가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3) 장점과 개선점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장점

으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비교적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증

상발현시 지침서대로 했을 때 증상이 한결 나아졌다고도 하였다. 또한 건강문제에

대한 자각과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일부 대상자들은 건강관리의 방향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관심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었

고 환자의 자기관리를 도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개선점으로는 한 명의 대상자는「증상별 관리지침 안내도」내 가슴이 답답하

고 아파요 를 사용하면서 화살표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다른 한 명

은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를 사용할 때 단순히 입맛만

이 없었을 뿐 더부룩하거나 메스껍지도 않았고 그 외에 설사, 과식 등의 문제도

없었기에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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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 변화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점수의 변화차이를 비교한 결과(표 6), 적용

후의 자기효능점수가 적용 전보다 0.87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가 극히

적은 관계로 자기효능의 변화정도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검정하지 못하였다.

표 6. 자기관리 프로그램 사용전·후의 자기효능 변화

n =6

구분 항 목
적용 전 적용 후 전후

평 점 평 점 차이

기

본

관

리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자신이 있다. 3.33 4.53 +1.20

나는 신체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상활동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
3.50 4.67 +1.17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자신이 있다. 3.33 4.50 +1.17

나는 매일 몸무게를 측정하여 몸무게의 변화를 확인할 자신이 있다. 2.67 3.80 +1.13

나는 비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체중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 3.00 4.00 +1.00

나는 심부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을 자신이

있다.
3.67 4.67 +1.00

나는 심부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을 자신이 있다. 3.17 4.00 +0.83

나는 처방된 약을 시간에 맞추어 정확한 용량으로 먹을 자신이 있다. 4.50 4.83 +0.33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등)를
자제할 자신이 있다.

4.83 4.83 -

기 본관리 총 평 균 점수 3.56 4.43 +0.87

증

상

관

리

나는 머리가 어지러울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3.00 4.50 +1.50

나는 몸이 부은 것 같을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3.00 4.17 +1.17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3.33 4.33 +1.00

나는 숨이 찰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4.17 4.50 +0.33

나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3.67 4.00 +0.33

중 상관리 총 평 균 점수 3.43 4.30 +0.87

총 평균 점수 3.51 4.38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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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의 자기효능의 전체 평점은 3.51(최대 5점)이었다.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본관리 부분의 평점은 3.56, 증상관리 부분의

평점은 3.43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심부전의 증상관리 부분보다는 기본관리 부분에

서 자기효능점수가 더 높았다.

프로그램 적용 후의 자기효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은 4.38로 적용

전의 3.51보다 증가하였고 이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본

관리 부분의 평점은 4.43이었고, 증상관리 부분은 4.30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증가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의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나는 어떤 상황

에서라도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등)를 자제할 자신이 있다 를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증가하였고 그 차이도 0.33에서 1.50까지 이르렀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 보면 기본관리 부분에서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스

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자신이 있다 가 1.20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나는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상활동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 와 나는 감

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자신이 있다 가 각각 1.17 증가하였다. 증상관리 부분

에서는 나는 머리가 어지러울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가 1.50으로 가

장 높게 증가하였고, 나는 몸이 부은 것 같을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

다 가 1.17만큼 증가하였으며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이를 스스로 관리

할 자신이 있다 는 1.0 증가하였으나 나는 숨이 찰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는 비록 전·후의 변화 차이는 0.33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프로그

램 전·후의 자기효능값이 4점이상인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한 환자의

자기관리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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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A .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본 연구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지적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의 자기관리를 강조하고자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문제는 운동시 호흡곤

란, 기좌호흡,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부종, 식욕부진 및 메스꺼움, 가슴통증, 어지

러움증 등 7가지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만성 심부전 환자의 주요 건강문제로

제시된 것으로 이런 문제들은 환자에 의해 인식되지 못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

하고 이로 인해 입원을 반복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Du nbar, et al., 1998 ;

Friedm an, 1997). 추가분석한 주호소에 따른 입원까지의 기간을 보면 호흡곤란은

평균 입원전 기간이 6.27일이었고, 가슴통증은 1.89일이었으나 부종은 19일, 소화

기 문제는 34.6일(범위 1-90일)이었고, 어지러움증은 10일정도 소요되었다. 이는 호

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은 다른 증상에 비해 급성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비교적 빠른

대처를 하는 반면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냥 참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Fried m an (199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호흡곤

란에는 비교적 빠른 대처를 하는 반면에 부종이나 피로, 기침 등의 문제는 대상자

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여 증상을 무시하거나 별다른 방

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반영하여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

발시 대상자들이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이외의 건강문제에 대한 자기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상자들의 자가해결방법을 조사한 결과 주로 안정을 취

한다 고 답하였다. 이는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외에

약물복용과 다른 가족에게 말하거나 증상이 없어지길 기다리거나 응급실, 병원을

방문하였고 한방으로 침이나 한약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약물복용에 있어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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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 약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약을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Ben nett 등(2000)의 연

구에서 제시된 환자들의 자기관리 전략을 보면 신체활동의 변화(감소 혹은 증가)

나 체위변경, 보조기구나 장치의 사용, 방안의 환경변화(온도), 처방받은 약복용,

식이관리, 전환요법, 가족의 지지, 긍정적인 자기 대화(self-talk)와 자기모니터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

다 다양한 자기관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여건을 고려할 때 보조기구나 장치의 사용은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선 대

상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자기관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두었다.

대상자들의 기본 자기관리에 대한 지식정도 및 실천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물,

식이관리 및 활동/ 휴식에 대한 지식은 높은 반면에 그 실천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식이관리에서는 대상자들 대부분이 노인으로 오랜 식습

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워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관리에서는 식

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않는 경우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게 되며 스스

로 약의 용량을 조정하여 복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심부전의 기본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과 식이관리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선행연구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이런 문제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에 속하였다(Bennett, et . al., 1998 ; Bennett et al., 2000 ; Dracup, et al., 1994 ;

Michalsen, et al., 1998 ; Stull, et al., 1999). 따라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약물과 식이의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반영하여 증상별로 필요한 식이와 약물관리방법을 제시하여 대상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구성을 위해 Riegel

등(2000)이 제시한 자기관리의 4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수정·이용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이유는 이 단계가 건강문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의

사결정 과정을 보여 주고 있어 이 점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Deaton (2000)도 심부전 환자들의 자기관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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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단순히 이행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상자가 경험하는 의

사결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Riegel 등(2000)이 제시한

단계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자기관리를 강조하기 위해 의사결정 틀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강문제에 따른 세부내용은 문제의 심각성 정도

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는데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과 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

를 요하는 문제는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응급실이나 외래를 방문하도록 구

성하였다. 그 이유는 주호소에 따른 입원전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 호흡곤란의

경우 평균 6일이 소요되었는 데 이는 Friedm an (1997)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3일

이 더 지연된 것이다. 호흡곤란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리, 조절되

어야 할 문제이나 시일이 지나면서 악화되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된다. 부종

이나 식욕부진 및 오심, 어지러움과 같은 건강문제는 즉각적인 치료추구보다는 지

속적인 모니터와 함께 자가인식과 기본 자기관리의 재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주로 의사결정 틀에서의 흐름과

그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 틀은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하고 이해하기가 쉬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습득이 가능하게 하며(Lietzau , 1996), 문제해결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박정호 등, 1998),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흐

름과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여 그 부분을 검

증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을 요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대상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일관성있는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제시된 질문이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이라면 대상자들이 문제해결

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적용가능성의 평가결과 중 대상자들이 퇴원 후 프로그램을 사용한 빈도

를 보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퇴원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에 맞는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

이 더 힘들어요 와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는 본 연구기간동안 어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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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도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문헌이나 의무기록지 분석 조사결과와는 달

리 기좌호흡이나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을 어느 대상자들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

인데 이는 퇴원 후 2주동안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거의 활동을 자제하고 약물복

용도 잘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심부전 환자의 기좌호흡이나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은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호흡곤란 양상

이기 때문에(Black & M atassarin-Jacobs, 1997)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질병 상태의 악화를 알리는

증상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내용과 흐름의 이해가

용이하였고, 증상이 완화됨을 경험하였으며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자기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었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증가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

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Lietzau (1996)의 연구에서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

자를 위한 증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결과 환자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

보를 찾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었으며 모든 상황에 반응할 수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였다. 그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시각적인 구성을 통한 주위집중의 효과와 의사결정에 있어 유

용하고 이해하기가 쉬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습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Decaestecker , et al., 1997; Dracu p , et al., 1997 ; Kokol, et al., 1998 ;

W arren , et al., 1999 ; Wrede-Seam an , 1999). 비록 대상자는 다르지만 본 연구결

과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다른 유형의 자기관리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족들에게도 교육의 효과가 있어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가족들의 지지가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데 Du nbar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질환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인지상태, 동기부여,

교육수준 특히 문맹 수준과 간호제공자의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프로그램 교육시 가족도 환자와 함께 실시한다면 대

상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45



각된다.

반면에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는 한 대상자의 경우「증상별 관리지침 안내

도」중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를 사용할 때 단순히 입

맛만이 없었을 뿐 더부룩하거나 메스껍지도 않았고 그 외에 설사, 과식 등의 문제

도 없었기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단순히 입맛

만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입맛이 없음 은 피로와 마찬가지로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흔히 경험

하는 문제이지만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기 보

다는 기본적인 식이관리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선정하여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전·후에 자기효능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

와 각 항목의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대상자들과의 면접에서도 자기관리에 대

한 자신감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은 개인이 특정 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교육이나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증가한다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으므

로(Jeng & Braun, 1997 ; Mahler, Kulik & Tarazi, 1999),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제한된

대상자들에게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증상관리 부분은

프로그램 적용전보다 적용한 후에 자기효능 점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처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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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스스로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처행위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의학적 관리만을 받아오던 만성 심부

전 환자에 대해서도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도구로 활용할 수 있

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만성 심부전 환자 간호시에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

내용의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심부전 환자들의

자기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틀이라는 방법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가 있다.

간호이론 측면에서는 비록 본 연구대상의 수가 적은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긴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의 임상 적용가능성 평가결과가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의 사용 후 자기효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부분

의 지식체 구축에 일부 기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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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A . 결론

본 연구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시도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의무기록지 분석 및 대상자들의 건강문제 및 자기관

리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될 건강문제를 결정

하였다. 의무기록지 분석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만성 심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지 총 676개 중 무작위 표출을 통해 103개를

선정, 열람가능한 사례인 56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주호소와 신체계통별 증상,

발병기간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건강문제와 자기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는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Y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 병원에 만성 심

부전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퇴원예정에 있는 환자를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선정기

준에 따라 총 16명을 임의 표출하여 실시하였다.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건

강문제에 따라 예비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용 구성은

Riegel 등(2000)이 제시한 자기관리 단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예비로 작성된 자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타당도

검증 후에 완성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의 평가는 2001년 4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Y 대학 부속병원 심혈관 병원에 만성 심부전으로 진

단받고 퇴원예정에 있는 환자 중 연구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분석은 증상이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사용한 6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만성 심부전 환자의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강문제는 운동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 가슴 불편

감(가슴통증), 부종, 소화장애(상복부 불편감/ 식욕부진/ 오심), 어지러움 등 7가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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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가지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건강문제에 대한 확인, 관련 요인의 확인, 각 관련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행

위 제시 및 건강문제 변화의 재확인 순으로 나열하였다.

3)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타당도 검증결과 세부내용 구성을 건강문제 확인 => 즉

각적인 대처행위 제시 => 건강문제 재확인 => 관련 요인 확인 => 대처전략 제시

로 수정하였다.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질문이 어떤 경우는 긍정문으로, 또

다른 경우에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관성있게 통일하는 것이 대상자들이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문제해결을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

다.

4) 프로그램의 임상 적용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의 각 사용빈도를 보면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와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였다. 그러나 평소보

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와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는 증상

을 경험한 사례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5)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였을 때 7가지 중 5가지 프로그램은 증상완화와 자

기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향상이라는 점에서 유용하였다고

하였다.

6)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장점은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여 건강문제

에 대한 확인과 대처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증상발현시 지침서대로 했을

때 증상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

신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하였다. 개선점으로는 개발된 의사

결정 틀 중에 소화장애와 관련된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

요 는 3가지 증상이 함께 포함되어 그 중 한 가지 증상에만 해당될 경우 대처전략

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7)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 정도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의 자

기효능이 적용 전의 것보다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자기효능의 변화

차이도 한 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도 0.33

에서 1.50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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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문제를 인식하여 적절한 대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만성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중재로 적용한 유사실험연구를 제언

한다.

2. 시계열 연구설계를 이용하여 개발된 자기관리 프로그램 적용 후의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3. 다른 심질환자를 위한 의사결정 틀을 이용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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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대상자들의 건강문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으로 심부전 환자를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se lf management progr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심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이 퇴원 후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과 그에 대한

자기관리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은 심부전 환자들의 증상 악화로 인한 재입원을 예방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대상자 분의 귀한 응답을 통해 심부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김기연 올림

☎ 0 17- 2 19- 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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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래

증상들 중 귀하께서 입원 전에 경험하셨던(혹은 경험하고 계신) 증상들이 있으면 모두 골

라 빈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1) 가슴 통증 ___ 2) 누워서는 숨쉬기 어려움 ___

3) 움직이면 숨이 참 ___ 4) 30- 40분 이상 숨이 참 ___

5) 밤에 갑작스럽게 숨이 참 ___ 6) 소화불량(소화가 잘 안됨) ___

7) 식욕이 없음 ___ 8) 메스꺼움 ___

9) 복부불편감 ___ 10) 가슴이 두근거림 ___

11) 발목이나 다리가 부음 ___ 12) 어지러움(심하면 기절) ___

13) 피로 ___ 14) 기침 ___

15) 식은 땀이 남 ___ 16) 체중 증가 ___

17) 이외에 경험하셨던(혹은 하고 계신) 증상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

Ⅱ. 다음은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에 따라 취할 수 있

는 행동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입원 전에 경험하셨던(혹은 경험하고 계

신) 증상을 먼저 고른 후 취하신 행동들을 골라 그 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 아래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예 >

증 상
대처 행동

가 슴
통 증

누워서
숨쉬기
어려움

움직이면
숨이 참

30-40분
이 상
숨이 참

밤 에
숨이 참

소 화
불 량

식욕이
없 음

메스꺼

안정을 취함 (예, 누워 있음) ∨ ∨

증상을 잊어 버리려고 노력 ∨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 안함 ∨ ∨

증상을
가족에게 말함 ∨

이웃, 친구에게 말함

약 물

복 용

처방된 약만을 복용

처방약 이외의 약 복용 ∨

기타 대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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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대처 행동

가 슴
통 증

누워서
숨쉬기
어려움

움직이면
숨이 참

30-40분
이 상
숨이 참

밤 에
숨이 참

소 화
불 량

식욕이
없 음

메스

꺼움

안정을 취함 (예, 누워 있음)

증상을 잊어 버리려고 노력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 안함

증상을
가족에게 말함

이웃, 친구에게 말함

약 물

복 용

처방된 약만을 복용

처방약 이외의 약 복용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함

응급실

방 문

응급구조차를 이용

자가용을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

외래를 방문함

식이

관리

한끼 식사량을 조절함

소금이 적은 음식섭취

민간 요법을 사용함

한방 치료를 받음

기타 대처법 ( )

증 상
대처 행동

복 부
불편감

가슴이
두 근
거 림

발목이나

다리부종

어지러움
(기절)

피 로 기 침 식은 땀
체중

증가

안정을 취함 (예, 누워 있음)

증상을 잊어 버리려고 노력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 안함

증상을
가족에게 말함

이웃, 친구에게 말함

약 물

복 용

처방된 약만을 복용

처방약 이외의 약 복용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함

응급실

방 문

응급구조차를 이용

자가용을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

외래를 방문함

식이

관리

한끼 식사량을 조절함

소금이 적은 음식섭취

민간 요법을 사용함

한방 치료를 받음

기타 대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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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심부전 환자들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평소에 해야 할 예방행위로서 각 내용

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지와 실제로 하고 계신 지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예 방 행 위

알고 있는 정도 실제 하고 있는 정도

잘 알고
있다

어 느
정도만 알고

있다

대부분
모르고
있 다

전 혀
모른다

잘 하고
있다

어 느
정도만

하고 있다

대부분
못하고
있 다

전 혀
못하고
있 다

매일 체중을 측정해야 한다.

약

물

복

용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먹어야 한다.

처방된 약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처방된 약물의 종류(예, 강심제)를

알아야 한다.

약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한다.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야 한다.

가능한 활동수준을 알고 행해야 한다.
(예, 일상활동, 여가활동, 직업활동)

활동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식

사

과식을 피해야 한다.

지나친 수분(물/음료)섭취를 피해야 한다.

소금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을 알아 두어야 한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을 알아 두어야 한다.

술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금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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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에 제시된 자기관리 내용 이외에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자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고 생각되어 알기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Ⅴ.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 만 _______ 세

2. 성별 남 _____ 여 _____

3. 결혼 상태 결혼 _____ 미혼 _____ 이혼 _____ 사별 _____ 별거 _____

4. 최종 학력 무학 _____ 국민학교(초등학교) _____

중학교 _____ 고등학교 _____

대학교(전문 대학교) 대학원 이상 _____

5. 귀하의 직업 ____________________

6. 체중 _______ kg 신장 _________ cm

7. 지금까지 심부전으로 인해 입원한 총 회수 _________ 회

8. 가장 최근 병원에 입원한 것은 언제(얼마 전)입니까? _____년 ____월 ( 개월전)

9. NYHA 단계 Ⅰ _____ Ⅱ _____ Ⅲ _____ Ⅳ _____

-----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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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본 자기관리 내용에 대한 알고 있는 정도와 실제 하고 있는 정도

n =16

항 목

알고 있는 정도 실제하고있는정도

알 고

있 음

실수(%)

모르고

있 음

실수(%)

하 고

있 음

실수(%)

못하고

있 음

실수(%)

체중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시행한다. 1(6.3) 15(93.7) 6(37.5) 10(62.5)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먹어야 한다. 16(100) 0 10(62.5) 6(37.5)

처방된 약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9(56.3) 7(43.7) 8(50) 8(50)

처방된 약물의 종류(예, 강심제)를 알아야 한다. 10(62.5) 6(37.5) 8(50) 8(50)

약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한다. 4(25) 12(75) 3(18.7) 13(81.3)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야 한다. 5(31.3) 11(68.7) 4(25) 12(75)

가능한 활동수준을 알고 행해야 한다.
(예, 일상활동, 여가활동, 직업활동)

12(75) 4(25) 9(56.3) 7(43.7)

활동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12(75) 4(25) 12(75) 4(25)

과식을 피해야 한다. 15(93.7) 1(6.3) 12(75) 4(25)

지나친 수분(물/ 음료)섭취를 피해야 한다. 13(81.3) 3(18.7) 11(68.7) 5(31.3)

소금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13(81.3) 3(18.7) 8(50) 8(50)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13(81.3) 3(18.7) 9(56.3) 7(43.7)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을 알아 두어야 한다. 9(56.3) 7(43.7) 8(50) 8(50)

증상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을 알아 두어야 한다. 7(43.7) 9(56.3) 8(50) 8(50)

술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16(100) 0 13(81.3) 3(18.7)

금연을 해야 한다. 15(93.7) 1(6.3) 12(75) 4(25)

64

















부록 4.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내용타당도 결과

수 정 전 수 정 후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평소보다 숨이

더 차요

- 다시 숨이 차면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며 활동 중간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어떤 활동이 숨이 차게 하는지를 관찰

=> 안정을 취한 후 조금전보다 숨이

찬 것이 나아졌습니까?

- 빠른 시일내에 응급실이나 외래방문

-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와

상의

-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며 활동 중간에

휴식을 취함

어떤 활동이 숨이 차게 하는지를 관찰하여

외래방문시 주치의와 상의

=> 안정을 취한 후 조금전보다 숨이

찬 것이 나아졌습니까? 로의 연결 : 삭제

- 가능한 빨리 응급실이나 외래방문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 숨이 계속 차십니까?

- 벽에 기대고 일어서 보십시오

- 숨쉬기가편한현재의자세를유지하십시오

- 병원에 연락하고 가능한 빨리 가십시오

- 조금전 보다 숨쉬는 것이 편해졌습니까?

- 5-10분동안 다시 앉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 숨쉬기가편한현재의자세를잠시유지하십시오

- 병원에 연락하고 응급실이나 외래 방문

-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와

상의 : 추가

-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지 기록하여

외래 방문시 주치의와 상의 : 추가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 주치의에게 연락한 후 외래방문예약

하십시오

- 하룻밤동안에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회수를 기록

- 가능한 빨리 응급실이나 외래방문

- 병원에 연락한 후 외래방문 예약

- 하룻밤동안에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회수를 기록하여 다음 외래 방문시

주치의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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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전 수 정 후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 평소보다 소변보는 회수와 그 양이

줄어 들었습니까?

- 물이나 음료를 적게 마시고 체중변화를

관찰하십시오

- 과식이나 물/ 음료를 많이 먹지 않았

습니다

=> 평소보다 소변보는 회수가 줄었습니까?

=> 발등이나 발목을 눌렀을 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 주치의에게 보고

- 체중변화 기록

- 평소보다 소변보는 회수와 그 양이

줄었습니까?

- 삭제

- 체중이 1일 0.9kg이하, 1주일에 2.3kg이하

증가하였습니까? : 추가

- 과식이나 물/ 음료를 많이 먹지 않았

습니다. 으로 연결되는 흐름 중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재연결

- 다음 외래방문시 주치의에게 보고

- 체중변화를 기록하여 다음 외래 방문시

주치의와 상의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 평소 맥박수가 느려졌거나 불규칙해졌

습니까?

- 병원에 연락하고 가십시오

- 평소 맥박수가 느려졌거나 어지러움증이 있습

니까?

- 병원에 연락한 후 외래방문 예약

- 발목이나 발등이 부어서 누르면 그 부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의 항목 다음으로

이뇨제 투여용량의 변화와 약물복용상태에

대한 질문을 추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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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전 수 정 후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

- 니트로글리세린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혀밑에 넣어도 아무 느낌이 없음

=>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약효가 없음을

의미

- 여분의 NTG가 있다면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1알씩을 혀밑에 넣으십시오 : 추가

- NTG가 없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

- 15분내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것이 가라

앉았습니까? : 추가

-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 추가

- 앞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지를 계속

관찰하여 기록한 후 다음 외래 방문시

주치의와 상의 : 추가

- 니트로글리세린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혀밑에 넣었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없음

=> 찌릿찌릿한 느낌이 없다면 약효가 없음을

의미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 드시는 약 중에서 어지러움을 줄 수 있

습니다

- 최근 드시는 약 중 안지오텐신 효소억제

제의 용량이 바뀌었습니까?

- 다시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나 5분정도

앉아 계십시오

- 체위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

습니다

- 최근 드시는 약 중 카프릴이나 인히베이스

혹은 제스트릴 등의 혈압강하제 혹은 이뇨제

의 용량이 바뀌었습니까?

- 잠시 누워 안정을 취하십시오

- 몇 분 동안 더 앉아 있으며 충분한 안정을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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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자기관리 프로그램 사용 후 설문 지침(연구자용)

1. 퇴원 후 2주동안 본「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습니까?

증상 항상 사용 가끔 사용 사용안함

1)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2)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3)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4)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5)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6)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7)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 가끔 또는 사용안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질문

2.「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중 가장 많이 사용하여 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_____ => 총 ______ 회

2)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_____ => 총 ______ 회

3)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_____ => 총 ______ 회

4)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_____ => 총 ______ 회

5)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_____ => 총 ______ 회

6)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_____ => 총 ______ 회

7)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_____ => 총 ______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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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의 활용이 증상 완화를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 혀

도움이

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이

되지않음

보통임
대체로

도움이 됨

매 우

도움이 됨

1)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2)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3)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4)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5)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

하며 메스꺼워요

6)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7)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4. 「증상별 관리 지침 안내도」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 용어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을 기록)

1) 평소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숨이 더 차요

2) 평소보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3)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깼어요

4) 평소보다 몸이 부은 것 같아요

5) 평소보다 입맛이 없거나 더부룩하며 메스꺼워요

6)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7) 평소보다 더 어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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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증상기록지

다음은 귀하가 퇴원 후 2주동안에 가정에서 경험한 증상들을 알아 보려는 질문들

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경험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표를 해 주

시길 바랍니다.

문 항
매 일

경 험

1주에

2-3회 경험

1주에

1회이하로

경험

1.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면 숨이 차다.

2. 누워서 숨쉬는 것이 힘들다.

3.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깬다.

4. 몸(특히, 발목이나 발등)이 부은 것 같다.

5. 입맛이 없다.

6.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다.

7.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8. 머리가 어지럽다.

9. 피곤함을 느낀다.

기타 경험한 증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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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자기효능 설문지

다음은 심부전의 자기 관리를 위한 귀하의 태도나 생각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각 문

항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아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

다.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심부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을 자신이 있다.
2. 나는 심부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을 자신이 있다.
3.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부전을 악화시

키는 행위(음주, 흡연 등)를 자제할 자신이

있다.
4. 나는 처방된 약을 시간에 맞추어

정확한 용량으로 먹을 자신이 있다.
5. 나는 신체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상활동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
6. 나는 매일 몸무게를 측정하여 몸무게의

변화를 확인할 자신이 있다.
7. 나는 비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체중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
8.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자신이 있다.
9.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자신이 있다.
10. 나는 숨이 찰 때 이를 스스로 관리

할 자신이 있다.
11. 나는 몸이 부은 것 같을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12 나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울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13.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14. 나는 머리가 어지러울 때

이를 스스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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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 ev elopm ent of a Self-M anagem ent Program u sing

D ecision Trees for Patients w ith Chronic H eart Faliure

Kim , Gi-Yon

Dep artm ent of N u rsin g

Th e Gradu ate Sch ool

Yon sei University

The purp ose of this stu dy w as to develop a self-m anagement program for

p 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CHF) using health problem-based decision trees,

and to evalu ate the clin ical applicability of the program . The first phase of this

study w as to determine the health problem s of p atients with CHF inclu ding their

self-m an agement strategies. This w as done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art

review s and a survey of patients to identify their health problem s and self-care

strategies. The secon d phase w as to draw up a preliminary self-m anagement

program u sing decision trees based on the self-m an agement stages developed by

Riegel et al.(2000). An expert team of three cardiologists, four professors in College

of Nursing, and one nurse with expertise in cardiology examined the preliminary

self-m an agement program for validity, and then a clin ical applicability test w as

done with six p atients at the Cardiovascular H ospital of Yonsei Medical Center in

Seoul between April 9 an d May 30, 2001.

The results of this stu dy are summ arized as follow s :

1. The self-m 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with CHF inclu ded the follow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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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health problem s: dyspnea on exertion, orth opnea, p aroxysm al nocturnal

dyspnea(PND), chest discomfort(chest p ain), edem a, indigesion (epigastric discomfort,

anorexia, and nausea), and dizziness.

2. The contents of the prelimin ary self-m anagement program for these seven health

problem s were set up in the following order : identification of the health problem,

confirmation of factors related to the problem, and suggestions for coping strategies.

3. As a result of the expert validity test, the framew ork for the preliminary

self-m an agement program w as m odified to the following order : identification of the

health problem, presentation of immediate coping behaviors, reconfirm ation of

problem, confirm ation of related factors, and suggestions for coping strategies.

4. As a result of the clinical applicability test using the self-m anagement program,

the m ost frequently using self-m anagement program w as found to be the program

related to dyspnea on exertion, and dizziness. On the other hand, the program

related to orthopnea and PND were not used during clinical applicability test

period .

5. The merits of th is program were found to be ease of understanding the content

and flow of the program, the ability to u se the program for symptom relief when

health problem s arose, and improvement in self-confidence to m anage health care

after u sin g the prgram .

6. Finally, it w as sh own that p atient self-efficacy increased after u sin g the program .

The extent of variation in self-efficacy ranged from 0.33 to 1.50.

In conclu sion, this study su ggests that a self-m anagement program u sing decision

trees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meth od for p atients with CHF. By utilizing the

program, the self-efficacy of patients with CHF will improv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 ords : Self-Management Program, Decision tree, CHF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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