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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 

 

뇌동맥류는 최근에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50%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치료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40-50%이며, 생존 후에도 

50%에서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은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재원 기간도 짧은 이점이 있지만, 시술 

환자의 10% 정도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뇌동맥류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뇌동맥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효과적인 추적관리를 위한 간호 중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행 받은 다음 외래 추적 관리를 받고 있는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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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편의 표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의 10문항,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요구도의 33문항과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오현수(1993)가 번역한 도구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불확실성과 불안에 관해서는 Mishel(1988)이 고안한 불확실성 도구의 

33문항을 전종숙(2005)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불확실성 도구로 수정 보완한 불확실성의 14문항, Spielberger(1975)의 

불안 척도를 김정태와 신동균(1978)이 수정 보완한 상태 불안의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이 자기 보고식 설문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 t-검정, 분산분석, 

Sheffe 검정,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전체 대상자 100명 중, 성별 분포는 여성이 81%(81명)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이고, 연령 분포는 51-60세가 53%(53명)로 가장 높았고, 평균 연령은 

56.36세이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81%(81명)이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66%(66명)이었다. 학력 분포는 고졸이 36%(36명), 중졸 이하는 

34%(34명)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39%(39명), 300만 원 

이상이 36%(36명)이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47%(47명)이고, 전체에서 주부는 

52%(52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내원 기간을 살펴보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외래를 방문한 경우가 40%(40명), 1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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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이가 36%(36명), 6개월 이상이 24%(24명)이었다. 뇌동맥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75%(75명)로 많고, 교육 형태로는 시술 전날 전공의의 

설명, 전담 간호사의 교육, 담당 교수의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교육 요구도는 50세 이하 

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24, p=.0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에 관한 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t=3.628, 

p<.001). 불확실성은 중졸 이하가 다른 군보다 높았고(F=4.657, p=.012), 

월평균수입 100만 원 이하 군과 101-300만 원 이하 군이 301만 원 이상 

군보다 불확실성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767, p=.00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1-6개월 미만이 1개월 미만보다 불확실성이 높게 

측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235, p=.017).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태 불안의 차이를 보면, 월평균 수입에 따른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F=5.034, p=.008), 월평균 수입이 101-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군보다 불안 정도가 높았다. 

3.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가 높으면, 불확실성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05, p=.024). 또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불확실성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18, 

p=.00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상태 불안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r=-.272, p=.006),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상태불안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51, p=.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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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 따르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는 

높았으나,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은 적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군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해야 하는 

뇌동맥류에 대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술 후 1-6개월 

미만의 군에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대상자는 시술 

전에 의료진과의 신뢰를 쌓고, 동영상이나 다른 시청각 자료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켜야 하겠다. 또한 퇴원 이후, 자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제공하는 자조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프로그램, 외래에서의 상담과 같은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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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뇌혈관 질환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53.2명이 앓고 있는 

전체 사망률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통계청, 2011). 뇌혈관 

질환은 허혈성과 출혈성 질환으로 나뉜다. 그 중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의 10-15%를 차지한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뇌 

기저부의 지주막하강에서 뇌동맥의 일부가 확장되고, 얇아져 주머니(꽈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국내 인구의 4-5%를 차지한다(변홍식, 2009). 뇌동맥류는 

파열성과 비파열성으로 나뉘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영상의학 기술의 발달로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이 증가하여 2006년 인구 10만 명 당 26.4명에서 

2009년에는 55.4명으로 증가하였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0).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뇌동맥류가 파열할 경우 5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고, 치료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40-50%, 치료로 생존할 경우에도 

50%에서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뇌동맥류 

파열 전 예방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rettler, 2005; Wright, 

2007; 김정은 외, 2010; 장기현 외, 2011).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에는 개두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이 있다.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1991년 Guglielmi의 분리형 

백금코일의 도입을 시초로 영상의학과 마취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게 되었다.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수술이 어려운 위치의 뇌동맥류나 연령이 높아 수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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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때 적응증이 되는데, 최근에는 파열 전 예방적인 치료법으로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코일 색전술을 이용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예방 치료할 경우, 

출혈로 인한 뇌부종이나 혈관 연축과 같은 합병증이 적어 치료 효과가 좋고, 재원 

일수도 줄어들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장기현 외, 20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그러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코일 색전술은 뇌동맥류의 완전 폐색을 장담할 

수 없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은 완전 폐색률이 50-80%이고, 혈류의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뇌동맥류의 크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 받은 환자의 

10%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외래 방문과 뇌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뇌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김영준, 2005). 

뇌동맥류 환자들은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질병에 대한 지식의 부족,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새롭고 낯선 경험, 교육의 불일치 및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질병 관련 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질병 관련 불확실성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Mishel, 1984).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보가 

애매모호하거나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을 때 나타난다. 환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확실성을 위험이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 질병 관련 

불확실성은 혈액종양, 혈액투석, 유방암, 관상동맥 중재술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난다(강윤희, 2006; 문연실, 2012; 이민정, 2009; 

이선이, 2004).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뇌동맥류 환자 또한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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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환자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낯설고 

두려운 상태라면,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불안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려움, 걱정과 같은 정서적 상태이며 (Spielberger, 1972), 병명 진단 

이후 겪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은 사전 정보 

제공, 교육,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이선경, 2003; 홍숙임 외, 2000). 

또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술받는 환자는 뇌동맥류의 진단 과정부터 

치료, 퇴원 후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장기간 추적 관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김종순, 2010). 이런 장기간의 추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기미영, 2010; 이영자, 2000), 재발 방지와 추후 관리를 

위해 각 시기에 적절한 중재와 지지를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학 연구에서 뇌동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개념에 대한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의 경우, 문헌 고찰 또는 환자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뇌동맥류 결찰술 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 프로토콜 

개발을 한 연구가 있고(김종순, 2010; 전희정, 2011; 최은영, 2006), 국외의 경우, 

뇌동맥류 시술에 대한 고찰과 시술 과정 전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Bader, 1997; Brettler, 2005; Wright,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의 기초자료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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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간호 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을

 파악한다. 

나)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뇌동맥류 

뇌동맥류란 동맥 분지가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으로 인해 

내탄력층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져 꽈리나 주머니와 같은 모양으로 늘어난 것을 

말한다(대한 신경외과학회, 2005). 본 연구에서 뇌동맥류는 혈관 내 시술인 코일 

색전술이 가능한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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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는 뇌동맥류에 분리형 백금코일을 채움으로써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막아 혈전을 유발하여 뇌동맥류를 색전시키는 

시술을 받은 환자이다(Vinuela, Duckwiler, Guglielmi, 1997). 

본 연구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스템을 통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혈관 내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환자로 정의한다. 

 

3) 교육 요구도 

Maslow(1954)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요구, 안전에 대한 요구, 사회 

안정에 대한 요구, 자기 존중, 자아실현의 요구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은 기본적인 요구 이외에 질병 상태에 따른 간호 요구가 

나타난다. 교육 요구도란 대상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과정, 추후 관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주관적인 요구이다 (조복희, 1999). 

본 연구에서 교육 요구도는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관련 교육 요구도의 33문항을 작성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고, 

행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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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성취 경험, 타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및 정서적 상태의 네 가지 요소가 있다 (Bandura, 1977).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오현수(1993)가 번역한 도구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17문항을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질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그 의미를 

지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지적 상태(Mishel, 1988)이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Mishel(1988)이 고안한 불확실성 도구의 

33문항을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종숙(2005)이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불확실성 도구로 수정 보완한 14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불안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상태 불안과 기질 불안으로 구분하였다. 상태 

불안은 어떤 긴장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이고, 기질 불안은 위태로움, 

걱정,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주관적이고 정서적 감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1975)의 상태 불안 척도에 대하여 김정태와 

신동균(1978)이 수정 보완한 20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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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본 문헌 고찰에서는 뇌동맥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뇌혈관 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과 

관련된 간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문헌에서 

나타난 각 개념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1.  뇌동맥류의 정의와 치료 

뇌동맥류는 혈관 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발생하여 혈관의 벽이 약해져 동맥이 

부풀어 오르거나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이다. 뇌동맥류가 부풀어 오르면, 신경이나 

뇌조직을 압박하여 신경성 마비, 두통, 목과 등쪽 통증, 오심,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대한신경외과학회, 2005; Brettler, 2005; Wright, 2007). 뇌동맥류는 비파열성과 

파열성 뇌동맥류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영상 진단과 관련한 의료 기술이 발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이나 뇌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혈관조영술을 통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파열 당시에 

직접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여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50%가 사망에 

이르고, 생존자의 50%에서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난다. 또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과 뇌혈관 연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을 통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치료는 파열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치료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Brettler, 2005; Wrigh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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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의 최상의 치료는 모동맥, 천공동맥, 주위 조직의 손상 없이 

뇌동맥류의 완전 폐색을 말한다. 뇌동맥류 치료 방법에는 개두술을 이용한 클립 

결찰술과 혈관 내 치료인 코일 색전술이 있고, 치료방법 외에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에 대한 추적관찰법이 있다. 반면 개두술을 이용한 클립 결찰술의 경우에는 

뇌동맥류의 완전 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두술을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개두술과 코일 색전술을 비교했을 때, 시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이 코일 색전술보다 높다(장기현 외, 20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1696명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 중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824명의 환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코일색전술의 30일 이내 사망률은 0.2%, 30일 이내 합병증은 6.3%이었고, 

개두술을 이용한 클립 결찰술의 30일 이내 사망률은 0.4%, 30일 이내 합병증은 

8.4%라고 보고하였다(김정은, 2010). 이러한 사망률과 합병증의 감소는 재원 

일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파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경우에는 클립 

결찰술에 비해 재원 일수가 4.5일이 적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은 파열성 뇌동맥류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신경중재술이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비파열 뇌동맥류의 진단과 치료는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에 

사용된 시술 중 코일 색전술은 50.9%이고 결찰술은 47.7%로 나타나 결찰술보다 

코일 색전술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코일 색전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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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색전술의 시술 여부는 연령, Hunt & Hess grade(grade 0-Ⅴ), 환자의 

신경학적 또는 의학적 상태,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방향, 주요 동맥과의 위치 

관계, 수술 시기, 전신 합병증, 수술 곤란 등에 따른다(김영준, 2005; Brettler, 

2005). 이는 환자의 예후와 입원 기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연구 중에, 뇌졸중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 

요구에 대한 지각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는 교육적 영역, 치료적 

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우선시하였다(김명숙, 2001). 뇌졸중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이어서 식이요법, 운동, 투약, 자가 간호, 퇴원 후 관리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 이식, 수술 및 시술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입원뿐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영역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유성희, 2003). 

뇌혈관 색전술 환자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교육 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한 

이후에 뇌혈관 색전술 환자를 위한 예비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김종순, 2010). 

그 다음 5명의 뇌혈관 색전술 환자를 심층 면담하여 교육 자료 항목을 보완한 

점이 특징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뇌혈관 색전술의 정의, 뇌혈관 색전술 시행 전, 

시행 후, 퇴원 후의 자가 관리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육 자료를 10명의 간호사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 시간 측정 및 미교육 

문항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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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 후에 재평가를 

실시하였다(김종순(2010). 첫 번째 이해도를 평가한 다음 재교육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 대상자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자료 제공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3.  뇌혈관 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말하며, 지식과 행동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건강 증진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Bandura, 1977). 효능 기대는 네 

가지 기본적 원인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데, 실제적 수행 성취,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가 그 원인이 된다(Bandura, 

1977; Elise, 1997). 대상자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타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취득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타인의 제안이나 

권고, 자기 지시, 신체적 정서적 상태의 이완이나 바이오피드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신과 타인의 영향으로 자기효능감이 증진하여 올바른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Bandura, 1977; 

Elise, 1997). 

뇌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로는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건강 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뇌졸중 

예방 프로그램(노국희, 2002; 박혜경, 2003; 옥지원, 2007), 뇌졸중 환자 대상 

자조관리 프로그램, 고혈압 환자 대상 개별 보건 교육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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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후에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금순 외, 2000; 김란주, 

2010; 박선일, 2004; 이현정, 2003; 조복희, 2003). 이 밖에도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의 전화 상담 프로그램(전종숙, 2005), 제 1단계 심장 재활 프로그램(임지영, 

2004), 자기 효능 정보 차원 프로그램(신주영, 김순용, 2002) 등 다양한 질병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기효능감이 상승한 결과를 

도출했다. 

국외 자료를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 예방을 위한 상담, 뇌졸중 환자 및 간호사 교육, 자기효능감과 

활동, 우울,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 증진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Carter, 2009; Green, 2007; Ireland, 2006; Korpershoek, 2011; 

Robinson, 2000; Sahebalzamani, 2009; 문지영, 조복희; 2011). 이러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지식, 정보 제공과 관련성이 크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가 간호 이행 점수도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증진한다면, 건강 관련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알맞은 교육을 시행한다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자가 간호 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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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에 대한 간호 연구 

불확실성은 질병 관련 사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그 의미를 자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지적 상태(Mishel, 1984)로 정보의 부족과 

관련되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 환자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그 질병의 증상 패턴과 질병 관련 사건이 자신에게 낯설지 않고, 

타인의 경험과도 일치함을 보인다면,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개인의 

경험,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적 유용성에 따라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요소로는 문화 또는 사회적 지지망에 따라 불확실성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김달숙, 오현숙, 1999). 또한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 형성, 

일관성 있는 설명,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차이로 인해 불확실성을 위험이나 기회로 인식하게 

된다. 만일 교육의 기회가 적거나,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환자에게 나타나는 

낯설음은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은 의사 결정자가 목적과 사건의 분명한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나고, 

환자가 질병 사건에 대한 인지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불확실성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가진다. 첫째, 질병의 애매모호성은 질병 

상태에 대한 신체적 실마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질병에 대한 고려 사항이 

혼란스럽게 바뀌는 것이다. 둘째, 복잡성은 치료 방법이나 건강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이다. 셋째, 불일치성은 의료인에게 받은 정보가 자주 바뀌거나 

이전에 받은 정보와 일관성이 보이지 않을 때이다. 마지막으로, 불예측성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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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경험이 이전의 질병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Bailey, Landerman, 

Barroso & Bixby, 2009; 양남영, 김명자, 2002). 

불안은 어떤 상황이 개인에게 위협으로 인지되어 나타날 수 있는 

두려움이나 떨림, 걱정과 같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을 말하며, 불안의 종류는 

상태 불안과 기질 불안이 있다. 상태 불안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안이고, 기질 불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로 

나타난다(Spielberger, 1972). 불안은 수술이나 시술 전, 검사 전과 같이 

대상자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고, 특히 수술이나 시술 

과정, 검사 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함께 있는 상태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수술, 

시술, 검사 전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제공이나 교육, 중재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을 시행한 후 불안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혜영, 

2010; 이선경, 2003; 홍숙임, 2000). 

불확실성과 불안의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는 질병 과정 중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불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삶의 질, 간호 요구도,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최순기, 2003; 이민정, 2009; 문연실, 2012). 이 연구에서는 

시술이나 수술 전에 다양한 질병에 대하여 간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현재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 간호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과 

불안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수술 전 간호 정보 제공이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이선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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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방 

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정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계속적인 치료와 외모의 변화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쉽고, 평생 동안 자신의 질병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불확실성과 불안은 질병 관련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불안해지고, 떨리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불확실성은 만성 질환자의 치료 단계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조옥희, 2000; 조계화, 손보경, 2004). 

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았으나,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개념과의 

관련성을 가진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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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과 표본 크기 산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1개의 상급종합 병원에서 뇌혈관 코일 

색전술을 시행받고, 외래 추적 관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에 한한다. 표본 추출 방법은 임의 추출 방법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최초로 코일 색전술의 시행을 받은 후, 외래에 내원

한 환자 중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나) 만 18 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심혈관조영술을 이용한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자 

나) 이전에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은 자 

다) 출혈성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 받은 자 

라) 뇌종양과 뇌동맥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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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크기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Cohen의 표본 크기 계산법에 따라, 

G-Power 3.1.3(Faul, Erdfelder, Buchner & Lang(200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3, 검정력 .80, 유의 수준 .50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로 

표본 크기는 84명이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탈락률 20%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00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3.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술하는 담당 신경외과 의사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해당 간호부와 신경외과 외래 

간호사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고 

외래로 추적 관찰을 받는 100명의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자료 수집 관련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피험자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읽기가 불편한 노인이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직접 설문지를 읽고 이해시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설문지에 수집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4.  연구 도구 

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교육 요구도 

김종순(2010)의 뇌동맥류 색전술 환자 요구도 설문과 최은영(2006)의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코일 색전술 후 퇴원 관리, 환자 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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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고려사항(Wagner, 2005; Wright, 2007)에 대해 문헌 고찰을 한 후,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서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의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알고 싶지 않다’(1점), 

‘알고 싶지 않다’(2점), ‘알고 싶다’(3점), ‘매우 알고 싶다’(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7이다. 

 

2)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오현수(1993)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행동의 

시작(2), 노력(6), 지속하려는 의지(5), 성취(2), 확신(2)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 

(5점)이고,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오현수(1993)가 번역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s α는 .91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4이다. 

 

3) 불확실성 측정 도구 

Mishel(1988)의 불확실성 측정 도구(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전종숙(2005)이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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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1이다. 

 

4) 불안 측정 도구 

Spielberger(1975)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정태와 

신동균(1978)이 수정 보완한 상태 불안 도구를 사용했으며, Cronbach’s α

는 .86-.87이었다. 불안 도구는 4점 척도이고 ‘전혀 아니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보통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불안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6이다. 

 

5.  연구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나)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정도는 총점, 평균 평점,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정도 차이는 t-검정, 분산분석, 

Sheffe 사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라)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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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문서번호; 

CIRB-00049_1-020),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하였다. 또한 작성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었고, 사전에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고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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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학력, 월평균 수입, 직업,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기간, 동반질환 유무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교육 

경험 유무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제 대상자 100명에서 성별은 여성이 81%(81명)이며, 연령은 

51-60세가 53%(53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연령의 평균은 

56.36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1%(81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66%(66명)이었고, 학력은 고졸이 36%(36명)이고, 

중졸 이하는 34%(34명)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39%(39명), 

300만 원 이상이 36%(36명)이었다. 직업을 가진 경우가 47%(47명)이었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부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외래 방문까지 소요 기간인 시술 후 기간을 

살펴보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외래를 방문한 경우가 

40%(40명)로 가장 많았다. 그 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36%(36명), 6개월 

이상에서 외래를 방문한 경우가 24%(24명)이었고, 가장 오랜 기간 외래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시술 후 3년이 경과한 후였다. 뇌동맥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75%(75명)로 많았고, 교육의 형태로는 시술 전날 전공의의 

설명, 전담 간호사의 교육, 담당 교수의 설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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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n=10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19 19  

여 81 81  

 

연령 

31-40세 10 10 

56.36±10.05 
41-50세 10 10 

51-60세 53 53 

61-70세 이상 27 27 

 

 

결혼 상태 

미혼 3 3  

기혼 81 81  

이혼 6 6  

사별 6 6  

기타 1 1  

 

종교 

천주교 17 17  

개신교 25 25  

불교 24 24  

무 34 34  

 

학력 

중등 미만 21 21  

중등 졸 13 13  

고졸 36 36  

대졸 이상 30 30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39 39  

101-200만 원 이하 14 14  

201-300만 원 이하 11 11  

301만 원 이상 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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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계속)         (n=10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직업 

전문직 11 11  

회사원 8 8  

상업, 사업 15 15  

주부 52 52  

기타 14 14  

 

시술 후 기간 

1개월 미만 40 40  

1-6개월 미만 36 36  

6-12개월 미만 9 9 3.50±7.35 

12-24개월 미만 9 9  

24개월 이상 6 6  

 

동반질환 
유 44 44  

무 56 56  

 
뇌동맥류 관련 

교육경험 

유 25 25  

무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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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정도 

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2>와 

같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는 총점 132점, 평균 점수는 

103.72점이었고, 총 평균 평점은 4점 만점 중 3.14 ± .49점으로 중상 정도로 

측정되었다. 가장 요구도가 높은 문항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합병증‛(3.51

± .59)이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 ‚성생활의 시기‛(2.51± .86)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뇌동맥류의 질병에 대한 교육 요구도에서 ‚뇌동맥류의 

치료방법‛(3.42± .6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전에는 ‚현재 상태와 검사 

결과‛(3.41±.64), 시술 후에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증상‛(3.37±.63), 

퇴원 후에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합병증‛(3.51± .59)이 가장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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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n=100) 

교육 요구도 문항 평균±표준편차 

뇌동맥류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3.42±.61 

뇌동맥류의 진단방법 3.35±.63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치료과정 3.35±.66 

뇌동맥류의 증상 3.33±.60 

뇌동맥류의 원인 3.30±.61 

뇌동맥류의 정의 3.16±.6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전 

현재상태와 검사결과 3.41±.6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전날 준비사항 3.17±.60 

시술 전날 피부 준비의 이유 3.09±.6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전날 금식시간, 금식이유 3.08±.68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마취방법 3.04±.75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증상 3.37±.63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절대 안정시간, 이유 3.19±.65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깨어나는 시간 3.14±.70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이동 장소 3.10±.73 

중환자실에서의 체류 이유 3.04±.75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의 이동시기 
3.03±.73 

코일 색전술 후 퇴원관련 내용, 자가 관리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합병증 3.51±.59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이상증상 시 대처 방법 

(시야 흐림, 다리 저림, 심한 두통, 발열, 언어장애 등) 
3.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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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계속)       (n=100) 

교육 요구도 문항 평균±표준편차 

응급 상황, 이상증상 시 연락처 3.39±.68 

주기적인 추가검사 여부 3.28±.70 

일상생활 가능 시기 3.20±.64 

처방 받은 약물의 복용 이유와 방법,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복용 여부 
3.15±.69 

서혜부 상처 관리법 3.15±.66 

운동(수영, 골프, 헬스,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등) 

가능여부, 가능한 시간 
3.13±.73 

식이 요법 3.12±.7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병원 방문일자 3.11±.65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퇴원일자 3.06±.65 

샤워나 목욕 가능 시기 3.05±.66 

운전 가능한 시기 2.79±.82 

직장 복귀 시기 2.63±.93 

금주, 금연 여부 2.57±.98 

성 생활의 시기 2.51±.86 

총 평균 평점(4점 만점) 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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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3>과 

같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총점 85점, 평균 59.15점, 총 

평균 평점은 3.48±0.85점이었다. 각 문항 중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3.76±.87),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3.70 ± 1.18),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3.66 ± 1.13)의 문항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3.17±1.10)와 ‚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3.26±1.08),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3.33±1.0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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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              (n=100) 

자기효능감 문항 평균±표준편차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3.76±0.87 

†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3.70±1.18 

†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 
3.66±1.13 

†
나는 일을 끝내기 전 포기한다. 3.63±1.17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땐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 3.60±0.83 

†
나는 쉽게 포기한다. 3.55±1.12 

†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3.55±1.23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3.48±0.88 

†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3.46±1.05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3.44±0.89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3.42±0.92 

 

†
나는 새로운 일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3.44±0.9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낼 때까지 

매달린다. 
3.38±1.04  

†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3.35±1.11 

†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3.33±1.08 

†
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3.26±1.08 

†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17±1.10 

총 평균 평점(5점 만점)     3.48±0.85 

†
역환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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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4>와 같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총점 70점, 평균 38.97점이었고, 

총 평균 평점은 2.78±0.94점이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3.85 ± 1.04), ‚나는 내 질병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잘 모르겠다.‛(3.37±1.08) 순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나의 진단명과 수술을 잘 모르겠다.‛(2.09 ± 1.22)와 ‚나는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2.48 ± 1.1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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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                 (n=100) 

불확실성 문항 평균±표준편차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3.85±1.04 

나는 내 질병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잘 모르겠다. 3.37±1.08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3.09±1.13 

나는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07±1.19 

나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3.04±1.18 

내 질병의 위험 요인을 잘 모르겠다. 2.67±1.25 

나는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2.67±1.31 

질병에 대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2.66±1.23 

내 질병의 치료 경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 2.55±1.19 

나는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54±1.27 

나는 의료진이 내 질병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2.49±1.19 

나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겠다. 2.48±1.11 

나는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2.40±1.23 

나는 나의 진단명과 수술명을 잘 모르겠다. 2.09±1.22 

총 평균 평점(5점 만점) 2.7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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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안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상태 불안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5>와 

같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상태 불안은 총점 80점, 평균 38.97점이었고, 

총 평균 평점은 2.31 ± .87점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2.81 ± .85),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2.77 ± .80)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1.65±.87), ‚나는 

불안하다.‛(1.85±.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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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상태 불안               (n=100) 

상태 불안 문항 평균±표준편차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2.81±.85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77±.80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2.76±.85 

나는 자신감이 있다. 2.73±.89 

나는 만족스럽다. 2.72±.90  

나는 마음이 놓인다. 2.71±.94 

나는 기분이 좋다. 2.69±.81 

나는 마음이 편하다. 2.64±.96 

나는 즐겁다. 2.63±.86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2.41±.95 

나는 긴장되어 있다. 2.31±.94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2.16±.95 

나는 걱정하고 있다. 2.02±.86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95±.94 

나는 짜증스럽다. 1.90±.92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있다. 1.88±.9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88±.97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86±.98 

나는 불안하다. 1.85±.90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 1.65±.87 

총 평균 평점(4점 만점) 2.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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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차이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의 총점은 132점이고 평균 103.72점이었다. 50세 이하에서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109.20±11.08), 연령에 따른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24, p=.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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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도의 차이             (n=100) 

특성 구분 실수 평균 ± 표준편차 t/F p 

성별 
남 19 106.10±13.99 

.721 .473 
여 81 103.16±16.46 

연령 

50세 이하 20 109.20±11.08 

3.24 0.43* 51-60세 53 104.66±17.54 

61세 이상 27 97.81±14.40 

결혼 
유 81 103.49±14.50 

.291 .772 
무 19 104.68±21.69 

종교 
유 66 102.23±16.82 

1.305 .195 
무 34 106.62±14.04 

학력 

중졸 이하 34 102.44±13.76 

.902 .409 고졸 36 102.19±18.71 

대졸 이상 30 107.00±14.79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39 100.77±14.64   

101-300만 원 이하  25 108.12±13.63 
1.632 .201 

301만 원 이상  36 103.86±18.43 

직업 
유  47 106.68±17.83 

1.762 .081 
무  53 101.09±13.81 

시술 후 기간 

1개월 미만 40 102.03±18.89 

1.474 .234 1-6개월 미만 36 107.33±13.66 

6개월 이상 24 101.13±13.39 

동반질환 
유 44 105.23±16.39 

.834 .406 
무 56 102.54±15.72 

뇌동맥류 관련 

교육경험 

유 25 108.55±15.22 
1.631 .106 

무 75 101.50±17.3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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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총점 85점, 평균 59.15점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뇌동맥류 교육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고(108.55±15.2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2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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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n=100) 

특성 구분 실수  평균 ± 표준편차  t/F p 

성별 

남 19 58.00±05.77 

.595 .553 
여 81 59.42±09.99 

연령 

50세 이하 20 59.70±08.96 

.633 .936 51-60세 53 58.85±09.38 

61세 이상 27 59.33±09.81 

결혼 

유 81 58.84±09.66 

.686 .495 
무 19 60.47±07.84 

종교 

유 66 59.33±09.89 

.273 .786 
무 34 58.79±08.26 

학력 

중졸 이하 34 59.41±09.83 

1.595 .208 고졸 36 57.17±09.50 

대졸 이상 30 61.23±08.28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39 58.82±09.45 

.460 .633 101-300만 원 이하  25   58.04±10.11 

301만 원 이상  36 60.28±08.76 

직업 

유  47 58.66±07.69 

.493 .623 
무  53 59.58±10.62 

시술 후 기간 

1개월 미만 40 60.00±09.48 

.681 .508 1-6개월 미만 36 57.69±08.94 

6개월 이상 24 59.91±09.76 

동반 질환 

유 44 58.36±09.46 

.746 .458 
무 56 59.77±09.25 

뇌동맥류 관련 

교육경험 

유 25 64.68±09.35 

3.628 

 

<.001 

** 무 75 57.31±08.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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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학력에 따른 

불확실성은 중졸 이하에서(43.29±11.33)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657, 

p=.012), 평균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군에서  불확실성이 높았고(41.94 ±

11.0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767, p=.004). 또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1-6개월 미만인 군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측정되었고(42.83 ± 12.36),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235, p=.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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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         (n=100)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 19 38.47±10.25   

.211 .833 
여 81 39.09±11.61 

연령 

50세 이하 20 38.20±11.10 

.109 .897 51-60세 53 38.87±11.19 

61세 이상 27 39.74±12.10 

결혼 
유 81 38.62±11.43 

.641 .523 
무 19 40.47±11.03 

종교 
유 66 39.14±11.91 

.204 .839 
무 34 38.65±10.25 

학력 
Sheff검정 

중졸 이하a 34 43.29±11.33 

4.657 

 

.012* 
a>c 

고졸b 36 38.11±11.90 

대졸 이상c 30 35.10±09.07 

월평균 수입 
 Sheff검정 

100만 원 이하a 39 41.94±11.03 

5.767 

 

.004* 
a,b>c 

101-300만 원 이하b  25 41.36±11.74 

301만 원 이상c  36 34.08±09.87 

직업 
유  47 38.30±12.06 

.557 .579 
무  53 39.57±10.71 

시술 후 기간 
Sheff검정 

1개월 미만a 40 35.50±10.29 

4.235 

 

.017* 
b>a 

1-6개월 미만b 36 42.83±12.36 

6개월 이상c 24 38.96±09.78 

동반 질환 
유 44 38.48±10.79  

.384 .702 
무 56 39.36±11.80 

뇌동맥류 관련 

교육경험 

유 25 37.32±10.58 
.840 .403 

무 75 39.52±11.57 

*p<.05 , Sheff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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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상태 불안은 총점 80점, 평균 46.33점이었고, 평균 수입이 101-300만 원 

이하인 군에서 불안 점수가 높았으며(50.32 ± 7.6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034, p=.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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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 불안의 차이        (n=100)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t/F    p 

성별 
남 19 47.53±06.30 

.748 .456 
여 81 46.05±08.04 

연령 

50세 이하 20 44.20±05.79 

3.064 .051 51-60세 53 48.09±08.00 

61세 이상 27 44.44±07.85 

결혼 
유 81 46.23±07.89 

.254 .800 
무 19 46.74±07.21 

종교 
유 66   46.51±07.75 

.332 .740 
무 34 45.97±07.79 

학력 

중졸 이하 34 47.65±10.11 

1.364 .260 고졸 36 44.69±06.70 

대졸 이상 30 46.80±05.30 

월평균 수입 
Sheff검정 

100만 원 이하a 39 44.44±08.63 

5.034 

 

.008* 
b>a 

101-300만 원 이하b  25 50.32±07.66 

301만 원 이상c  36 45.61±05.67 

직업 
유  47 46.15±08.25 

.219 .827 
무  53 46.49±07.32 

시술 후 기간 

1개월 미만 40 46.18±05.66 

1.504 .227 1-6개월 미만 36 47.83±09.89 

6개월 이상 24 44.33±06.82 

동반질환 
유 44 46.30±06.67 

.039 .969 
무 56 46.36±08.53 

뇌동맥류 관련 

교육경험 

유 25 45.88±06.73 
.335 .739 

무 75 46.48±08.07 

*p<.05 , Sheff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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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는 <표 10>과 같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05, p=.024). 또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18, p=.00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272, p=.006),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상태불안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51, p=.012). 

 

<표 10> 교육 요구도 ,  자기효능감 ,  불확실성 ,  불안의 관계      (n=100)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상태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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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요구도 .026(.798) .225(.024) * .126(.211) 

자기효능감  -.318(.001) ** -.272(.006) ** 

불확실성   .251(.012)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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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 

 

1.  논의 

본 연구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와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와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간호관리의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류하면, 남녀의 비율이 약 1:4로 

여성의 발병 빈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53%(53명)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53.36세였다. 이는 뇌동맥류가 여성과 남성이 3:2의 비율로 

발생하고 호발 연령이 35-65세라는 결과(American Society of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2007)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짧은 기간동안 단일 

기관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대상자가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로 국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자료에서는 2005-2009년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받은 여성이 64.7%이고 60대가 27.1%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인 60대의 20%와 유사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0).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 문항에서 ‚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합병증 ‛ ,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이상 증상 시 대처방법‛이 가장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냈다. 퇴원 후 자가 관리 분야에서 합병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병원 퇴원 이후 관리에 

중점을 두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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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총점 85점 중 

평균은 59.15점이고, 평균 평점은 3.48±0.85점이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복막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인 평균 57.40점과 평균 평점 

3.38± .59점(김지영, 2009)과 비교한다면 조금 높았다. 또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인 평균 평점 3.40(신주영, 김순용, 2002)보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다른 대상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받은 군(25%)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이는 교육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신주영, 김순용, 2002; 김란주, 2010; 기미영, 2010).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자신감이 상승하고,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andura, 1977; Elise, 1997). 

 또한 자조 관리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자기 효능 증진 프로그램, 

전화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퇴원 후 자가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이 증진한다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자기 간호 행위, 삶의 질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고혈압 보건교육이나 자조집단 프로그램,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자기 효능 정보 자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측정되었고(신주영, 김순용, 2002; 김란주, 2010; 기미영, 

2010; 김미숙, 전미선, 2002), 심혈관 중재술을 받고 퇴원 후 투약, 식이, 운동, 

상처관리, 일상생활, 신체 상태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전화 상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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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상자 또한 자기효능감 점수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전종숙, 2005). 

이렇듯 여러 가지 중재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 하였다(전종숙, 2005; 기미영, 2010; 김란주, 2010). 

본 연구의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총점 70점 중 

평균 38.97점이었고, 평균 평점은 2.78 ± 0.94점이었다. 이는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가 퇴원한 후 4주 시기의 불확실성 점수인 41.8±9.32점(전종숙, 2005)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1-6개월 미만의 42.83점과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자의 시술 후 평균 기간이 3.5개월이고, 전체 

대상자의 시술 후 기간이 7일에서 36개월까지로 광범위한 기간이므로, 위의 

연구와 시술 후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 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심장 판막 수술환자의 불확실성 점수의 평점 평균인 2.44±.53점(이여진, 

2009)과 혈액 종양환자의 불확실성 정도인 100점 만점 중 47.98점(이민정, 

2009)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불확실성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55.67점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 정도가 다른 질환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 차이는 월평균 수입이 

101-300만 원 이하와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학력과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민정, 2009; 이선이, 2004; 이여진, 2009; 이인숙, 2004; 전종숙, 2005).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불확실성이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영향으로 

다양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의 차이와 이해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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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술 후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은 1개월-6개월 미만에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1-3개월 미만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높고, 

1개월 미만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1-6개월 미만 대상자에서 가장 높고, 1개월 미만에서 가장 낮은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이민정, 2009).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기간이 1-6개월 미만, 월평균 수입 

101-300만 원 이하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2005-2009년의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의 비교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클립 

결찰술의 입원 기간이 평균 10-13일 더 길지만, 색전술의 보험급여 비용은 140만 

원이 더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0). 또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술 

받은지 6개월이 지난 후에 고가의 뇌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중증 질환 대상이 아니고 고비용의 의료 수가를 적용 

받으므로 경제적 측면과 시술 기간에서 불확실성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Mishel(1984)은 불확실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개인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는 치료 과정이나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적 요소의 차이로 

불확실성을 위험과 기회로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어(조옥희, 2000; McCormick, 

Germino, Lin, Pruthi, Wallen, 2009) 불확실성의 증가와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회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나 교육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고 

대처함으로써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다(Lien, Lin, Kuo, Chen, 2009). 또한 혈액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연진, 최희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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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같은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불안을 

느끼게 된다. 불안은 증상 패턴을 평가하는 능력과 질병 관련 정보를 찾는 능력을 

방해하여 직간접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불안은 총점 80점 중 평균 46.33점이었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41.9점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식 전 질병이 재발한 군의 

47.2점과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최소은, 박호란, 반자영, 2006). 이것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가 재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불안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경우, 학력과 월평균 수입에 따라 

불확실성과 불안의 차이를 보이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정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는 심혈관조영술을 시술 받은지 1년 후의 대상자, 유방암 

환자,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였다(Eastwood, 2008; 

전종숙, 2005; 조옥희, 2000). 

뇌동맥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로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는 불확실성과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실제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재원 

기간이 3-4일 정도로 짧아 교육을 제공할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PTCA(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의 경우도 1-2일의 

짧은 재원 기간으로 환자와 가족의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White, 1995). 따라서 이러한 짧은 재원 기간 동안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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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 제공 방법은 짧은 교육 시간과 시각적 효과가 좋아 교육 

후 만족도가 높아 유용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복강경 수술 

환자와 심혈관조영술 환자에게 동영상과 책자를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했을 때,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교육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시간 단축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퇴원 후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동영상을 활용한 방법이 유용했다(김유경, 2009; 이상훈, 2005; 

이윤정, 2000). 

지금까지는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유방암, 혈액암 등의 공동체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는데(김미숙, 2002; 유수정, 김현숙, 김금순, 백환금, 2001; 

전미선, 2002; 전은영, 2005), 뇌동맥류 환자에게도 이러한 자조 관리 프로그램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여 

질병에 대한 친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모임은 서로에게 

지지체계로 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의료진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방법으로 의료진과의 만남, 교육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자조집단에서 

의료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강윤희, 2006; 신선미, 이은남, 강지연, 2006). 

이러한 간호 정보 제공은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서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우선 파악한 후 간호 정보제공 자료에 

추가하고, 정보 제공 방법과 시간, 시기를 조율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뇌동맥류 교육 각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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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구도가 높으므로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더욱 증진시키고, 

질병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불안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개의 기관에서만 시행하여 연구 결과를 모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 

다양한 의료기관의 대상자를 상대로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학력, 월평균 수입, 시술 후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단지 그 대상자의 불확실성이 질병 관련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지 경제적 상태에 따른 불확실성인지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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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기 발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계속적인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교육 요구도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고,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불안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환자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불안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술 전, 퇴원 후 제공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교육 요구도에 

알맞은 다양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질병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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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간호 실무 측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의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재원 기간이 짧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시술 

전날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소책자를 

제공하여 재확인할 기회를 줄 것을 제언한다. 퇴원 후 참여할 수 있는 자조 관리 

모임을 만들고, 동기 부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교육, 예방을 위한 고혈압 관리, 식이 관리, 

상담 프로그램, 일상생활 수행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합병증 예방 교육, 

정서적 지지의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는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주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책임감을 주는 방법이다. 또한 외래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가 일차적으로 환자 면담을 통해 교육의 만족도와 환자의 현재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자가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외래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는 추적 관찰 기간의 간격이 큰 환자에게 

주기적인 전화 통화를 재공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킬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간호 사정과 중재를 통해 간호사 만족도 또한 상승할 수 있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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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측면 

대상자 교육 측면에서 뇌동맥류 환자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 입원과 퇴원을 

하게 되는데, 외래 간호사, 병동 간호사, 전문 간호사, 혈관 조영실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와 같이 여러 분야의 간호사와 접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 외래 방문 시 대상자는 

뇌동맥류라는 질병을 접하게 되므로, 간호사와 만남을 통해 전반적인 질병 과정에 

대한 일차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외래 간호사는 추적관찰 시 외래에서 

대상자를 계속 접하게 되므로, 대상자와의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병동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는 입원 시 뇌동맥류 색전술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질문에 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퇴원 교육 시에 대상자에게 퇴원 후 자가 

관리나 자조관리 모임 참여를 격려하고 교육의 이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을 

제언한다. 혈관 조영실 간호사는 진단과 시술 시 두 번의 만남을 가지므로, 낯선 

시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대기시간 동안 제공하고, 첫 번째 

진단검사 후 다음 시술을 위해 신뢰감 형성을 해야 한다. 특히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1-6개월 군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으므로 이 시기의 대상자에게 

좀더 집중적인 교육과 지지, 간호중재를 제공함으로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 교육 측면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 간호를 위해 각 분야의 

간호사 모임을 가져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정기적 모임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중재 전략을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방법으로는 병원 내 직무 교육,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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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발, 비디오를 이용한 집답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을 

제언한다. 

 

3) 연구 측면 

본 연구는 대상자를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파열성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교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교육 자료를 이용해 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와 전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를 관찰하면서 추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관찰군과 치료군을 비교한 후, 교육 요구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안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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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관 조영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술 받은 

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교육 요구도, 불확실성, 불안,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간호 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음을 약속 드립니다. 본 연구의 참여는 

귀하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귀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대기하시는 동안, 각 문항에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뇌동맥류 환자의 간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소중한 시간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연세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송분연 

근무처: 서울성모병원 혈관조영실 

연락처: (개 인) 010-****-**** 

                                  (근무지)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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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의 목적, 방법, 개인 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 불이익,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철회 가능성에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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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구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시거나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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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하의 종교는? 

① 천주교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무    ⑥ 기타 (              ) 

5)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 중등 미만   ② 중등 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6) 귀하의 평균 수입은? 

① 100만 원 이하 ② 101-200만 원 ③ 201-300만 원 ④ 300만 원 이상 

7)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회사원  ③ 상업,사업  ④ 학생  ⑤ 주부 ⑥ 기타(        ) 

8) 귀하의 뇌혈관 코일 색전술 시술 날짜는? 

(         년     월     일)                                       

9) 뇌 동맥류 외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있다면, 구체적으로)? 

① 있다(                                                 ). 

② 없다. 

10) 뇌동맥류 시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육받은 곳이 어디인지 

작성해 주세요. 

① 있다(                                               ).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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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과정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교육 받기 원하는 문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V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다 

매우 알고 

싶다 

뇌동맥류 

1. 뇌동맥류의 정의     

2. 뇌동맥류의 원인     

3. 뇌동맥류의 증상     

4. 뇌동맥류의 진단 방법     

5.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6.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치료과정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전 

7.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전날 

준비사항 
    

8. 현재 상태와 검사결과     

9.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마취방법     

10. 시술 전날 피부 준비의 이유     

1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전날 

금식시간, 금식이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12.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깨어나는 시간 
    

13.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이동 

장소 
    

14.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절대 

안정시간, 이유 
    

15.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일반적인 증상 
    

16.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중환자

실에서 일반병동으로의 이동시기 
    

17. 중환자실에서의 체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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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다 

매우 알고 

싶다 

코일 색전술 후 퇴원관련 내용, 자가 관리 

18.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퇴원일자 
    

19.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의 합병증     

20.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병원방문일자 
    

21.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이상증상 시 대처방법(시야 흐림, 

다리 저림, 심한 두통, 발열, 언어 

장애 등) 

    

22. 성생활의 시기     

23. 처방 받은 약물의 복용 이유와 방

법,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복

용 여부 

    

24. 식이요법     

25. 샤워나 목욕 가능 시기     

26. 서혜부 상처 관리법     

27. 운전 가능한 시기     

28. 일상생활 가능 시기     

29. 운동(수영, 골프, 헬스,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등) 가능 여부, 

가능한 시간 

    

30. 주기적인 추가 검사여부     

31. 금주, 금연여부     

32. 직장복귀 시기     

33. 응급상황, 이상증상 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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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은 후 귀하의 

현재의 상태라고 바로 느끼는 문항에 빠짐없이 V표 해 주세요.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생각나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9. 나는 불안하다.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2. 나는 짜증스럽다.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6. 나는 만족스럽다.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 
    

19. 나는 즐겁다. 
    

20. 나는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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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가 질병이나 치료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행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 빠짐없이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2. 나는 내 질병이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잘 모르겠다. 
     

3. 나는 의료진이 내 질병에 대해 설

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4. 나는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5. 나는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6. 나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하

는지 모르겠다. 
     

7.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

르겠다. 
     

8. 질병에 대해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에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9. 나는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10. 나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겠다. 
     

11. 나는 나의 진단명과 수술명을 잘 

모르겠다. 
     

12. 내 질병의 위험 요인을 잘 모르겠

다. 
     

13. 내 질병의 치료 경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 
     

14. 나는 등산이나 달리기와 같은 운

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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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귀하의 현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문항입니다. 

현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나타낸 문항에 빠짐없이 V표 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없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

을 이룰 수 있다. 
     

2.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3.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4.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5. 나는 일을 끝내기 전 포기한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 
     

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

낼 때까지 매달린다. 
     

9.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

을 시작한다. 
     

10. 나는 새로운 일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11.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1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13.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14. 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15.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긴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진 답변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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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RB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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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education needs, self-efficacy, 

uncertainty, and anxiety in patients after coil embolization of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Song, Boon Ye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Intracranial aneurysm is a fatal cerebrovascular disease, 

which comprises 4-5 percent of the domestic population. When it is ruptured, 

50% of people in this case died instantly. Recently, early detection and 

preventive care, such as coil embolization for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has been increasingly implemented. As a result, long-term follow-up care and 

management are necessary for this group of patient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ducational needs, 

self-efficacy, uncertainty, and anxiety of patients who underwent coil 

embolization of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nd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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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t 

sample of 100 patients who underwent coil emoblization for an intracranial 

aneurysm at a university hospital and visited outpatient clinic. The 

questionnaires included demographic and clinic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needs, and scales of self-efficacy, uncertainty, and anxie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mostly women (81%) and the 

mean age was 56.36 years old (SD: 10.05). Participants’ educational needs 

were high among those under 50 years old than older group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F=3.24, p=.043).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high among 

those who received the education related to intracranial aneurysm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t=3.628, p<.001).Uncertainty was high among those of 

middle school graduates or lower (F=4.657, p=.012), and those who visited 

outpatients clinic 1-6 months after coil embolization (F=4.235, p=.017). The 

self-efficac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uncertainty (r=-.318, 

p=.001) and anxiety (r=-.272, p=.006). Participants’ educational needs and 

anxie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uncertainty (r=.005, p=.024; r=.251, 

p=.012).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nurse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uncertainty and anxiety and improving 

self-efficacy for patients after coil embolization for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by providing education an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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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of a self-help group or phone counseling program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s would be helpful to promote self-care for this population 

who need long-term follow-up. 

 

 

 

 

 

 

 

 

 

 

 

 

 

 

 

 

 

 

Key word: coil embolization, education needs, self-efficacy, uncertainty, 

anx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