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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선천성 심질환아의 맞춤형 퇴원 교육 책자 개발

본 연구는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원 시 환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퇴

원 교육 책자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1980년 이후 선천성 심질환 수

술 후 퇴원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분석 및 web site 분석을 통하여 선천

성 심질환으로 수술 후 퇴원 교육으로 시행되거나 추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의 연령 및 발달 단계, 심질환 진단명 및 수술방법, 수술단계에 따라 개별

화된 맞춤형 교육 내용을 개발하였다.

분석된 퇴원 후 교육 내용은 상처관리 및 목욕, 퇴원 후 식이, 예방접종, 심

내막염의 예방. 응급상황 및 연락처, 학교생활 및 운동, 약물, 치아 관리의 8개

의 주제이며, 개별 맞춤형 영역에서는 환아의 연령, 발달 단계, 유전적 질환

유무, 식이 과정, 진단명 및 수술 방법이 포함되었다. 진단명의 모식도는 소아

심장 전문의에게 확인되고, 수술 모식도는 소아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에게, 맞춤

영역의 교육 내용은 환아의 소아심장전문의에 의해 검토된 후 내용이 수정 보

완되었다.

선천성 심질환은 만성 질환 중 다빈도 질환으로 가장 중요한 간호중 하나는

퇴원시 교육이다. 신생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의 전 과정과 다

양한 진단과 수술형태에 따른 교육 요구는 다양할 것이나,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내용으로는 요구 충족에 비효과적일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맞춤

형 퇴원 교육 책자를 활용 한다면, 심질환아의 질병 관리 및 생애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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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선천성 심장병의 유병율은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 1000명당 약 8.8명이라고

알려져 있다(박인숙, 2008). 그러나 과거에는 시행하지 못하던 복잡 심기형 수

술 등 수술 기술의 발달로 선천적 심질환은 대부분이 외과적 교정이 가능해졌

다(American Heart Association, 2012). 복잡한 심장기형인 경우에는 한번의

수술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하여 선천성 심장기형에 대

한 이해, 수술의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와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다.

또한 심장 수술이 종결된 이후에도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심술은 수술 중에 인공심폐기를 사용하고, 수술 직후에는 인공호흡기와

더불어 중심정맥도관, 동맥도관, 흉관 등을 삽입하므로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

서는 혈역학적 안정을 위한 집중치료를, 일반병실로 전실한 후에는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퇴원 후에는 심장 회복을 위한 간호가 이어져야 한다

(Dodds & Merle, 2005). 따라서 환아 가족은 퇴원 후에도 환아의 호흡, 수유,

구토, 감염, 발열, 운동, 치아, 목욕 등의 주요 간호문제에 대처해야 한다(Pye

& Green, 2003). 또한 심기형 환아모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 치료과

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주 두려움, 공포감, 죄의식, 거부감을 느끼게 되며

환아의 미래에 일어나는 고통과 치료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혼동감을

가지게 된다 (이군자 & 조현숙, 2001).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412개 병

원 중 358개 병동에서 개심술 환자를 위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Hart & Frantz, 1977) Owens, Mc-Cann & Hutelmyer(1978)과

Foxworth(1978)는 퇴원 후 상황에 대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이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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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불안감소, 조기퇴원, 동통감소 및 직장에의 복귀에 도움이 됨을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이 활발해 지면서 이군자(2001)는 개심

술을 받은 심기형 환아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고 그 이후 박주연

(2005)은 선천성 심질환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박주연

(2005)의 논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 선천

성 심질환과 관련된 내용 중 심장질환의 원인과 종류, 진단을 위한 검사, 선천

성 심질환의 수술, 심장 수술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일에 대한 내용, 심장 수술

후 집중치료실에서의 생활에 대한 내용, 빠른 회복을 위하여 병실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 퇴원 후 집에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으로 일률적인 교육 시 진단명이나 수술 방법이 환자 개

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심장 수술은 그 진단명이 같거나 비슷하다 할지라도 개개인

의 신체적 특성과 발달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고, 진단명에

따른 환아의 수술적 예후 및 수술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여러 단

위기관의 병원을 포괄하는 공통된 교육 내용이 아닌, 환아 개인에 맞춘 개별

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신생아기의 선천성 심장병 수술은 그들이 수

술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단순히 퇴원이라는 하나의 절차가 아닌 팀

으로서 접근하여 체계적이고 계획된 전문적인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Dodds

& Merle,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선천성 심질환아의 교육 중 퇴원 시 요구되는 교육 내용

을 개인의 특성 및 발달단계, 진단명 및 수술 방법에 맞춰 구성하는 맞춤형

교육책자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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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심장 질환아의 개인의 특성 및 발달단계, 진단명

및 수술 방법에 맞춰 퇴원 시 필요한 맞춤형 교육 책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

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문헌 고찰에 의하여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원 시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2) 심질환아의 맞춤형 퇴원 교육책자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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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2.1. 선청성 심질환아의 수술과 관련한 환자 및 부모의 경험

일반적으로 심장은 우리 신체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로서 인식되

고 있기 때문에. 타 질병을 갖고 있는 아동보다 선천적 심질환아의 부모는 심

질환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어 이로 인해 불안과 심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Higgins, 2001). 또한 심기형 환아모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주 두려움, 공포감,

죄의식, 거부감 등을 느끼게 되며, 환아의 미래에 일어나는 고통과 치료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혼동감을 가지게 된다(Kupst, Blatterbauer, Westman,

Schulman, & Paul, 1977; 이군자 & 조현숙, 2001). 또한 개심술 환아의 부모

의 절반정도는 질병과 수술 후 합병증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Chessa

et al., 2005) 불안이 높다(Lawoko & Soares, 2006).

선천성 심기형은 장기간의 관찰과 돌봄이 필요한 만성 질환이며, 교육을 통

한 대상자의 치료지시 이행 및 자가 간호능력의 향상이, 그들의 삶의 질과 생

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히 교육이 간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Dodd, 1984; 이군자 & 조현숙, 2001; 김조자 et al., 1989). O'Brien &

Boisvert(1989) 도 선천성 심장병과 같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질병을 가진 환아의 경우는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과 중재를 통해 그들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 전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으면 갑작스런 당혹감에 받

아들이지 못하고 중요한 의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며(Kupst, Blatterb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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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an, Schulman, & Paul, 1977) 수술 전, 수술 후 일반병동, 퇴원 후와

같이 시기에 따라 교육요구가 다르므로(황선경, 2009) 각각의 시기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 과업은 퇴원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이다. 부모들은 아동의 정상 성장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아동에 맞는 발달과업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

면 약간의 심장결손만 갖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달과정을 겪지만, 심부전

을 갖는 아동이나, 심한 청색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발달 능력이 늦고, 체중

증가 및 근육 발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최미영(2003)은 수술 전 선천성 심질환아 부모의 요구로 1)정보 요구 2)지지

3) 교육 및 상담으로 나타났으며, 선천성 심질환아 부모는 환아의 수술 전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2.2. 선천성 심질환아의 특성

2.2.1. 연령에 따른 특성

신생아기에는 진단명과 앞으로 진행될 예후 및 수술 관련 교육 요구가 많으

며, 환아의 부모가 환아의 진단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환아

의 첫해 임상 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Williams et al., 2008).

신생아기에 수술 후 퇴원하는 환아의 경우에는 기저귀 교환, 제대 관리, 수유,

목욕, 상처 소독, 환아의 체온 관리와 관련된 필수 기술이 추가로 교육되어야

한다(Pye & Green, 2003).

영,유아기, 학령기에 수술 후 퇴원하는 환아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포경수술,

치아관리, 학교생활, 투약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야겠지만, 특이한 것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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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퇴원 후 수 주 또는 달 동안 악몽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안락한 상태를 유지 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악몽이 지속된다면 전문

가에 의해 놀이치료나 다른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O'Brien

& Boisvert, 1989).

Harrison, Silversides, Oechslin, & Kovacs (2011)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선

천성 심질환으로 태어난 영아의 90% 가 성인기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수술적으로 교정이 되어 더 이상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약물 치료

만 시행하면 되는 환자들로, 수술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교

육 내용은 1)약물 관리 2)건강관리 활동 3)사회 심리적 지지 매체이다. 그들은

심질환으로부터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123명의

선천성 심질환자 중 17%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8%는

의사로부터 정보를 듣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 및 성인 선천

성 심장병의 임상양상 중심의 연구에서 보면 환자 개개인의 예후나 필요한 치

료는 선천성 심장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최영란(1998)

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및 성인 선천성 심장 질환자들에서 심내막염

예방교육, 수술 관련 상담, 임신 및 유전 상담, 경제적 정신 심리적 상담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2. 선천성 심질환에 따른 특성

선천성 심장질환은 비청색증형과 청색증형으로 분류되며 심실중격결손, 심

방중격결손, 동맥관 개존, 활로씨 사징, 폐동맥 협착, 대동맥 축착, 방실 중격

결손, 이엽성 대동맥판을 제외한, 삼첨판막 질환(삼첨판 폐쇄, 엡스타인 기형),

완전 대혈관전위, 양대혈관우심실 기시, 전폐정맥환류 이상, 부분 폐정맥환류

이상, 폐동맥판 폐쇄, 우심증, Heterotaxy 증후군(무비증, 다비증), 단심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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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판막 질환, 좌심부전증후군, 승모판 질환은 희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분

류된다(정조원, 2009). 희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신생

아기에 심장 기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완전 교정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단심

실, 좌심부전증후군, 우심부전증후군 경우처럼 심장기형으로 폐동맥이나 다른

혈관이 작거나 혹은 심실이 전체 혈류를 감당할 정도가 안되어 일차적인 완전

교정술이 위험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환자

의 혈관이나 심장을 준비시켜 아이가 성장하면서 심장이나 다른 기능이 성장

하고 성숙될 때까지 1차 수술, 2차 수술을 거쳐 최종수술을 하게 된다(정조원,

2009). 단순 기형인 경우를 제외하고 복합 심기형을 가진 환아의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술에 따라 환아의 부모는 진단명에 대한 이해와 수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진단명과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환아의 앞으로 질병과정의 예

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Williams et al., 2008).

한편 청색형 진단명 및 비 청색형 진단명에 따른 환자 임상양상이 달라져,

환아의 부모에 대한 교육이 달라지는데,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자에서는 철

분 결핍성 빈혈, 혈색소 증가에 따른 뇌혈관질환, 각혈, 지속적인 두통 및 관

절통, 콩팥기능장애 등에 대한 혈역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색증형 심장

질환자의 뇌혈관질환은 고혈압, 심방세동, 사혈을 경험한 환자에서 많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rloff, Marelli, & Miner, 1993).

2.3. 선천성 심질환아 수술 후 퇴원 교육 내용

O'Brien & Boisvert(1989)가 제시한 심장병환아 퇴원교육에는 어린이의 성

장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치아간호, 포경수술, 외래방문, 부모가 가정

에서 관찰해야 하는 환아의 증상, 투약, 심내막염, 식이, 상처치료, 여행 시 주

의할 점, 및 좋은 형제관계 유지 등에 관해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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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에서의 교육 내용은 신생아 시기의 관리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상처 부위 관리, 수유와 영양 관리, 정확한 투약을 위한 지침, 합병증의 증상

과 증후, 세균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 활동, 발달을 도와주는 방

법, 유전 상담에 대해 제시하였다(O'Brien & Boisvert, 1989). 또한

Baum(1976)이 만든 프로그램에는 병원의 일상과정, 수술요법, 호흡간호, 중환

자실 간호, 수술후 병실회복기 간호, 퇴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선경(2009)은 개심술 관련 6개 국내 병원의 Website 를 분석하고 심질환

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문헌 및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부모교

육 지침을 분석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교육내용은 수술 전, 수술

직후, 퇴원 전 교육으로 구분하여 수술 전 교육은 심장병 원인, 유전, 분류, 심

장병 진단, 검사, 수술, 수술 전 준비, 중환자실 소개와 집중 간호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호흡, 수유, 구토, 수술부위 감염관리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 교육으로, 발열, 운동, 치아 및 목욕관리는 이차적 합병증 예방을 목

적으로 퇴원 전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퇴원 전 교육에서는 2명의 환아 어머니

가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하여 심질환 그림을 삽입해 주었다고

되어있다.

Pye & Green(2003)은 선천성 심질환 Home care manual 에서 환아의 진단

명 Diagram, 수술 Diagram및 정상 심장의 Diagram을 넣어 개별화된 책자를

구성하였고, 투약내역, 의료진의 연락처, 응급 시 연락처, 식이의 종류 및 양,

상처 관리, 통증 조절, 심내막염 관리, 예방접종, 포경수술, 정상 성장 발달 곡

선 및 환아의 발달 곡선 비교 그래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Web site가 기

록된 환자 개인의 맞춤형 교육 책자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Pye

& Green(2003)이 제시한 manual은 수술 환자의 심질환과 수술 방법을 교육책

자에 제공하고, 성장과 발달 과업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If Your Child Has a Congenital Heart Defect:A Guide for Parents”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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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AHA에서 공인된 퇴원교육 Manual을 만들었다.

Children’s Hospital and Clinics of Minnesota(2012)병원은 상처 관리, 활동

범위, 휴식기간, 운동 영역, 학교생활이 가능한 시기, 치아 관리, 퇴원 후 외래

추척 기간, 응급 시 연락처 등으로 퇴원 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BC

Children’s Hospital(2012)은 상처관리, 통증 관리, 연령에 맞는 식이 방법, 연

령에 따른 활동 영역, 예방접종, 감염성 심내막염의 예방, 치아 관리, 응급 상

황시 연락처로 퇴원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개심술과 관련된 대형병원의 정확한 교육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개심술 수술 후 퇴원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미련(1991)의 개심술 환자의 교육적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60명의 개심

술 환자의 교육적 요구는 심장병 진단 및 예후, 수술 전 후 간호, 퇴원 후 간

호 세 영역에서는‘퇴원 후 간호’영역이 1위에서 10위까지의 순위를 나타낸 문

항 중 5가지 문항이 포함되어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교육요구 영역이었

는데, 요구가 가장 높은 문항은 수술 후 예방접종이었고, 가족이 해야 할 협조

사항, 병원에 즉시 와야 할 위험한 증상, 수술 후 목욕, 흉터관리, 심장병 어린

이의 학교생활이었다. 박주연(2005)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 선천성 심질환과

관련된 내용(진단명 및 각종 검사), 심장 수술 전 준비해야 하는 일, 집중치료

실에서의 생활, 병실에서 처치(호흡증진 방법, 운동, 손 씻기, 상처 및 흉터관

리), 퇴원 후 집에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영양관리, 약물복용, 예방접종,

일상생활 및 운동, 학교생활, 치아관리, 심내막염 예방, 임신과 출산)을 내용으

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선천성 심질환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진단 및 수술방법이 다양하

고, 수술을 시행하는 연령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매우 다양하

다. 부모가 요구하는 진단명, 수술명과 관련된 교육 요구 및 연령에 따른 부모

가 요구하는 교육적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화된 수술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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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모의 정보제공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질병관련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환아에 대한 죄의식,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선천성 심질환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연령과 관련된 발달상태, 진단

명 및 수술명이 기본이 되어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책자를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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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천성 심질환으로 수술한 환자들이 퇴원 시 받게 되는 교육 내

용을 기존의 국내 및 국외 문헌과,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를 반영하여 국외

의 아동병원과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선천성 심질환 수술을 하는 3곳의 Web

site를 분석하여, 수술 후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교육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환아의 진단명, 수술명, 성장발달단계를 포함한 환아의 개인

적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두 단계로 개발되었다.

3.1. 연구절차

3.1.1. 선천성 심질환 수술 후 퇴원 교육 내용 분석

맞춤형 교육 책자에 구성될 공통된 교육 내용을 찾기 위해 국회도서관 홈페

이지를 통하여 선천성 심질환(Congenital heart disease), 선천적 심질환, 심기

형으로 검색하여 1980년 이후의 선천성 심질환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

였다. 국외 논문은 Pubmed, CINAHL, Google 학술검색을 통해 선천성 심장

수술(congenital heart surgery), 퇴원 교육(Discharge teaching), 교육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을 검색어로 하여 1980년 이후 선천성 심질환 퇴원 후 교

육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국외의 선천성 심질환 수술을 시

행하며, Web site에서 선천성 심질환 수술 후 관리에 관한 교육내용이 제공되

는 여섯 곳의 아동병원 및 국내 세 곳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퇴원 시 공통적

으로 제공되는 퇴원 교육 내용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실무 전문가에게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최종 분석한 논문은 국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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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편 총 6편의 논문이다. <표 1>.

<표 1> 검색된 국내외 논문 분석

논문제목

저자

및

발행연

도

연구

설계
연구대상 연구목적

개심술 받은

심기형 환아모

의 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위

한 조사연구

이군자,

조현숙

(2001)

서술적

조사연

구

개심술 받기

전 또는 개심

술 후 입원한

환아모

• 개심술 받은 심기형 환아

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

• 개심술을 받은 심기형 환

아모의 교육요구의 우선

순위를 파악

• 개심술 받은 심기형 환아

모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

병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

요구의 차이를 파악

개심술 환아

어머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 지식, 불안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명희,

구미지

외

(2009)

유사실

험연구

생후 처음으

로 개심술을

받게 되는 생

후 1개월 이

상 되는 환아

의 어머니

• 개심술 환아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개심술 환아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 불안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

선천성 심질환

아 부모의 교

육 자료개발

박주연

(2005)

방법론

적 연

구

• 선천성 심

질환으로 심

장수술을 받

은 부모 5명

• 심장 소아
과 병동, 집

중치료실 간

호사 5명

• 선천성 심질환과 관련된
문헌 고찰을 통한 교육

내용 확인

• 선천성 심질환아 부모가
요구하는 교육 내용 확인

• 선천성 심질환아 병동 간
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지

하는 부모 교육 내용을

확인

• 선천성 심질환아 부모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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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 및
발행연도

설계 대상 연구목적

Discharge
Planning for
Children with
Heart disease

O'Brien
&
Boisvert
(1989)

종설
연구

출생 후 5년
이하의 선천
성 심질환
환아의 부모

•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원 시 부모 교육 내용 설명

Parent
Education
fater Newborn
Congenital
Heart Surgery

Pye &
Green
(2003)

종설
연구

선천성 심질
환으로 수술
한 신생아의
보호자

• 신생아의 선천성 심질환 수술
후 부모 교육내용 안내

Mother’s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Caring for
Infants at
Home
Following
Cardiac
Surgery

Stinson
&
McKeev
er
(1995)

서술
적 조
사 연
구

선천성 심질
환으로 수술
한 1개월 이
하 환아의
어머니 30명

• 선천성 심질환 수술 후 퇴원
시 교육요구

• 수술 후 퇴원 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 퇴원 전 개선을 위한 부모의
제언 확인

<표 1> 검색된 국내외 논문 분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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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맞춤형 교육 내용의 구성

맞춤형 교육 책자는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책자와는 다르게 선천성 심질환아

개인의 연령, 성별, 유전적 결함 및 퇴원 당시 몸무게, 성장발달 곡선, 발달 단

계, 예방접종 상태를 개별적으로 퇴원 시 기록할 수 있도록 책자의 초기 페이

지를 구성하고, 환아의 진단명은 흉부외과 학회 통계에서 발표한 수술 가능한

상위 진단명을 청색형과 비청색형 진단으로 대분류하여, 청색형 진단 4가지,

비청색형 진단 4가지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수술명은 자주 시행되는 고식적

수술 4가지와 완전교정술 6가지로 분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모식도를 나타

내었다. 논문 및 Web site 분석을 통한 퇴원 시 공통된 교육내용도 환아의 발

달단계 및 진단명, 수술명, 수술 후 경과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므로, 분석

된 각각의 항목에 따라 환아의 개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성된 내용은 실무 전문가에게 검토하고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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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4.1. 교육 내용 분석 결과

국내 3편의 논문과 국외 3편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Web site는 국외

American Heart Association(2012)와 선천성 심질환 수술을 시행하는 4곳의

아동 병원 및 국내 3곳의 병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중 6개 이상에서 퇴원 시 교육내용으로 추천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교육내용으로 일차 선정하였다. Web site의 내용은 국내외 모든 센터가 교육

내용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천하는 것을 공통된 교육내용으로 이차 선정하였

다. 두 차례 선정에서 공통된 교육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단 예측적 발달안

내의 경우는 아동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해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구체

적인 항목은 퇴원 후 상처관리 및 목욕, 퇴원 후 식이, 예방접종, 심내막염의

예방, 응급상황 및 연락처, 발달안내 및 운동, 약물, 치아 관리였다.

분석된 논문 중 국외 논문에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내용이 중

요함을 설명하고, 논문의 대상을 각각 수술 시기가 1개월 이전의 환아 부모,

신생아의 부모, 5년 이하 선천성 심질환 수술 후 퇴원하는 부모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논문은 1편의

논문이었으며, 2편의 논문은 대상의 제한 없이 선천성 심질환 수술 전, 후 환

아 보호자 대상이었다. 국내의 논문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하더라도

진단명 및 수술 명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에 차등이 있어야 하는 중요성

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예측적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안내는 퇴원 시 교육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심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두 곳의 병

원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에 맞는 식이 변경 및 운동 범위, 임신 출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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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환아에게 맞추어진 정보가 아니라 전반

적인 관리에 대해 알기 쉽게 구성된 내용일 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

하였다. 국내외 논문 및 Web site에서 제시한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

원시 요구되는 교육 항목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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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석대상

예
측
적
발
달
안
내

가
족
협
조
사
항

응
급
상
황
연
락
처

운
동
과
일
상
생
활

식
이
예
방
접
종

심
내
막
염

정
기
검
진

수
술
후
여
행

상
처
관
리
및
목
욕

약
물
포
경
수
술

결
혼
생
활
및
임
신

치
아
관
리

유
전
상
담

논
문

이군자,조현숙
(2001)

● ● ● ● ● ● ● ● ● ● ● ●

김명희(2001) ● ● ● ● ● ● ● ●

박주연(2005) ● ● ● ● ● ● ●

O'Brien &
Boisvert
(1989)

● ● ● ● ● ● ● ● ● ● ● ●

Pye &
Green(2003)

● ● ● ● ● ● ● ● ● ● ● ● ● ●

Stinson &
McKeever(199
5)

● ● ● ● ● ● ● ● ● ●

W
e
b

s
I
t
e

American
Heart
Association
(2012)

● ● ● ● ● ● ● ● ● ● ● ● ● ● ●

Asan medical
center
(2012)

● ● ● ● ● ● ● ● ● ● ●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10)

● ● ● ● ● ● ● ● ● ●

Samsung
medical center ● ● ● ● ● ● ● ● ●

BC Children's
Hospital
(2012)

● ● ● ● ● ● ● ●

Boston
Children's
Hospital(2012)

● ● ● ● ● ● ● ● ● ● ●

Children's
Mercy
Hospital &
Clinics
(2012)

● ● ● ● ● ● ● ● ●

University of
Minnesota
Amplatz
Children's
Hospital,(2012)

● ● ● ● ● ● ● ●

<표 2>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원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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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천성 심질환아의 퇴원 시 맞춤형 교육 책자

4.2.1. 퇴원 시 교육 내용

문헌 고찰과 국내외 심질환 관련 수술을 하는 병원의 Web site를 분석한 결

과 퇴원 시 시행하고 있거나 추천되어지는 교육 내용은 퇴원 후 상처관리 및

목욕, 퇴원 후 식이, 예방접종, 심내막염의 예방. 응급상황 및 연락처, 일상생

활 및 운동, 약물, 치아 관리로 나타났다. 단 예측적 발달안내의 경우는 아동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해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교육내용은 수술한 환아의 성

장발달단계 및 진단명, 수술명, 임상적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교육내용은 임상 실무 전문가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4.2.2. 맞춤형 책자 구성 및 내용

(1) 환자 정보

이름, 성별, 나이(퇴원 시 나이), 퇴원 당시 몸무게, 산소포화도 및 혈역학적

이상 소견 및 혈액 검사 소견, 성장 발달 곡선, 유전적 질환을 직접 기록하도

록 구성하였다.

(2) 진단 및 수술

환아의 진단명은 흉부외과 학회 2011년도 수술 통계에서 발표한 수술 가능

한 상위 진단명을 청색형과 비청색형 진단으로 대분류하여, 청색형 진단 4가

지, 비청색형 진단 4가지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수술명은 자주 시행되는 고

식적 수술 4가지와 완전교정술 6가지로 분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모식도를



- 19 -

나타내었다.

책자의 구성은 정상 심장구조, 환아의 심장질환 모식도, 환아의 단계적 수술

또는 완전 교정술 모식도를 기록하였다. 궁극적으로 환아가 교정되어야 할 최

종 상태의 심장 질환 교정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모식도로 나타내었

다. 심장질환 모식도는 소아심장 전문의에 의해, 수술 모식도는 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에게 확인 후 기록하도록 하였다. 분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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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형 진단 비청색형 진단
<A1-1>
활로사징증
(폐동맥판막협착,
폐동맥판막하협착),
심방중격결손

<A1-5>

심실중격결손

<A1-2>

대혈관전위,

심실중격결손

<A1-6>

심방중격결손

<A1-3>

좌심형성부전증,

심방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

<A1-7>

동맥관개존증

<A1-4>

폐동맥판막하협착

<A1-8>

대동맥축착증

<그림 1> 진단명에 따른 분류

A : <그림3> 에서 책자 활용 흐름도의 구성을 위한 안내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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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식적 수술 완전교정술

<A2-1>

활로사징증에서

체폐동맥단락술

<A2-6>

심실중격결손

교정술

<A2-2>

좌심형성부전증

에서 양측성폐동

맥조이기, 심방중

격결손절제

<A2-7>

심방중격결손

교정술

<A2-3>

좌심형성부전증

에서 Norwood

procedure

<A2-8>

동맥관개존증

교약술

<A2-4>

좌심형성부전증

에서 양방향성상

대정맥폐동맥단

락술

<A2-9>

대동맥축착단

측문합술(교

정술)

<그림 2> 수술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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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식적 수술 완전교정술
<A2-9>

활로사징증

완전교정술

<A2-10>

대혈관전위증

완전교정술

<그림2> 수술에 따른 분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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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약 내역

환아의 수술 후 퇴원 상태 및 심질환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투약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의 형태에 따라 심질환 환아들은 단기간 약물 복용이 아닌 장

기간의 약물 복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 및 용법, 몸무게에 따른

약용량의 변화를 부모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책자

에서는 심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이뇨제, 심장 보조제, 순환기제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환자에 맞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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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약명 투약 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이뇨제

라식스
(Lasix)
<A3-1>

1~2mg/kg

소변량을 늘리
는 이뇨제로써
몸 안에 있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함

졸음, 어지러움, 설사, 두통, 혹
은 구토, 갈증 증가, 배뇨량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알닥톤
(Aldactone)
<A3-2>

1~3mg/kg

과량의 체액을
제거하고 호흡
장애 같은 증
상을 개선, 울혈
성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을 치
료하는데 사용
됨

졸음, 어지러움, 설사, 어지러
움이 있을 수 있음. 신장장애
가 있는 환자의 경우 고칼륨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함. (근육무력증, 느리
고 불규칙한 심박동)

강심제
디곡신
(Digosin)
<A3-3>

유지용량
2~10mcg/kg/da

y

심부전을 치료
하고, 심장기능
을 개선

메스꺼움, 구토, 복통, 어지러
움, 무력감, 빠르거나 느린 맥
박. 혈중 내 농도에 민감하므
로 부작용 발생시 즉시 의료진
과 상의해야함.

혈압약

에나프린
(Enaprin)
<A3-4>

0.1~0.5mg/day/
하루두번
성인:

2.5~5mg/day,
최고 40mg/day
까지 사용가능

고혈압 치료제,
울혈성 심부전
치료에 이뇨제
디곡신과 함께
사용 하기도함.

몸에 약이 적응하기까지 어지
러움, 현기증, 미각의 상실, 마
른기침, 시야 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

카프릴정
(capril)
<A3-5>

영아:
0.01~0.1mg/kg

유아:
0.3~0.5mg/kg
하루 두번에서
6mg/kg/day
까지 늘릴 수

있음
성인:

12.5~25mg
에서

450mg/day
까지 사용가능

고혈압 치료제,
울혈성 심부전
치료

몸에 약이 적응하기까지 어지
러움, 현기증, 미각의 상실, 마
른기침, 시야 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

순환계
용약

아스피린
(Aspirin)
<A3-6>

3~10mg/kg/day
Shunt,Fontan,
Kawasaki

syndrome 이후
유지용량

항혈소판 제제,
혈전을 예방하
기 위해 사용

위장장애나 속쓰림, 드물게 쉽
게 멍들거나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음.

쿠마딘
(Coumadin)
<A3-7>

혈액검사 INR
결과에 따라 적
절한 용량이 투
여됨

항응고제, 혈액
응고를 치료하
기 위해 사용

잇몸에서 오래되는 출혈, 잦은
코피, 짙은 색의 소변 등 출혈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의료진과
상의해야함.

<표 3> 수술 후 자주 사용되는 선천성 심질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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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상황의 구분 및 응급연락처 안내

선천성 심질환 수술 후 응급 상황은 일반적인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상처

관련 응급 상황과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증상뿐만 아니라 심

질환아의 진단 및 수술방법에 따라 응급상황이 다르므로 진단 및 수술에 따라

분류하였고, 특이 진단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내용 구분하였

다. 응급 연락처는 소아심장 전문의,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전문 간호사의 연

락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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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의 분류 내용

수술 후 일반적 양상

<A4-1>

• 수술부위의 발열, 발적, 분비물 및 출혈, 실밥의
돌출

• 발열
• 소변양의 감소 및 전신 부종, 호흡곤란

진단 및

수술에

따른

상황분류

수술 후

심부전

<A4-2>

• 신생아 및 영유아 : 수유양의 감소, 수유시 자

주 쉼, 수유시 발한이 심해짐, 얌전할 때 호흡

이 빨라짐. 적절한 수유 양에도 몸무게의 증가가

없음

수술 후

청색증

<A4-3>

• 입술 주변의 청색증이 심해지는 경우

• 말초의 순환이 안되고 창백해지며 청색이 심해

지는 경우

• 고식적 수술 후 퇴원하는 경우 심하게 울 때, 수

유시, 자다가 깜짝 깨어 놀랄 때 청색증이 심해

지며, 청색증이 회복되지 않고 유지될 때는 즉시

응급실로 내방 후 처치를 받음

특이 진단에 따른 주의

<A4-4>

• 좌심형성부전증 및 기능적 단심실

: 1차 고식적 수술 후 퇴원하는 경우 청색증과 심

부전 사이의 증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함.

: 좌심형성부전증 환자의 경우 수유에 문제가 있는

환아들이 간혹 있으므로 수유 시 기도흡인 및

삼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퇴원 전 꼭 확인하

며, 필요시 비위관 삽입을 한 채 퇴원할 수 있음

을 설명함.

: 기능적 단심실 교정술 이후 퇴원하는 경우 호흡

수 증가, 구토, 가슴의 통증, 창백한 사지는 늑막,

심낭막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음. 섭

취량과 배설량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활로사징증
: 1차 고식적 수술 후 퇴원하는 경우 청색증 주의

• 기능적 단심실.

<표 4> 응급 상황의 구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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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후 관리 및 정기 검진

진단에 맞는 수술방법에 따라 추후 관리 및 정기 검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식적 수술과 완전 교정술로 분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5>.

수술 방법 추후 관리 및 정기 검진

완전 교정술

<A5-1>

• 퇴원 후 일주일 뒤 외래 방문

• 외래 방문 시 초음파,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촬영
• 첫 외래 방문 검사 결과 확인 후 2~3달마다 정기 외래 방문

고식적 수술

<A5-2>

• 퇴원 후 일주일 뒤 외래 방문

• 외래 방문 시 초음파,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촬

영, 산소포화도 측정 또는 심부전 증상의 확인

• 고위험 환자인 경우 일주일 뒤 외래 재방문

• 필요시 규칙적인 초음파 확인
• 다음 단계 수술을 위한 심도자술 결정
• 심도자술 이후 재입원 및 2차 수술 예정

<표 5> 수술 방법에 따른 추후 관리 및 정기 검진

(6) 식이 교육

식이는 환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크게 분유 및 모유 수유 환아

와 이유식 및 일반 식이를 섭취하는 환아로 크게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

였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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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양상 교육 내용

분유 및 모유 수유

<A6-1>

• 수술 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칼로리 요구가 증가됨

• 자주 먹으려 하고 많이 먹으려 할 수 있음

• 먹는 간격은 적어도 1시간은 유지해야함

• 2~3주 정도가 지나면 안정적인 섭취양상을 찾게 됨

• 초기 요구량은 150 kcal/kg/d 이상이고, 성장그래프,
몸무게를 단기간 측정해서 기록.

• 수술 후 퇴원 초기에는 수분섭취량을 제한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섭취량과 배설량의 적성선을 유지해

야함.

이유식 및 일반식이

<A6-2>

• 먹는 것에는 제한이 없음

• 수술 후 퇴원 초기에는 수분섭취량을 제한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섭취량과 배설량의 적정선을 유지함

• 매일 같은 시간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해서 기록

<표 6> 발달단계에 따른 식이 교육

(7)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개월에 맞는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술시기

및 수술 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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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변경 예시 교육 내용

일반적인

접종 스케쥴 변경

<A7-1>

• 심장병 환아의 경우 감염에 더 취약하므로 수술 1

개월 이내, 수술 4~6주 이후에는 접종을 하지 않음.

• 청색증이 있는 경우 발열이 생기는 예방접종 후 무

산소 발작의 위험이 더 높아짐. 청색증, 심부전이 있

는 환아의 경우 즉시 해열제로 열을 떨어뜨려야 함.

수술 중 수혈하였을

때 <A7-2>

• 사백신은 일반적인 스케쥴에 따라 4~6주 이후 접종

• 생백신은 7개월 이후 접종함.

면역글로블린을 투여

받았을 때

<A7-3>

• 사백신은 일반적인 스케쥴에 따라 4~6주 이후 접종

함.

• 생백신은 7개월 이후 접종함

계절 예방접종의

추가

<A7-4>

• 생후 6개월 이상 된 심장병 환아는 불활성화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함

• RSV 유행(11월) 시작 직전에 투여하는데, 일반적

으로 그 해의 RSV 유행기 동안 월 1회씩 총 5회 투

여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 15mg/kg

로 투여하도록 추천함.

RSV 예방접종이

추천되는 질환

<A7-5>

• 심부전증이 동반된 심질환아, 청색증형 심질환아,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심질환아, 미숙아 출생아

진단에 따른 중요

접종

<A7-6>

• 무비증 환자인 경우에는 peumococcal과 HIB를 2

개월에 시작하고, 또한 amoxacillin 20mg/kg/day를

예방을 위하여 맞아야 함

• 만성 심부전, 청색형 심질환아: HIB, peumovacs,

Flu shot은 꼭 맞아야 함

• DiGeorge 증후군 환자: 불활성화 백신을 맞아야

하고, 백신 접종이후 나타나는 반응이 다양할 수 있

음을 꼭 기억해야 함.

<표 7> 수술 후 상황에 따른 예방접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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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달 단계에 따른 예측적 발달안내 및 운동

정상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수술이 행해졌을 때 요구되는 교육 내

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운동 발달 영역에 따라 걷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신생아,

영유아기와 걷기가 완성되는 아동 및 청소년기로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

였다 <표 8>.

발달 안내 및

운동영역
교육 내용

신생아, 영유아기

<A8-1>

• 수술 후 골격의 봉합은 4~6주 정도 소요됨

• 2개월: 아기띠의 착용이 가능함.
• 4개월: 뒤집기가 가능함
• 6개월: 뒤집기, 앉기가 가능함. 보행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흉골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함

• 8개월: 배밀이, 기기 등이 가능함.
• 10개월~12개월: 잡고 서기, 잡고 걷기 등 모두 가
능하며, 잡고 걸을 때 흉골이 심하게 부딪치는 환

경은 수술 후 6주 이전에는 피하도록 함.

아동, 청소년 및 성인

<A8-2>

• 흉골의 봉합은 4~8주 소요됨
• 어린이집, 학교, 회사와 같은 단체 생활은 수술

후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바로 가능함.

• 재수술의 경우에는 8주 정도 흉골에 안정을 유지

하는 것이 추천됨

• 6주 이내에는 2.5~5kg 정도의 물건을 드는 것도

제한됨. 6주 이후부터 차츰 시작하도록 함.

•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6주 이내에는 삼감

• 청색증,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운동 시 의

료진과 꼭 상의해야함

• 운동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된 내역에 따라 운동

영역을 확대해서 시행함.

<표 8> 개월수에 따른 예측적 발달안내 및 운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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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심내막염의 예방

심내막염은 진단 및 수술방법에 따라 위험이 높은 경우, 위험이 중간 정도

인 경우,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로 분류되며 그 분류에 따라 예방지침을 강화

하거나, 예방지침을 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 책자에서의 교육 내용은 진단

및 수술 방법은 위험이 높은 경우, 중간 정도인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로 분

류하여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지침을 설명하였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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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단 및 발생 가능 상황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지침

심내막염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A9-1>

• 인공 판막 또는 동종 이식판막

•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병에서

체폐동맥단락술 후

• 활로사징, 단심실, 대혈관전위
같은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병

• 심장 수술 직후의 환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심내막염이 잘

생기고 내성이 강한 균에 의한

감염이 문제가 됨

-수술 전에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 받았던 경우

-수술 후 출혈이 심한 경우

-수술 후 저혈압, 저 심박출 등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거나

재수술한 경우

•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미숙아,

조산아, DiGeorge 증후군을

포함한 선천성 면역 결핍환자

• 위장관, 비뇨기 시술 받을 때

-수술 30 분전에 Ampicillin

체중 1kg 당 50 mg(성인

2g)을 정맥내 주사하며 또한

Gentamycin을 체중 1g 당

1.5mg(최대용량 120mg)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함. 수술

후 6시간 후에 다시 한번

ampicillin 또는 amoxicillin을

체중 1kg 당 25mg( 성인 1g)

을 정맥 또는 근육 주사함.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처치 1 시간 전부터

vancomycin을 체중 1kg 당

20mg(성인 1g)을 1~2 시간에

걸쳐 정맥 주사함. 또한

Gentamycin을 체중 1kg 당

1.5mg (최대용량 120mg)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함.

발생

위험이

중간정도

<A9-2>

•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개존,
대동맥축착등의 선천성 심장병

• 이엽성대동맥판막
• 승모판탈출과 동반된 승모판역류

• 류마치스성 판막질환

• 비후성심근증

• 위장관, 비뇨기수술 받을 때

-경구 투여시 수술 1시간 전

Amoxacillin을 체중 1kg 당

50 mg(성인은 2g)을 한번 만

복용

-주사로 줄 경우: 처치 30 분전

근육 또는 정맥내 투여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Vancomycin을 체중

1kg 당 20mg(성인 1g)을 1~2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정맥

주사함.

<표 9> 심내막염 발생 위험에 따른 분류 및 심내막염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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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천성 심질환아의 맞춤형 퇴원교육책자 활용예시

선천성 심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활로사징증을 예로 들어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책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3> 과 같고, 흐름도에 따른 구체적인 맞

춤형 교육책자 내용은 <그림4>와 같다. <그림 3>. <그림4>

<그림 3> 퇴원 교육 책자 활용흐름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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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나이: 2개월

진단: 활로사징증

산소포화도: 70%

몸무게: 3.5kg

유전적 질환: DiGeorge 증후군

진단명

활로사징증

(폐동맥판막협착,

폐동맥판막하협착),

심방중격결손

수술방법
활로사징증에서

체폐동맥단락술

투약

내역

라식스 7mg

(Lasix)

• 효능, 효과: 소변량을 늘리는 이뇨제로써 몸 안

에 있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함

• 부작용: 졸음, 어지러움, 설사, 두통, 혹은 구토,

갈증증가, 배뇨량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알닥톤7mg

• 효능, 효과: 과량의 체액을 제거하고 호흡장애

같은 증상을 개선,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부

종을 치료하는데 사용됨

• 부작용: 졸음, 어지러움, 설사,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음. 신장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고칼륨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근육

무력증, 느리고 불규칙한 심박동)

디곡신

20mcg/kg/day

(Digosin)

• 효능, 효과: 심부전을 치료하고, 심장기능을 개선

•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복통, 어지러움, 무력감,
빠르거나 느린 맥박. 혈중 내 농도에 민감하므

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야함.

Aspirin 17.5mg · 항혈소판 제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그림 4> 퇴원 교육 책자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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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수술 후

일반적 주의

사항

• 수술부위의 발열, 발적, 분비물 및 출혈, 실밥의 돌출

• 발열
• 소변양의 감소 및 전신 부종, 호흡곤란

수술 후

청색증

• 입술 주변의 청색증이 심해지는 경우

• 말초의 순환이 안되고 창백해지며 청색이 심해지는 경

우

• 고식적 수술 후 퇴원하는 경우 심하게 울 때, 수유시,

자다가 깜짝 깨어 놀랄 때 청색증이 심해지며, 청색증

이 회복되지 않고 유지될 때는 즉시 응급실로 내방

후 처치를 받음

추후관리

및

정기

검진

고식적 수술

• 퇴원 후 일주일 뒤 외래 방문

• 외래 방문 시 초음파,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촬영, 산소포화도 측정 또는 심부전 증상의 확인

• 고위험 환자인 경우 일주일뒤 외래 재 방문

• 필요시 규칙적인 초음파 확인

• 다음 단계 수술을 위한 심도자술 결정

• 심도자술 이후 재입원 및 2차 수술 예정

식이교육

분유 및

모유 수유

• 수술 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칼로리 요구가 증가됨

• 자주 먹으려 하고 많이 먹으려 할 수 있음

• 먹는 간격은 적어도 1시간은 유지해야함

• 2~3주 정도가 지나면 안정적인 섭취양상을 찾게됨

• 초기 요구량은 150 kcal/kg/d 이상이고, 성장그래프,

몸무게를 단기간 측정해서 기록.

• 수술 후 퇴원 초기에는 수분섭취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섭취량과 배설량의 적성선을 유지해야함.

예방접종

일반적인

접종 스케쥴

변경

• 심장병 환아의 경우 감염에 더 취약하므로 수술 1개월

이내, 수술 4~6주 이후에는 접종을 하지 않음.

• 청색증이 있는 경우 발열이 생기는 예방접종 후 무산

소 발작의 위험이 더 높아짐. 청색증, 심부전이 있는

환아의 경우 즉시 해열제로 열을 떨어뜨려야 함.

RSV

예방접종이

추천되는

질환

• 심부전증이 동반된 심질환아, 청색증형 심질환아, 폐동

맥고혈압이 있는 심질환아, 미숙아 출생아

진단에 따른

중요접종

• DiGeorge 증후군 환자: 불활성화 백신을 맞아야 하고,

백신 접종이후 나타나는 반응이 다양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함.

<그림 4> 퇴원 교육 책자 구성 및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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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안내

및

운동영역

신생아,

영유아기

• 수술 후 골격의 봉합은 4~6주 정도 소요됨

• 2개월: 아기띠의 착용이 가능함.

심내막염의

예방

심내막염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 : 청색증형
선천성

심장병에서

체폐동맥단

락술 후

• 위장관, 비뇨기 시술 받을 때

-수술 30 분전에 Ampicillin 체중 1kg 당 50mg

을 정맥내 주사하며 또한 Gentamycin을 체중

1g 당 1.5mg(최대용량 120mg)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함. 수술 후 6 시간 후에 다시 한번

ampicillin 또는 amoxicillin을 체중 1kg 당

25mg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함.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처치 1 시간

전부터 vancomycin을 체중 1kg 당 20mg을

1~2 시간에 걸쳐 정맥 주사함. 또한 Gentamycin

을 체중 1kg 당 1.5mg(최대용량 120mg)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함.

<그림 4> 퇴원 교육 책자 구성 및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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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선천성 심질환은 그 복잡한 진단명과 더불어 현재 STS Data Base 에 선천

성 심질환 관련 등록된 수술방법만 약 340개의 다양한 수술방법이 있다. 또한

선천성 심질환은 그 수술이 행해진 시기에 따라서도 환아에게 다른 예후가 기

대되는데, 예를 들어 신생아기에 이루어졌던 복잡 심장 수술은 그 수술방법

및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환아의 신체 능력 발달 및 인지 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로서 심질환이 교정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양

심실 교정이 아닌 단심실 교정이 되었다면, 환아는 만성질환으로 성인에 이를

때까지 평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선천성

심질환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환아의 질병 특성 및 수술 방법,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진단명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시 되고, 수술이 시행되는 나이에 따라 다른 교육이 이루

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선천성 심질환 수술이 활발하게 행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센터에

서 심장 수술을 하고 있지만, 선천성 심질환 수술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하므로, 복잡 기형을 수술할 수 있는 센터는 제한적이다. 그것과 더불어 선천

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원교육과 직접 관련된 논문도 현재까지 3편밖에 나

와 있지 않다. 이군자(2001)의 개심술을 받은 심기형 환아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심장병 진단 및 예후, 수술 전후 간호, 퇴원 후 간

호 세 영역에서 교육 요구도를 보았을 때 퇴원 후 간호 및 심장병 진단 및 예

후와 관련한 교육요구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주연(2005)의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나타난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보호자가 요구하는 교육 내용조사,

간호사가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는데, 부모의 요구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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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이의 예방접종과 간호방법, 위험한 증상에 따른 간호에 높은 요구를 나

타내었는데, 간호사의 요구도 조사에서는 수술 후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수술

후 상처관리 등의 요구는 ‘비교적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

지 않았다. 또한 간호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은 수술의 시기 및 방

법으로 수술과 관련된 영역이었는데 이는 실제로 간호사가 시행하는 교육 내

용이 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논문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국외 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신생

아 또는 5세 이하의 심질환아, 1개월 이전에 심질환 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면서 퇴원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발달단계에 따른 퇴원

교육의 내용에 차등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국내 논문 분석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한 논문은 1편이었으며, 나머지 2편의 논문에서는 대상의 제한 없

이 발달단계 및 진단명에 따른 퇴원 교육 책자 내용 구성이 아닌 획일화된 퇴

원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문헌 고찰 및 국외 논문 분석에서 보여주듯이 선천성 심질환아들은 그 특수

성에 따라 부모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AHA 에서 공인된 퇴원 교육 Manual에서 환아의 정확한 진단명과 수술명이

퇴원 후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맞춤형 교육책자는 정확한 진단명과 수

술명이 기본이 되어 성장 발달과정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자료 만이 부모의 교

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천성 심질환아의 맞춤형 퇴원교육 책자를 개발하는 본 연구는 개별

화된 진단명 및 수술명,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공통 교육 내용

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교육 자료와

는 차별화되어 부모에게 환아만의 진단명 및 수술방법,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

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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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환아 부모에게 만성 질환 관련 두려움을 감소키고 수술 과정 및 발달단계

에 맞춘 적절한 대처를 하게하여 선천성 심질환아가 정상적인 성장 발달 후

성인기로 이행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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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에 의하여 선천성 심질환아의 수술 후 퇴원 시 요구되는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환아 개개인의 특성 및 발달 단계, 진단명 및

수술명에 맞는 교육 책자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수술 후 퇴원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국내 문헌과 3개의 해외 문헌, 현재 선천성 심질환 수술이 행해지는 국내외

병원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퇴원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내용은, 수술 후 상처의 관리 및 목욕, 식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예방접종, 심내막염의 예방, 약물, 치아관리로 나타났다.

책자에 구성되는 공통 교육내용은 전문가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맞춤형 교육

책자의 내용 중 진단명은 소아심장 전문의에 의하여 확진된 진단명을 모식화

하였고, 수술명은 소아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확인된 수술방법을 모식

화 하여 책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선천성 심질환아의 퇴원 시 맞춤형 교육 책자의 개발은

부모에게 진단명과 수술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주어 단계별 수술에서

수술의 전 과정 동안 환아를 안정적으로 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

달특성에 맞는 환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부모 교육 요구를 해소

시켜 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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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언

본 연구 결과 만들어진 맞춤형 퇴원교육 책자를 통한 교육이 심질환아의 실

질적인 교육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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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 예시에 따른 개별화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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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handbook for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surgery

Lee, Eun Seong

Department of Child Health Care

Graduate School od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is the methodical research developed the customized discharge

training booklet when congenital heart diseased-children discharge after

operation.

It confirmed contents enforced or recommended as training after

discharge commonl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treatises and web site

analysis related in discharge training after congenital heart disease

operation since 1980, and developed the training contents based on it.

The developed training contents are individualiz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age and developmental stage, heart disease diagnoses and

surgical methods, and surgery phase, unlikely educational booklet that was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ommon educational content, the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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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veloping personalized individualized customized training

booklet.

The analyzed common training contents are 8 subjects of wound

management and bathing after discharge, dietary cure after discharge,

vaccination, endocarditis prevention, emergency situations and contacts,

school life and exercise, drugs and dental care, and child patients’ age,

developmental stage, process of genetic disease, dietary programs, diagnosis

and surgical methods are included in the individualized customized area.

Pediatric cardiologist confirms a schematic diagram of the diagnosis, and

pediatric cardiovascular surgery specialist checks a surgery schematic

diagram, and training contents of customized area were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pediatric cardiologist.

Congenital heart disease is frequent disease in chronic diseas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nursing is parent’s training. Parents’ needs for training

required in the whole process of life from the neonatal period to adulthood

are various, but existing indistinguishable training contents did not meet all

the needs. Hereby, comprehensive and specific individualized training that

can meet the needs of heart disease-related training should be established.

If customized discharge training booklet developed in this study is well

utilized, congenital heart diseased-children’s parental disease management

and lifelong health care would be done more systematically.


Key words : Congenital heart surgery, Discharge teaching, Education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