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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2년의 대학원 생활과 1년의 휴학 그리고 마지막 논문 쓰는 한 학기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다’고 말씀해 주신 어느 선
배의 말처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잘 키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도 드디
어 출산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가슴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
로는 ‘과연 내가 최선을 다 했는가’를 생각하니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후회
가 됩니다.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은 힘들 때마다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신 고마
운 분들을 떠올리며 머리 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감사의 마음들을 글로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우선 논문 쓰는 기간 내내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김희순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졸업 후 임상에서만
있어 연구가 낯선 저에게 연구방법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
시고 항상 마지막 날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던 게으른
제자였음에도 한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속으로 얼
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 할 때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논문의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지도해주신 김소야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또한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제자를
위해 두 분 교수님들께서도 심질환 청소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
신 것에 감동받았습니다.연구와 환자진료,꼬맹이들 수술로 항상 바쁘신 가운데
조심스럽게 부심을 부탁드렸는데 한번에 OK 해주신 울산의대 소아심장외과 윤태
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부족한 제가 무엇을 하던지 용기주시고 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관
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학부부터 대학원 과정 2년 그리고 논문을 쓰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지금 이 시

간까지 제가 늘 기댈 수 있었고 닮고 싶었던 유일영 교수님…,교수님 덕분에 제
가 행복하게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논문의 주제부터 중간 중간 어려움으로 막힐 때마다 귀한 시간 내어 고민상담
과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김은정 선생님,신현숙 선생님,김상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먼저 같은 분야의 선배로서 연구도구 선정부터 연구방법까지 아
끼지 않고 조언을 해 주셨던 문주령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 중에 항상 배려해 주셔서 대학원 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허락

하신 서동만 선생님과 연구를 허락하신 단심회 부모님들,항상 밝고 아직은 귀엽
게만 보이는 우리 단심회 청소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건강하게 멋진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을 준 든든한 후원자 나리,은영씨,귀주언니,장원경 선생님도 고맙

고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쉴 틈도 주지 않고 통계를 부탁한 뻔뻔한 친구에게 웃으
며 통계작업을 꼼꼼히 해 준 친구 수현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전합니다.매
주말마다 소중한 시간 뺏어 미안하다 친구야.
또한 어려울 수 있었을 일반 청소년과의 만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름길을

열어주신 영신고등학교 이상용 선생님과,도봉중학교 임지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어떤 부탁을 해도 그 때마다 잘 이해해주고 support해준 친구 은경이와 이쁜

후배 제인이에게도 고마운 맘 보내고 논문 쓴다고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친구지만
항상 힘내라 응원해 준 현경이와 윤정이,인영이,그네,애주,은정이와 이 작은 결
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시고 이해해 주신 저의

든든한 후원자 어머님과 논문기간 동안 밥 한번 해 주지 않은 부인에게 투정한번
안 부리고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 준 남편,엄마가 되서도 잘 챙겨주지 못
하고 가끔씩만 만나게 되어도 저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주고 뽀뽀해준 사
랑하는 딸 예은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6년 7월
임 유 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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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단단단심심심실실실 교교교정정정술술술을을을 받받받은은은 심심심질질질환환환 청청청소소소년년년과과과
일일일반반반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는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의 질 정도를 비교하고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찾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A 종합병원에서 선천성 심질환으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인 13∼18세의 청소년 23명과,서울지역의 남녀공학 중․고등학
교 각 한 반씩을 임의 추출하여 추출된 반의 재학생 총 98명 중 만성질환이 없는 청
소년으로 심질환 청소년과 재학상태와 성별로 matching하여 동일한 수인 2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5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상자들에게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연구도구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
QOLPAV(Qualityoflifeprofileadolescentversion)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t-test,ANOVA,
multipleregression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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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질환 청소년의 전체 삶의 질 평균 점수는 0.13±.73으로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점수 0.38±.61 보다 낮았으나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적당한 수준의 삶

의 질을 보였다. 삶의 질 하부 영역 중 존재(Being) 영역과 소속(Belonging) 영역

에서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점수가 낮았지만 되어감(Becoming) 영역

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같았다. 

  3)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는 심질환 청소년이 3.38±.44 로 일반 

청소년 3.70±.50 보다 낮았으며 하부영역 중 존재(Being, t=-2.09, p=.042) 영역

과 소속(Belonging, t=-2.30, p=.022) 영역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4) 삶의 질의 지표인 만족도(Satisfaction)는 심질환 청소년이 2.99±.54로 일반 

청소년 3.22±.45 보다 낮았으며 하부 영역 중 되어감(Becoming)의 여가(Leisure 

becoming)영역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9, p=.017). 

  5) 삶의 통제(Control)에 관한 비교에서는 심질환 청소년이 3.17±.63으로 일반 

청소년 3.57±.54 보다 낮았다. 특히 소속(Belonging) 영역 중 공간적 소속

(Physical belonging) 영역에서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점수가 낮았

으며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4, p=.015). 또한 되어감(Becoming)

의 모든 하부영역에서는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제점수가 낮아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0, p=.010). 

  6) 삶의 기회(opportunity)에 관한 비교에서 심질환 청소년은 3.16±.62로 일반 

청소년 3.27±.95 보다 낮았으나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반적 

특성인 중․고등학교 재학상태, 종교, 형제․자매 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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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심질환 청소년의 질병관련 특성 중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수술횟수(t=2.411, p=.025)와 현재 복용중인 약물개수(t=2.602, p=.017)로 나타났

다. 이중 다중회귀분석 결과 약물복용개수가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24%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 복용하는 약물개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이 일반 청

소년에 비해 낮았으나 큰 차이 없이 긍정적인 적당한 수준의 삶의 질로 평가되었

다. 또한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관련 

요인으로는 수술횟수와, 현재 복용중인 약물개수로 나타나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치료적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핵심되는 말 :단심실 교정술,심질환 청소년,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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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선천성 심장병은 선천성 기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1,000명당
8명꼴로 발생하고 20세 이하의 아동에서 두 번째로 유병율이 높은 질환이다
(Saenz,Beebe,Triplett,1999).선천성 심질환아들은 불과 20여 년 전만해도 생존
하기 어려웠으나,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술을 받은 환
아의 85% 이상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성장하게 되었다(이흥재,2001).국
내 청소년 및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이
미 전국에 약 15∼20만 명 정도의 청소년 및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문주령 & 이흥재,2004).이러한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청소
년과 성인 환자군은 의료계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집단으로 임상에서도 이 환자군
들이 갖는 심장의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질이나 직장문제,운동능력,임신 등 그 외
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Lane,Lip,Millane,2002).
양심실형 순환이 불가능한 기능적 단심실 환자에게 가장 널리 행해지는 수술법

인 단심실 교정술은 국내에서 1980년 시작(이상호,홍장수,이영균,1981)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며 1990년 이후부터 활발히 시행되었다.이때부터 단심실 교정술을
받았던 선천성 심질환 환아들이 성장하여 최근 청소년이 되었다.이 환자군들은
여러 번의 단계적 수술로 인한 잦은 입․퇴원과 정기적인 외래방문,항응고제 복
용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 환자들의 경우 부정맥,혈전색전증,장으
로의 단백질 유출 등의 합병증과 재수술 등을 경험하게 된다(McCrindle등,2006).
이같은 이유로 국내에서는 단심실 교정술 후 심장장애 3등급을 받게 되고,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누구이며,무엇을 할 수 있는지,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등을 모색하지만 여러 갈등적인 기대와 인식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쉽게 진
행되지 않는 이른바 정체감 혼란의 시기이다(조명한,김정오,권석안,1994).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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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에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한 심질환 청
소년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그러한 이유로 Raphael
등(1996)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은 심리 사회적 관점을 통합한 접근으로
의학,간호학,재활 영역에서 훈련받은 건강관리자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차원적인 건강결정인자들,즉 태도나 신념 같은 개인적 요소,가
족과 동료,직업과 학교 같은 지역사회 요소,수입배분과 교육기회,취업기회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건강증진이나
재활의 관점과 연결되어 건강한 청소년이나 질병이 있는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으로 건강과 건강행위를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치료나
중재의 효과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청소년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
다고 하였다.
vandenBosch등(2004)은 1971년 처음 단심실 교정술을 성공한 이후 36명의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ShortForm 36Questionnaire로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신체적 기능,정신건강,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지각에서 정상 독
일인보다 두드러지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반면 Ekman-Joelsson,Berntsson&
Sunnegardh(2004)은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은 폐동맥 폐쇄를 가진 소아환
자 43명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한 그룹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는 큰 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또한 환자군을 수술방법에 따라 단심실 교정그룹
과 양심실 교정그룹으로 나눠 삶의 질을 비교했으나 두 그룹 간에도 차이는 없었
다.그러나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수술 후 성공여부,수술 후 장기추적결과,건강관련 삶의 질 및 인지에 관한 연구
들로 대부분 수술 후 결과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전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이는 개심술의 역사가 외국에 비해 짧은 것도 원인이지
만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의 개심술 후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문주령,2005).
이에 본 연구자는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이 일어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청소년기에 아동기 전․후로 경험했던 여러 번의 단계적
수술,잦은 입․퇴원과 정기적인 외래방문,수술 후 나타난 합병증,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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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등을 경험한 심질환 청소년이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지하고 얼마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또한 기존의 삶의 질 도구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ofLife)측정도구로써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청소년기라는 성장발달 특성상 신체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심리,환경
적인 요소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신체,사회,심리적 부
분뿐 아니라 소속,성장,발달,통제,기회의 개념을 포함한 다차원적 도구
QOLPAV(QualityofLifeProfileAdolescentVersion)를 이용해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그러나 아직 국내
에는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치가 없어 일반
청소년을 비교군으로 선정하여 이들 각 그룹간의 삶의 질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
교하려 한다.이로써 심장수술 후 추후 관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의 심
리․사회․환경적 특성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여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청소년 삶의 질 측정도구 QOLPAV를 국내에 처음 적용하는 것과 일반 청소년
이외에 질병이 있는 청소년에게 최초로 사용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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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정도
를 비교하고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
함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한
다.
2)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을 분석한다.

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삶의 질

삶의 종합적 평가이며 행복의 주․객관적인 변수로서,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개념이며(노유자,김춘길,이영숙,1998),본 연구에서는
Raphael등(1996)이 개발한 존재(Being),소속(Belonging),되어감(Becoming)의 54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질 도구 QOLPAV(Quality oflife profile adolescent
version)의 만족도,중요도를 측정하여 환산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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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선선선천천천성성성 심심심질질질환환환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소아로부터 성인으로 이루는 단계의 청소년은 사춘기를 통해 생물학적,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인지능력과 도덕적 신념의 발달,가족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자기정체성과 독립심을 기르게 된다.두드러진 신체적 정서적 변
화를 겪는 이 시기에 십대들은 성인으로서 자기조절능력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
력 또한 갖게 된다(Tong& Kools,2004).
이러한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은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 목

적은 자아 개념의 발전에 의존한다.성인으로서의 자아개념 확립에는 신체 및 자
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발하는 것,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폭 넓은
교우 관계를 쌓아가는 것,성적 자아 개념을 개발하는 것,그리고 독립적인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Kools등,2002).그러나 성장기에 심장병을 앓
는 것이 이러한 발달 궤도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심장병의 심각성,부모의
지원과 도움,친구 및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과거 경험 등에 따라 그 성취 방식은
상당히 변형될 수 있다(Alderman,2000;Tong & Sparacino, 1994;Uzark,
1992).또한 질병은 어느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에게나 그들의 생활을 붕괴하는 원
인이 될 수 있지만 자아주체성을 확립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성인기와 아동
기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더 어려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재 적
응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신휘,1994).
만성질환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

며 질병으로 인해 ‘그들이 누구인지'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와도 관련이 있다.Tong등(1998)은 선천성 심질환을 가진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과의 ‘성인이 되어가면서 느끼게 된 주관적인 경험들에 관한 인터뷰’에서 선
천성 심장병이라는 배경(background)안에서 자신의 병에 대한 이해,건강의 개념,
타인과의 인간관계,미래의 목표 등으로 큰 주제가 모아졌으며 모든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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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심장병 때문에 스스로를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반복되는 입원과 신체적 제약,타인과의 관계
에 대한 염려,사회생활 중 자신의 심장병이 밝혀졌을 때 미치는 효과,자신의 수
명에 관한 걱정 등이 있다고 하였다.
조경미(2004)의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어려움’,‘부정적 신
체상 형성’,‘사회적 관계 위축’,‘예민하고 충동적,우울과 같은 불안정한 정서를
형성’,‘학업성취에 부담감’,‘체력을 강하게 하는 노력’,‘부모에게 의존성 증가 및
독립성 저하’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반면 일부의 청소년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로 삼는다
고 하였다.
결국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은 성장기에 자신의 질병으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적응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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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천천천성성성 심심심질질질환환환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청소년은 이차 성징이 나타나고 신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다.또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
신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Whaley& Wong,1997).신체적․정신적으
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은 심리적 요구에 대한 갈등이 많고,역할 혼란을
겪으며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청소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행해하고,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한
다.현미열,이종은 및 박선남(2003)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희망의 수준이 성인보다
낮다고 보고하였고,김은희(2000)는 청소년이 학교 환경,교우관계,가정 문제 등으
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원유선
(2000)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은 긴장,좌절,불만족을 경험하고,자살에 대
해 생각한다고 하였다.청소년기의 이러한 부적응 현상은 청소년 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로 표현되어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따
라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청소
년이 자기 자신과 삶에 만족하고,행복을 느끼며,변화라는 발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구현영 & 박현숙,2005).
가족은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는 기능,가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청소년들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에 주요한 변인으로 영
향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나인정,2001;한유선,1996).가족은 청소년이 도
덕적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고 적합한 행동을 배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청소년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
족간의 유대 약화 및 의사소통의 부족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특히 가족 구성원의 단순한 부재보다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손정남,2002).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족환경에는
가족의 구성,자녀수,출생순위,가족의 연령,부모의 성격,양육태도,가족구성원과
청소년의 정서적 관계 등이 있다.부모의 직업,교육정도,수입 등과 같은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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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위,부모의 생존여부나 동거여부 및 결손여부 등과 부모자녀간의 대화방식
이나 가치관도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서호,1993;나인정,2001;한유선,1996).
청소년의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가정 이외에 학교를 들 수 있는데,학교는 청소

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학교 적응이란 학생이 학교 상황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는 것으로,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
을 자신의 요구에 따라 변화시키거나,학교의 여건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상태를
말하며(문승태,2004)학교생활에 작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구현영 & 박현숙,2005).
백준흠(2001)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종교를 가진 학생들보다 생애만족

도가 높다고 보았지만,Benda(1997)의 미국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데,특히
종교성은 부모에 대한 집착,학교생활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 사회적 행동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생활의 적응도 더 잘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정란(2004)도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변인을 가족,학업,

친구,교사로 보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문제와 직면하
여 해결하는 대처방식의 사용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질이 높았다
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안정적인 사회 문화적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기여

하므로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상태와 행동 또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Raphael등,1996 ;Meuleners 등,2003 ; Nasr & 

Welsch,1996).그러나 아이들과 청소년의 선천성 심질환이 건강관리자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심질환과 비교하여 젊은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
의 질을 평가한 연구는 적다.몇몇의 연구에서 심질환을 가진 환아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어 있지만 결과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는 질환의 종류,중증도
가 다양하고 삶의 질 평가 도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Connolly,Rutkowski, 

Auslender, Artman, 2002).
선천성 심질환의 심각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면,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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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최영란,1999;Lane등,2002;
김유정,2004).증상유무에 따른 결과에서는 Connolly등(2002)은 증상을 경험한
군의 삶의 질이 낮음을 보고하였으나,Krol등(2003)은 정상군과 비교해 큰 차이
가 없다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문주령(2005)은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
의 일반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연령,경제상태,종교,가족형태,형제서
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심질환의 FI(functionalindex),NYHA
Fc(New YorkHeartAssociationFunctionalclass)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김유정(2004)은 질병관련특성 중 진단,수술횟수,수술 후 경과시간,청색
증,수술 후 합병증,NYHA Fc단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신체상,자아존중감,삶의 질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성행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결속력이 선천성 심질환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설명력은 10.83%였으며,환자의 신체기능 상태가 좋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가족 결속력이 높았다.
Molzahn등(1997)은 심장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전과 이식 후 6개월,1년

이 되는 시기와 그 후 4년 동안 매년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심장이식을 받은 후
대상자의 삶의 질이 크게 상승되었고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 정도와 비교해도 만
족할 만한 결과였다고 보고하였다.이는 비록 질병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적절한 중재로 잘 지지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은 향상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심한 질병이나 만성질환,부정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상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강화나 지지를 통
하여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노유자,1988).



- 10 -

333...단단단심심심실실실 교교교정정정술술술

선천성 심장병 중 복잡심장기형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심실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단심실이라는 말은 세부적인 해부학적 분류에 관계없이(Tweddell, Litwin, 

Thomas& Mussatto,1999)기능적 단심실(FunctionalSingleVentricle)을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기능적 단심실(FSV)은 공통의 혈액이 섞이는 하나의 심실을 가지
고 있고 그 단심실이 폐순환과 체순환의 펌프 역할을 하면서 심실의 용적부하
(volumeoverload)를 만든다.진단은 대부분 태어나서 며칠 또는 몇 주안에 청색
증과 심부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특히 요즘은 산전초음파의 발달로 산
전에 진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치료도 하
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청색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곤봉형 손가락,적혈구 증다
증,뇌경색이 걸릴 위험성 등이 높아지고 결국 심실기능부전이 초래된다.따라서
이 아이들의 치료목표는 외과적으로 체순환과 폐순환을 분리시키면서 혈역학적
상태를 안정화하고 청색증과 심실의 용적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단심실 교정
술인 폰탄수술을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O'Brien & Boisvert,2001).
단심실 교정술의 소개로 기능적 단심실 환자의 치료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고
처음 34년 전 우측심장의 우회라는 폰탄수술을 발표한 이후 하나 둘씩 다른 폰탄
술식이 개발되어지면서 단심실 교정술은 선천성 심질환에서 가장 자주 행해지는
수술방법 중의 하나가 되었다.또한 체순환과 폐순환을 분리하면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고 체순환을 담당하는 심실의 용적부하도 정상화 시
켜 지금은 기능적 단심실을 가진 어린이,청소년,성인 환자군 모두 정상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Giannico 등,2006).
단심실 교정술까지의 수술적 경로는 다양하지만 크게 1차 수술로 체-폐동맥 단

락술(Modified Blalock-Taussing Shunt,MBTS)또는 폐동맥 조임(Pulmonary
Arterybanding,PA banding)후 바로 시행하는 방법,1차로 체-폐동맥 단락술
(MBTS)또는 폐동맥 조임술(PA banding)후 2차로 양방향성 상대정맥 -폐동맥
단락수술(BidirectionalCavopulmonaryShunt,BCS)을 시행하는 단계적 방법,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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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로 조기에 양방향성 상대정맥 -폐동맥 단락술(BCS)수술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FSV

MBTSor
nointervention

StageⅠ
Norwood

PA banding

BCS

pulmonary
obstruction(+)

pulmonary
obstruction(-)systemic

obstruction(+)

Fontan
procedure

․FSV :FunctionalSingleVentricle
․MBTS:ModifiedBlalock-TaussingShunt
․PA banding:PulmonaryArteryBanding

<그림 1>기능적 단심실의 수술경로

이차수술인 양방향성 상대정맥 -폐동맥 단락수술(BCS)의 경우,심실에 걸리는
용적부하를 감소시키고 심방심실판막의 보존과 역류를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폐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킨다.따라서 이전에 양방향성 상대정맥 -폐동맥 단락술
(BCS)을 받았던 환아가 단심실 교정술 후에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많은 연구
들이 있다(O'Brien & Boisver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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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실 교정술 후의 장기결과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스톤 소아병원
에서 1973년부터 1991까지 지난 30년 동안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500명의 환자의
의무기록 분석 결과 수술 후 초기사망률이 27%에서 7%로 감소하였고(Gentiles
등,1997)심장의 기능도 좋아지고 환자의 91%가 심장으로부터 초래된 증상은 없
어지면서 오로지 운동중에만 증상이 조금 있었다고 하였다.또한 2차 수술인 양방
향성 상대정맥 -폐동맥 단락술(BCS)단계를 거치고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환아
의 경우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결과로 수술 초기 사망률이 5% 이하였다고 하였
다(VanArsdell등,2000).
  Earing 등(2005)은 DILV(DoubleInletLeftVentricle)에서의 단심실 교정술 후
의 결과에 관한 보고에서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후 초기 생존율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후기 사망률과 이환율(합병증)은 남아있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그 구체
적인 결과로 Mayoclinic에서 1974년부터 2001년도까지 DILV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225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30일 이전에 사망한 환자는 22명
으로 9.3%이고 1989년 이후 초기 사망률은 3%로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최근까지
생존해 있는 환자는 78%로 203명중 159명 이었다.203명의 5년,10년,15년,20면
생존율은 각각 91%,80%,73%,69%였고 이 중 49%는 단심실 교정술 후에 추가
의 외과적 시술을 더 받았다고 하였다.자주 발생하는 후기 합병증으로는 심방조
동 또는 심방세동(57%),장으로의 단백질 유출(9%),혈전색전증(6%)등이 있었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84%에서 좋거나 또는 훌륭하다고 표현했고,18%는 그럭저럭
하며 12%는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vandenBosch등(2004)은 1971년 처음 단심실 교정술을 성공한 이후 36명의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장기결과(long-term outcome)와 삶의 질에 관
한 연구에서 평균 외래 관찰기간은 15년이고 36명의 환자 중 10년 이내에 28%인
10명의 환자가 단심실 교정술 이후에 사망하였고 그 중 1명의 환자는 심장이식을
받았으며 21명(58%)의 환자에게서 재수술이 시행되었다.재수술의 주요 원인은 단
심실 교정술의 수정(revision)이었고 그 외 상심실성빈맥이 20명(56%)의 환자에게
서 보였고 외래 관찰기간이 길수록 부정맥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5명의 환
자는 적절한 혈액응고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환자에게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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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색전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 3명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었다.전체 환자에게 195번
의 입원기록이 있었으며 평균 3.8±2.7번으로 1회에서 13회까지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Lubiszewska 등 (2003)의 20년간 43명의 단심실 교정술후의 장기결과에 관한
보고에서는 최근까지 살아있는 환자는 76.8%였고 수술방법의 수정과 동종이식을
제외하면 재수술과 후기 합병증은 점차 감소추세라고 하였다.단심실 교정술 후의
후기 사망률은 방실판막부전과 판막 치환술시에 증가하였고,현재 살아있는 환자
의 97%가 현재 NYHA classⅠ～Ⅱ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훌륭한 수술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심실 교정술은 단심실을 지닌

환자의 고식적인 수술법으로 남아있다.청색증을 없애주고 심실의 용적부하를 감
소시키며 체순환과 폐순환을 분리시키지만 단지 수축을 하는 심실이 하나뿐이라
는 비특이적인 생리학적 특성 때문에 만성적인 체정맥의 고혈압과 폐동맥의 저혈
압을 만들고 이로써 폐로부터 받는 혈액양이 감소하면서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실은 점점 부하가 적어져 심실의 이완기 부전을 초래한다.또한 만성적인 높은
체정맥압은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켜 시간이 지나면서 심실기능부전이 생기기 쉽
게 된다.결국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단심실의 환자의 최종 운명은 아직 알 수 없
다(O'Brien & Boisver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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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을 비
교하고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
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능적 단심실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두 그룹으로 근접 모집단은 13∼18세의 청소년이다.

1)심질환 청소년

서울 지역의 A 종합병원에서 기능적 단심실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고 외래 추적
관찰중인 13∼18세의 청소년 34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이 중 강하게 연구를 거부한 1명,초등학교 6학년 1명,발달 지체 1명을 제외
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1명을 표본으로 하였다.24명의 자료수집이 가능하였으나
그 중 1명이 설문지의 일부만 답해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23명이
었다.

2)일반 청소년

일반 청소년의 표적 모집단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13∼18세의 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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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일개교의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에서 각
각 한 반씩을 임의 추출하여 추출된 반의 재학생 총 98명 중 만성질환이 없는 청소
년으로 심질환 청소년과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상태와 성별로 matching하여 동일한
수인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QOLPAV(Raphael등,1996)의 개발은 14∼20세의 청소년과 학생생활 상담자들
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청소년기에서 삶의 의미 있는 영역에 관한 면담에서부
터 시작되었고 원저자가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정체성 발달(identitydevelopment,
Erikson ;1968),발달과제(developmentaltask ;Havighurst,1953),사회화
(socialization;Elder,1980)를 추가하여 54문항의 자가 보고방식의 설문지로 만들
었다.설문지를 하는 참가자는 개인이 느끼는 중요도(그것이 나의 삶의 얼마나 중
요한가?)와 만족도(나의 삶의 부분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5점 척도로 “전
혀 아니다(0점)”에서 “극히 그렇다(5)”로 점수를 평가하게 된다.설문 문항은 54
문항을 크게 3가지 영역(존재,소속,되어감)으로 나누고 이것은 각각 9가지 하부
영역으로 나눈 후 그 아래에 각각 6개의 항목을 포함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alpha0.94이었다.
존존존재재재(((BBBeeeiiinnnggg)))는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누구인가?’이며 신체적 존재(physical

being)는 신체적 건강,성별,영양상태,운동,몸치장,옷 입는 것과 전반적인 외모
이고,심리적 존재(psychologicalbeing)는 판단,인지,느낌,자존감과 자아상을 포
함한 자신의 관심에 대한 평가이며,영적 존재(spiritualbeing)는 개인의 가치와
영적 신념 뿐 아니라 행동에 관한 개인규범이다.
소소소속속속(((BBBeeelllooonnngggiiinnnggg)))은 ‘당신은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화하는가’로 공간적

소속(physicalbelonging)은 집과,이웃,학교,지역사회의 환경과의 관계이고 사회적
소속(socialbelonging)은 친밀한 사람,가족,친구,동료,이웃,지역사회와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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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며 지역사회 소속(communitybelonging)은 교육,고용,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 등의 건강․사회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에서 개최하는 행사,활동 등이다.
되되되어어어감감감(((BBBeeecccooommmiiinnnggg)))은 ‘삶 속에서 행하며 정의하는 것들’로 실용적 생활

(practicalbecoming)은 일상생활로 매일 하는 것과 학교생활,자원봉사,건강을 위
해서 하는 것들이고 여가(leisurebecoming)는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하는 활동이며 성장(growthbecoming)은 지식과 기술(skill)을 유지
증진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의 질 점수의 계산은 Raphael등(1996)이 제시한 산출 공식에 의해 계산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삶의 질 점수 =(중요도 점수/3)×(만족도 점수–3)]
중요도와 만족도는 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중
요함/매우 만족함)으로 점수를 주고 삶의 질 점수는 중요도 점수를 3으로 나눈 뒤
만족도에서 3을 뺀 수를 곱한다.만약 높은 중요도에 높은 만족도는 높은 삶의 질
을 나타내고 높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는 특별히 낮은 삶의 질 점수를 보인다.
삶의 질 점수는 -3.33(매우 중요함,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3.33(매우 중요함,
매우 만족함)까지 보이며 이중 만족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삶의 질 점수가 ‘0’이상이면 긍정적인 삶의 질을 반영하고 ‘0’이하는 부정적인 삶
의 질을 반영한다.구체적으로 점수가 1.50이거나 그보다 높은 것은 삶의 질이 매
우 좋은 것(“very good")으로 간주되며 0.51～1.50의 점수는 괜찮은 경우
("acceptablesituation")이고 -0.50～+0.50의 점수는 적당("adequatesituation")하
다.그러나 -0.51～-1.50은 문제가 있고("problematic")-0.50이하의 점수는 문제
가 심각("veryproblematic")하다고 하겠다.
한편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통제(“나는 삶의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

력을 가지고 있는가?즉 나는 삶의 이 영역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가?”),기회
(“내게 삶의 이 부분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기회가 있는가?또는 내게 삶의 이
영역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를 점수화 하도록 되어 있어 삶의 질을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QOLPAV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0.97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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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에 관한 신뢰도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도구는 저자의 허락을 받고 원본을 받아 원 도구를 S종합병원

의 소아 심장 전문 간호사,소아 종양 전문 간호사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중학교 교사 등 3인이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forwardtranslation)한 후 3인의 번
역문을 검토하고 상이한 표현은 영문학자에게 확인 받아 국문으로 확정하였다.이
전에 영문 도구를 보지 않은 영어,국어가 가능한 이민 2세대 소아과 의사에게 국
문으로 번역된 도구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도록 하여(backwardtranslation)영문으
로 재 번역(backwardtranslation)된 도구는 연구 개발자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고,
내용을 참조로 국문 도구를 재수정 하였다.확정된 도구를 소아과 전문의 소아 전
문 간호사,소아 종양 전문 간호사,소아과 병동 간호 관리자의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도구를 확정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절절절차차차

1)예비조사

2006년 4월 7일 건강한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질문과 수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질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
을 측정하였다.본 도구의 설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이었으며 2명
의 청소년이 설문지 문항 중 ‘지역사회’라는 말에 설명을 필요로 하여 예비 조사자
에게 설명해주고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는 괄호를 사용해 보충설명을 넣었다.
또한 ‘모르겠음’과 ‘해당 사항 없음’에 대해 뚜렷한 구분을 짓기 어렵다는 지적에
본 연구자는 ‘모르겠음’과 해당 사항 없음’을 하나로 묶어 문제에 대답하기 어렵
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때 “모르겠음”하나로 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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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질환 청소년

미리 전화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 및 부모에게 연구목적을 이
야기 한 후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허락 받았다.5월에 외래진료가 있는 경우 외
래진료 전,후 외래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소아심장과 또는 소아심장외과 외
래에서 연구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작성 후 회수하였다.5월에
외래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 설문작성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해당병원 간호부 및 소아심장외
과의 허락에 의하여 자료수집을 하였고 심질환 청소년의 자료수집은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직접외래에서 작성한 청소년은 6명이고 외래
일정이 없는 25명의 환자는 우편으로 보내 그 중 18부를 회수하였다.그 중 1부는
만족도의 부분이 체크되지 않아 제외하였고 17명 포함 전체 받은 설문지는 23명
이었다.또한 연구대상자 23명 청소년의 의무기록 검토를 실시하여 질환관련 특성
을 분석하였다.

3)일반 청소년

우선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연구목적을 이야기 하고 허
락을 받은 후 일반 청소년들에게 설문지의 내용,주지사항을 전달 후 수업 후 교
실에서 직접 작성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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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s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
소년의 특성을 x²test로 비교하였다.

2)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두 집단간의 삶의 질 차이 검정은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3)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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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특특특성성성

1)일반적 특성

심질환 청소년의 연령은 13～18세 사이로 중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17명(73.9%),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 6명(26.1%)이며 그 중 남학생은 11명(47.8%),여학생이
12명(52.2%)이었다.종교가 있는 청소년은 15명(65.2%),없는 청소년은 8명(34.8%)
이고 형제․자매 수는 외동인 경우가 3명(13%),2명 이상인 청소년은 20명(87%)
이었다.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나쁘거나 혹 그저 그렇
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6명(26%),‘좋거나 매우 좋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7명
(73.9%)이었다.본인이 건강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
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2명(52.2%),‘가끔 그렇거나 종종
또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1명(47.8%)이었다.가족,친지로부터 지지
(support)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
고 대답한 청소년은 3명(13%)이였고 ‘가끔 그렇거나 종종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19명(83%)이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심질환 청소년과 중․고 재학상태와 성별로 matching하여

성별과 재학상태는 같았고 종교가 있는 청소년은 11명(47.8%),없는 청소년은 12
명(52.2%)이었다.형제․자매 수는 외동인 경우가 1명(4.3%),2명이상이 22명
(95.7%)이었고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나쁘거나 혹 그
저 그렇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0명(43.5%),‘좋거나 매우 좋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13명(56.5%)이었다.본인이 건강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렇
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가 12명(52.2%),‘가끔 그렇거나 종
종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1명(47.8%)이었다.가족,친지로부터 지
지(support)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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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한 청소년은 4명(17.4%)이었고 ‘가끔 그렇거나 종종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은 19명(82.6%)이었다.
두 그룹간 비교 시 종교나 형제․자매 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현재 느끼

는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나쁘거나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일반 청소년이 많았
다.반면에 심질환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또는 매우
좋다’라고 17명(74%)이 대답하였고,현재 지각하고 있는 건강문제가 있는지에 관
한 질문에서는 두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가족,친지로부터의 지지유무에서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 두 그룹 모두 질문에 ‘종종,또는 항상 그렇다’는 답으로
비교적 높은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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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p<.05, **p<.01, ***p<.001

특성 구분 심질환
청소년 일반 청소년 χ² P

종교
유 15 11

1.42 .234
무 8 12

형제․자매
수

외동 3 1
1.10 .295

2명 이상 20 22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매우 나쁘다

2.091 .636
나쁘다 1 1

그저 그렇다 5 9
좋다 14 10

매우 좋다 3 3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 5 2

2.355 .712
그렇지 않다 7 10
가끔 그렇다 5 5
종종 그렇다 4 5
항상 그렇다 2 1

가족지지
에 대한
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 1 1

9.417 .031*

그렇지 않다 2 3
가끔 그렇다 2 3
종종 그렇다 4 12
항상 그렇다 13 4
표시 안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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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상적 특성

진단명은 삼첨판 폐쇄(TricuspidAtresia,TA)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좌심실
이 큰 형태의 기능적 단심실(FunctionalSingleVentricle,'LV'type)과 우심실이
큰 형태의 기능적 단심실(FunctionalSingleVentricle,'RV'type),수정 대혈관
전위(congenitallycorrectedTranspositionofGreatArtery,cc-TGA)가 각각 4명,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은 폐동맥 폐쇄(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Septum,PA withIVS)가 3명 ,기타의 경우가 2명이었다.
수술기법으로는 가장 최근의 수술기법인 외측도관을 이용한 Extracardiac conduit 

Fontan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3명은
Atrio-pulmonary Fontan 또는 LateraltunnelFontan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Extracardiacconduit Fontan기법으로 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였다.
수술시 연령은 5～17세이며 평균 연령은 11세였다.12세 이전에 수술을 받은 대상
자는 18명,청소년기에 수술 받은 대상자는 5명이었다.청소년기에 수술 받은 5명
중 1명은 5세 때 이미 Atrio-pulmonary Fontan 수술을 받았지만 17세에
Extracardiac conduit Fontan수술로 전환한 경우였다.단계적 수술방법으로 단심
실 교정술을 받은 대상자는 19명이며 4명의 경우 단계적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단
1번으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았다.
3명의 대상자가 수술 후 완전방실블럭이 생겨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했고,1명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수술 후 마지막 외래 관찰시 95%이상의 산소포화도를 유지
하였다.수술 후 복용하는 약물이 없거나 또는 항응고제(쿠마딘 또는 아스피린)만
복용하는 대상자는 17명으로 73.9%였고 강심제 또는 안지오텐신 효소전환억제제,
부정맥 치료제 등을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는 대상자는 6명(26.1%)이었다.이 환
자군은 단심실 교정 후 심실기능이 떨어지거나 판막의 역류가 있어 약물의 도움
을 받는 상태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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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심질환 청소년의 질병관련 특성

(N=23)

․ FSV :FunctionalSingleVentricle,LV :LeftVentricle,RV :RightVentricle
․ TA :　TricuspidAtresia
․ PA withIVS:PulmonaryAtresiawithIntactVentricularSeptum
․ cc-TGA :congenitallycorrectedTranspositionofGreatArtery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진단명

FSV('LV'가 큰 심실) 4 17.4%

FSV('RV'가 큰 심실) 4 17.4%

Tricuspid Atresia 6 26.1%

PA with IVS 3 13.0%

cc-TGA 4 17.4%

기타 2 8.7%

수술기법

Aotopulmonary Fontan 4 17.4%

Lateral tunnel Fontan 9 39.1%

Extracardiac conduit 

Fontan
10 43.5%

수술시 연령
학령기(5~12세) 18 78.3%

청소년기(13~17) 5 21.7%

수술횟수
≦3회 17 73.9%

≧4회 6 26.1%

복용중 약물개수
≦1개 17 73.9%

≧2개 6 26.1%

인공심박동기

삽입유무

유 3 13%

무 20 87%

산소포화도

86~90% 1 4.3%

91~95% 10 43.5%

96~100% 12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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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심심심질질질환환환 청청청소소소년년년과과과 일일일반반반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비비비교교교

1)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두 집단간 총 항목의 삶의 질 점수 평균 비교시 심질환 청소년이 0.13±.73으로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점수 0.38±.61보다 낮았으나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이고 적
당한 수준(adequatesituation)의 삶의 질로 평가되었다.세부영역 비교시 존재
(Being)의 모든 하부 영역과 소속(Belonging)의 모든 하부 영역에서 심질환 청소
년이 일반 청소년 보다 낮았고 되어감(Becoming)의 영역은 두 그룹 모두 0.14로
긍정적인 삶의 질을 반영하며 적당한 수준으로 같았다.심질환 청소년은 사회적
소속영역(socialbelonging)과 성장(growthbecoming)에서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인 반면 일반 청소년은 여가(leisurebecoming)와 사회적 소속(socialbelonging)
에서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였다.두 그룹 모두 소속영역 중 공간적 소속
(physicalbelonging)에서 ‘-0.08’과 ‘-0.02’의 평균점수로 부정적인 삶의 질을 보였
으나 그 절대값이 크지 않아 ‘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표 3>.
또한 두 그룹의 삶의 질의 중요도,만족도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모든 영

역에서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평균점수가 낮았다.삶의 하부영역
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심질환 청소년은 성
장(growth becoming)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심리적 존재
(psychologicalbeing),신체적 존재(physicalbeing),영적 존재(spiritualbeing),사
회적 소속(socialbelonging)순이었다.일반 청소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
역은 성장(growthbecoming)이고 다음으로 심리적 존재(psychologicalbeing),신
체적 존재(physicalbeing),사회적 소속(socialbelonging),영적존재(spiritual
being)순으로 심질환 청소년과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 3가지가 순서대로 같았다.
삶의 중요도에 대한 점수에서 존재(Being,t=-2.09,p=.042)와 소속(Belonging,

t=-2.30,p=.026)영역에서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 중 소속
(Belonging)의 하부영역 가운데 공간적 소속(t=-2.38,p=.022)과 사회적 소속
(t=-2.08,p=.043)에서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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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서는 심질환 청소년 그룹과 일반 청소년 모두 사회적 소속(social
belonging)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여가(leisure becoming,t=-2.49,
p=.017)영역에서 일반 청소년 그룹은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반면 심질환
청소년은 비교적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한편 통제와 기회점수도 모두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통제영역에서 공간적 소속(physicalbelonging,t=2.54,p=.015)과
되어감(Becoming,t=2.70,p=.010)영역 그리고 그 하부영역 중 생활(practice
becoming,t=2.20,p=.033),여가(leisurebecoming,t=2.19,p=.034),성장(growth
becoming,t=2.13p=.039)에서 모두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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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QOL)

삶의 질 영역
신뢰도
(α)

심질환
청소년(N=23)

일반 청소년 (N=23)

M SD M SD
존존존재재재(((BBBeeeiiinnnggg))) ...999222 .15 .87 .44 .66

육체(Physicalbeing) .67 .27 .88 .05 .74
심리(Psychologicalbeing) .76 -.06 1.04 .41 .87
영(Spiritualbeing) .74 .25 1.04 .40 .85
소소소속속속(((BBBeeelllooonnngggiiinnnggg))) ...888777 .09 .61 .23 .63

공간(Physicalbelonging) .53 -.08 .47 -.02 .74
사회(Socialbelonging) .68 .42 .73 .64 .79

지역사회
(Communitybelonging) .80 -.07 .98 .08 .67

되되되어어어감감감(((BBBeeecccooommmiiinnnggg))) ...999222 .14 .87 .14 .72
생활(Practicalbecoming) .79 -.08 .84 .12 .64
여가(Leisurebecoming) .88 .08 .97 .71 .92
성장(Growthbecoming) .92 .43 1.32 .57 .92

총총총 항항항목목목 ...999777 ...111333 ...777333 ...333888 ...6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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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중요도,만족도 비교

삶의 질
영역

중중중요요요도도도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중중중요요요도도도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심질환
청소년
M±SD

일반
청소년
M±SD

심질환
청소년
M±SD

일반
청소년
M±SD

t p t p

존존존재재재 3.51±.44 3.78±.43 3.02±.61 3.26±.49 -2.09 ...042* -1.49 .143

신체 3.53±.57 3.83±.63 3.09±.69 3.30±.54 -1.67 .102 -1.20 .239

심리 3.58±.63 3.88±.55 2.91±.69 3.27±.63 -1.67 .101 -.184 .073

영 3.43±.54 3.65±.52 3.05±.69 3.20±.62 -1.39 .172 -.79 .437

소소소속속속 3.26±.56 3.63±.55 2.97±.54 3.12±.47 -2.30 .026* -1.05 .301

공간적 3.12±.60 3.62±.67 2.85±.43 2.95±.57 -2.38 .022* -.67 .508

사회적 3.38±.68 3.76±.55 3.19±.65 3.39±.53 -2.08 .043* -1.17 .247

지역사회 3.21±.76 3.52±.69 2.87±.75 3.03±.54 -1.45 .154 -.84 .404

되되되어어어감감감 3.38±.50 3.68±.64 2.99±.65 3.28.53 -1.81 .077 -1.61 .116

생활 3.21±.62 3.46±.67 2.81±.70 3.00±.56 -1.30 .202 -1.02 .311

여가 3.26±.67 3.65±.89 2.93±.77 3.46±.67 -1.67 .102 -2.49 .017*

성장 3.66±.65 3.94±.64 3.24±1.00 3.36±.64 -1.51 .138 -.505 .62

총총총항항항목목목 3.38±.44 3.70±.50 2.99±.54 3.22±.45 -2.27 .028* -1.55 .12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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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통제,기회 비교

삶의 질
영역

통통통제제제 기기기회회회 통통통제제제 기기기회회회

심질환
청소년
M±SD

일반
청소년
M±SD

심질환
청소년
M±SD

일반
청소년
M±SD

t p t p

존존존재재재 3.39±.91 3.67±.66 3.33±.97 3.33±1.02 1.18 .246 0.03 .980

신체 3.43±1.03 3.50±.80 3.27±1.12 3.52±1.20 .25 .800 .72 .476

심리 3.36±1.05 3.83±.83 3.41±1.22 3.22±1.17 1.64 .108 .54 .593

영 3.40±.88 3.70±.70 3.32±1.25 3.26±1.14 1.22 .229 .15 .882

소소소속속속 3.08±.57 3.38±.70 2.89±.72 2.97±1.12 1.59 .120 .34 .736

공간적 3.14±.83 3.73±.70 2.73±.88 3.00±1.21 2.54 .015* .86 .393

사회적 3.18±.91 3.41±.80 2.83±.89 2.83±1.23 .88 .382 .00 1.00

지역사회 2.89±.96 3.00±1.02 3.10±1.21 3.09±1.24 .35 .728 .03 .972

되되되어어어감감감 3.10±.78 3.68±.66 3.28±.76 3.49±.98 2.70 .010* .84 .405

생활 3.05±.65 3.52±.79 3.00±.84 3.26±1.25 2.20 .033* .80 .425

여가 3.14±1.08 3.83±1.03 3.35±.93 3.48±1.16 2.19 .034* .42 .677

성장 3.10±1.00 3.70±.88 3.43±1.04 3.74±.92 2.13 .039* 1.06 .297

총총총항항항목목목 3.17±.63 3.57±.54 3.16±.62 3.27±.95 -2.34 .024* -.45 .65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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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심심심질질질환환환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 하부영역(존재,소속,되어감)의 만족도 점수와 전체 만
족도 점수로 삶의 질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일반적 특성에서는 중,고 재학상태
와 형제․자매수,종교유무를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질병관련특성 중 진단과 수술기법,수술시 연령,인공심박동기 유무 등은 삶의 만
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술횟수에 따른 소속
(Belonging)만족도에서 t=2.411,p=.0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현
재 복용하는 약물개수는 소속(Belonging)만족도에서 t=2.566,p=.018과 되어감
(Becoming)만족도에서 t=2.455,p=.023,전체 만족도에서 t=2.602,p=.017로 삶
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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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 관련요인

특성 구분
(N=23)

존존존재재재(((BBBeeeiiinnnggg)))만만만족족족도도도 소소소속속속(((BBBeeelllooonnngggiiinnnggg)))만만만족족족도도도 되되되어어어감감감(((BBBeeecccooommmiiinnnggg)))만만만족족족도도도 전전전체체체만만만족족족도도도
Mean±SD torF P Mean±SD torF P Mean±SD torF P Mean±SD torF P

학년 중(n=17) 2.91±.41 -.958 .377 2.89±.48 -1.182 .250 2.94±.47 -.441 .676 2.92±.36 -.804 .454고(n=6) 3.31±.97 3.19±.68 3.14±1.06 3.21±.88

종교 유(n=15) 3.13±.63 1.232 .232 2.98±.65 .118 .907 3.06±.76 .661 .516 3.06±.64 .764 .453무(n=8) 2.80±.53 2.95±.26 2.87±.40 2.87±.23

형제자매수 외동(n=3) 3.02±.32 .026 .979 2.95±.04 -.078 .939 3.01±.26 .057 .955 3.00±.12 .007 .994둘 이상(n=20) 3.01±.65 2.97±.58 2.99±.70 2.99±.58

진단분류

FSV('LV'type,n=4) 3.30±.38

.400 .842

3.18±.43

1.048 .422

3.53±.13

1.398 .274

3.34±.29

.808 .560

FSV('RV type,n=4) 2.93±.27 2.91±.16 2.68±.18 2.84±.18
TA(n=6) 3.04±.41 2.66±.59 2.92±.30 2.87±.29

PA withIVS(n=3) 2.63±.55 2.83±.48 2.54±.66 2.67±.56
cc-TGA(n=4) 3.10±1.06 3.11±.85 2.98±1.27 3.07±1.04
Others(n=2) 2.94±1.34 3.52±.10 3.52±.57 3.33±.67

수술기법
A-PFontan(n=4) 3.08±.48

1.695 .209
3.00±.22

.801 .463
2.78±.21

.399 .676
2.95±.18

.873 .433Lateraltunnel(n=9) 3.26±.81 3.13±.66 3.13±1.01 3.17±.81
Extracardiac(n=10) 2.77±.34 2.81±.50 2.96±.30 2.85±.22

수술시
연령

학령기(5～12세,n=18) 3.01±.57 -.142 .889 2.96±.57 -.161 .874 3.05±.63 .783 .442 3.00±.53 .207 .838청소년기(13～17세,n=5) 3.05±.79 3.00±.47 2.79±.78 2.95±.64

수술횟수 1～3회(n=17) 3.13±.64 1.563 .133 3.12±.45 2.411 .025* 3.09±.67 1.185 .249 3.11±.54 1.878 .0744～8회(n=6) 2.69±.41 2.56±.58 2.76±.59 2.66±.41
인공심박동
기 삽입

유(n=3) 2.76±.66
-.776 .446

2.74±.42
-.794 .436

2.80±.89
-.554 .585

2.76±.65
-.785 .441무(n=20) 3.05±.61 3.00±.55 3.02±.64 3.03±.53

약물복용
개수

1개이하(0～1개,n=17) 3.14±.62
1.810 .085

3.12±.43
2.566 .018*

3.17±.58
2.455 .023*

3.15±.49
2.602 .017*2개이상(2～4개,n=6) 2.65±.42 2.54±.63 2.49±.61 2.56±.4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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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변량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약물복
용개수,수술횟수,형제․자매수,종교,수술기법,심박동기 삽입 유무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이 중 약물개수만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으며 24.4%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7>.

표 7.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특성 B β T p

약물복용개수 -.590 -.494 -2.60 .017

R² .24

F 6.772

P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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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QOLPAV 로 단
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찾기 위한 조사연구이다.또한 국
외에서 개발된 QOLPAV 는 삶의 중요도와 만족도로 환산한 점수로 청소년의 삶
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 도구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처음 적용하고 원저자
Raphael등(1996)의 제안대로 일반 청소년 이외에 질병이 있는 청소년에게 사용하
여 일반 청소년과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았다.
원 저자가 14～20세의 캐나다 일반 청소년 167명의 삶의 질을 QOLPAV로 측

정한 결과 삶의 질 평균점수는 0.99±.71(Raphael등,1996)이었고 그 후 영국에서
같은 도구로 12～16세의 일반 청소년 899명의 삶의 질을 측정한 점수는 0.92±.68
(Bradford, Rutherford & John,2002)로 국내 심질환 청소년 0.13±.73,일반 청소
년 0.38±.61에 비해 높았다.각 영역별로 삶의 질 점수 비교시 존재(Being)와 되어
감(Becoming) 영역에서는 캐나다 청소년의 삶의 질 점수가 각각 0.97±.80,
1.13±.80으로 영국과 국내 청소년보다 높았고 소속(Belonging)영역은 영국 청소년
이 1.11±.81로 가장 높았다.이는 국내 청소년들이 학교내외의 과중한 교육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다양하게 보낼 엄두도 못
내며,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맞을지를 탐색해 볼 가
능성마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성 때문으로(조명환 등,1994)생
각된다.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 점수는 일반 청소년 그룹의 삶

의 질 점수보다 낮았으나 총 항목의 평균은 일반 청소년과 같이 긍정적인 적당한
수준의 삶의 질로 평가되었다.이는 앞서 말한 Ekman-Joelsson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Gentles등(1997)이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거나 훌륭하다고 인지하고 일상생활 대부분을 참여할 수 있
음을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그러나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환자군이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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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삶의 질과 신체기능면이 현저하게 낮았다(van den Bosch 등,2004;
McCrindle등,2006)라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반면 본 연구에서는 현
재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좋거나 매우 좋다”라고 대답한 심질환 청소년
이 17명(73.9%)으로 일반 청소년 13명(56.5%)보다 많았다.이는 비록 여러 번의
수술과 잦은 입원생활을 겪었지만 심질환 청소년이 현 건강상태에 만족하고 있다
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결국 긍정적인 삶의 질로 연결되어 일반 청
소년과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수술 후 마지막 외래
에서 측정된 산소포화도와 호흡곤란 유무 등을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해 본 결과
1명을 제외한 22명(95.7%)의 심질환 청소년이 95%이상의 산소포화도를 유지하면
서 청색증과 호흡곤란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는 비록 교정적 수술(corrective
surgery)이 아닌 고식적인 수술(palliativesurgery)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aphael등(1996)은 삶의 만족도가 삶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가장 핵심요소라 하

여 본 연구에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찾아
보았다.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대신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상태와 성별,종교,형
제자매수로 만족도를 보았으나 이중 심질환 청소년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의미 있는 변수는 없었다.Bradford등(2002)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이 어릴수록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
의 만족도가 높아 삶의 질이 높았던 반면 나이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린 청소년보다 낮았다고
하였다.또한 문주령(2005)은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경제상태,종교,가족형태,형제서열 등에 따라 삶
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김유정,2004;유정란,윤소영,2004;2004;구
현영 & 박현숙,2005)이지만 자료수집단계에서 청소년의 경제수준을 포함하지 않
아 경제수준을 반명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통제,기회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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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매 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한편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초경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초기 청소년여성의 경
우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중 73.9%에 해당하는 17
명이 중학생이고 특히 1학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아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그러나 이미 초경을 경험한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여자 청소년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해 보았다면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여성
의 경우 임신이 금기로 되어 있어 같은 또래의 일반 여자 청소년들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질병관련 특성 중 진단분류에 따른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진 않았지만 기능적 단심실 중 좌심실이 큰 심실(FSV,'LV type)의 청소년이 모
든 영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단심실 교정술 후 체순환을 담당
하는 심실이 좌심실로 수술 후 초기 사망률이 낮고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지한다(Earing등,2005)는 보고와 일치하였다.김유정
(2004)은 성인 선천성 심질환자의 신체상,자아존중감,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단,수술횟수,수술 후 경과,청색증,수술 후
합병증,NYHA(New YorkHeartAssociation)단계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
단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질의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본 연구의 진단분류
가 김유정(2004)의 진단분류와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 대상자의 진단은 모두 기능
적 단심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진단분류이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또한
Giannico 등(2006)은 ExtracardiacconduitFontan술식이 전반적인 생존율과 기
능적 상태,심폐기능면에서 LateraltunnelFontan술식보다 우위라고 하였고,본
연구자도 가장 최근의 수술방법인 ExtracardiacconduitFontan술식을 받은 청소
년 그룹이 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미한 차이로 Lateraltunnel
Fontan술식을 받은 청소년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수술시 연령의 경우 청소년
기에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에 대한 기억과 입원경험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학령기에 받았던 청소년보다 낮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두 연령 그룹간의 만족도
에 큰 차이가 없었다.또한 수술횟수의 경우 단심실 교정술을 위한 단계적 수술은
보통 3회까지이나 폐동맥 크기가 작아 체-폐동맥 단락술이 더 시행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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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io-pulmonaryFontan수술 후 부작용으로 후에 ExtracardiacconduitFontan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경우 등에서 4회 이상의 수술을 받
았는데 수술횟수에 따른 소속 만족감(Belonging)의 유의한 차이는 수술로 인한 잦
은 입원과 정기적 외래방문으로 학교생활이나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
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윤소영(2004)은 인공 심박동기 이식으로 대부분의 이식자들이 이식전보다 증상

이 좋아져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이식자들 중 일
부는 신체적인 증상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공 심박동기의 기능부전과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인공심박동기 이식전보다 삶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인공 심박동기 삽입유무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이는 연구
대상자 중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한 청소년이 3명뿐으로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함
에 따른 것으로,향후 충분한 대상자수를 확보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고 있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인공심박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보다 낮았다는 결과는 인공심박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단심실 교정술 후에 항응고제 복용은 혈전형성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혈액응고 검사를 하여 INR(internationalnormalizedratio)수치에 따라 그 용량을
조절한다.따라서 INR에 따라 아예 약물복용을 하지 않거나 항응고제인 쿠마딘
과 아스피린 중 한 가지만 복용하거나,또는 다른 문제로 항응고제 이외에 디곡신
등의 강심제나 에나나프릴,카프릴 등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코다론 등의
부정맥 치료제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약물복용개수에 따른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 다른 질병관련 특성보다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평소에는 자신의 질환이나 수술받은 기억등을 잊고 지내다가도 약물복용순
간만큼은 자신의 심질환을 인지하며 삶의 소속(Belonging),되어감(Becoming)영
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연구 결과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정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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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심질환 청소년이 긍정적인 성
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을 밟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이는 청소년들의 신체
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이 의료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성장과정 중 나타
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성(sex),임신과 출산,고용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
담 및 교육,정서적지지 등의 추후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전문간호사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
다.특히 이러한 치료적 관계(therapeuticinteraction)는 예민한 심질환 청소년들에
게 전문간호사와 친밀감(Rapport)이 형성된 이후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청소년들도 궁금한 점이 생기고 무언가 시도하고자 할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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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의 질 정도를 비교하고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찾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005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소재 A 종합병원에서 선천성 심질환으
로 단심실 교정술을 받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인 13∼18세의 청소년 전수인 34명
중 연구를 허락한 31명에게 6명은 외래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25명은 우편으로 보냈다.그 중 자료누락 없이 회수된 18부의 설문지를 합한 총
23명의 자료와,서울지역의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한 반씩을
임의 추출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며 회수된 98부 중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 그
룹과 재학상태와 성별로 matching하여 임의로 추출한 23명의 자료를 SPSS1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심질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심질환 청소년의 전체 삶의 질 평균 점수는 0.13±.73으로 일반 청소년의 

삶의 질 점수 0.38±.61 보다 낮았으나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적당한 수준의 삶

의 질을 보였다. 삶의 질 하부 영역 중 존재(Being) 영역과 소속(Belonging) 영역

에서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낮았지만 되어감(Becoming) 영역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같은 삶의 질 점수를 보였다. 

  3)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는 심질환 청소년이 3.38±.44 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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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70±.50 보다 낮았으며 하부영역 중 존재(Being, t=-2.09, p=.042) 영역

과 소속(Belonging, t=-2.30, p=.022) 영역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4) 삶의 질의 지표인 만족도(Satisfaction)는 심질환 청소년이 2.99±.54로 일반 

청소년 3.22±.45 보다 낮았으며 하부 영역 중 되어감(Becoming)의 여가(Leisure 

becoming)영역에서 각각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9, p=.017). 

  5) 삶의 통제(Control)에 관한 비교에서는 심질환 청소년이 3.17±.63으로 일반 

청소년 3.57±.54 보다 낮았으며 특히 소속(Belonging) 영역 중 공간적 소속

(Physical belonging)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질환 청소년의 점수가 낮았

고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4, p=.015). 또한 되어감(Becoming)의 

모든 하부영역에서 심질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제점수가 낮아 두 그

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0, p=.010). 

  6) 삶의 기회(opportunity)에 관한 비교에서 심질환 청소년은 3.16±.62로 일반 

청소년 3.27±.95 보다 낮았으나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반적 

특성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상태, 종교, 형제․자매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8) 심질환 청소년의 질병관련 특성 중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수술횟수(t=2.411, p=.025)와 현재 복용중인 약물개수(t=2.602, p=.017)로 나타났

다. 이 중 다중회귀분석결과 약물복용개수가 심질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24%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 복용하는 약물개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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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3차 의료기관 중 일개 병원의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심질환 환아에게 일반
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2.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수준을 변수로 포함하지 않아 연구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질 측정도구(QOLPAV)는 선천성 심질환 청소년에
게 표준화 된 것이 아니므로 타당도와 신뢰도에 있어서 추후 고찰이 필요하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성
(sex),결혼,임신,직장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현재는 단심실 교정술을 받은 심질환 청소년이 많지 않지만,향후 청소년기에
도달하게 될 소아환자가 많은 만큼,이들 환아들이 청소년이 되는 시점에서 충분
한 수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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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청소년 삶의 질 측정도구 QOLPAV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단심실 교정술을 받고 청소년기에 도달한 환아들의 삶의 질을 조사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자료입니다.

정답은 따로 없으니 잘 읽어봐 주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Tel : 016-472-7610, 02) 3010-5700,  e-mail : loveheart@amc.seoul.kr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생

서울아산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 코디네이터

임 유 미 올림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

1.생년월일 : 년 월 일
2.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학교생활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
4.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5.출생순위 : 남 여 中 , 째

6.현재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7.현재 건강문제가 있다면 지각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종종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8.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종종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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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나의 나의 나의 삶에 삶에 삶에 삶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래의 아래의 아래의 아래의 항목들이 항목들이 항목들이 항목들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    느껴지는지 느껴지는지 느껴지는지 느껴지는지 해당번호에 해당번호에 해당번호에 해당번호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확신이 확신이 확신이 확신이 서지 서지 서지 서지 않아 않아 않아 않아 답할 답할 답할 답할 수 수 수 수 없을 없을 없을 없을 때는 때는 때는 때는 모르겠음에 모르겠음에 모르겠음에 모르겠음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전혀

중요

하지

않음

특별

히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극히 

중요

함

모르

겠음

내 내 내 내 몸과 몸과 몸과 몸과 육체적인 육체적인 육체적인 육체적인 건강건강건강건강

1)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 1 2 3 4 5

2)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음주, 약물, 흡연) 1 2 3 4 5

3) 나의 외모 -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1 2 3 4 5

4) 내 운동과 몸을 가꾸는 것 1 2 3 4 5

5) 내 육체적 건강 1 2 3 4 5

6) 내 영양과 내가 먹는 음식들 1 2 3 4 5

내 내 내 내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느낌느낌느낌느낌

7)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1 2 3 4 5

8)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 1 2 3 4 5

9)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1 2 3 4 5

10)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1 2 3 4 5

11)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1 2 3 4 5

12)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 1 2 3 4 5

내 내 내 내 신념과 신념과 신념과 신념과 가치가치가치가치

13) 어떤 것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 1 2 3 4 5

14)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 1 2 3 4 5

15)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 1 2 3 4 5

16)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1 2 3 4 5

18) 옳고 그름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보내는 보내는 보내는 보내는 곳곳곳곳

19) 외출시 (학교, 인근) 안전함을 느끼는 것 1 2 3 4 5

20) 내가 살고 있는 지역 1 2 3 4 5

21) 지구와 환경 1 2 3 4 5

22)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아파트 1 2 3 4 5

23) 내가 살고 있는 이웃 1 2 3 4 5

24) 내가 다니는 학교 1 2 3 4 5

내 내 내 내 주위 주위 주위 주위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

25)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1 2 3 4 5

26)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1 2 3 4 5

27)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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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중요

하지

않음

특별

히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극히 

중요

함

모르

겠음

28) 여자/남자 친구가 있는 것 1 2 3 4 5

29) 참석할 수 있는 파티와 행사들이 있는 것 1 2 3 4 5

30) 나의 친구들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접근 접근 접근 접근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내가현재 내가현재 내가현재 내가현재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지역지역지역지역))))의 의 의 의 자원들자원들자원들자원들

31) 나의 힘으로 의료적/사회적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것 1 2 3 4 5

32)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4 5

33)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것 1 2 3 4 5

34)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것 1 2 3 4 5

35) 친구들과 갈 곳이 있는 것 1 2 3 4 5

36) 여기 시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할 일이 있는 것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들것들것들것들

37)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 1 2 3 4 5

38) 내 외모와 위생을 보살피는 것 1 2 3 4 5

39)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것 1 2 3 4 5

40) 내가 집에서 하는 일 1 2 3 4 5

41)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 1 2 3 4 5

42) 내가 아직 학교를 다녀도 내가 직업으로 하는 일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재미와 재미와 재미와 재미와 즐거움을 즐거움을 즐거움을 즐거움을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것것것

43) 대중적인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것 1 2 3 4 5

44) 취미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1 2 3 4 5

45) 실내 활동들 (예 ; TV, 독서) 1 2 3 4 5

46) 야외 활동들 (예 ; 산책, 자전거 타기) 1 2 3 4 5

47) 스포츠 또는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 1 2 3 4 5

48)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하고 변화하기 변화하기 변화하기 변화하기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것것것

49)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는 것 1 2 3 4 5

50) 다른 사람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것 1 2 3 4 5

51)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1 2 3 4 5

52) 일 혹은 경력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1 2 3 4 5

53)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1 2 3 4 5

54)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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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나의 나의 나의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아래의 아래의 아래의 아래의 항목들이 항목들이 항목들이 항목들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스럽게만족스럽게만족스럽게만족스럽게    느껴지는지 느껴지는지 느껴지는지 느껴지는지 해당번호에 해당번호에 해당번호에 해당번호에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표시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문제에 확신이 서지 않아 답할 수 없을 때는 모르겠음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만족

하지

않음

특별

히 

만족

하지

않음

만족

함

매우 

만족

함

극히 

만족

함

모르

겠음

내 내 내 내 몸과 몸과 몸과 몸과 육체적인 육체적인 육체적인 육체적인 건강건강건강건강

1)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 1 2 3 4 5

2)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음주, 약물, 흡연) 1 2 3 4 5

3) 나의 외모 -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1 2 3 4 5

4) 내 운동과 몸을 가꾸는 것 1 2 3 4 5

5) 내 육체적 건강 1 2 3 4 5

6) 내 영양과 내가 먹는 음식들 1 2 3 4 5

내 내 내 내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느낌느낌느낌느낌

7)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 1 2 3 4 5

8)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 1 2 3 4 5

9)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1 2 3 4 5

10)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1 2 3 4 5

11)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1 2 3 4 5

12)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 1 2 3 4 5

내 내 내 내 신념과 신념과 신념과 신념과 가치가치가치가치

13) 어떤 것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 1 2 3 4 5

14)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 1 2 3 4 5

15)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 1 2 3 4 5

16)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1 2 3 4 5

18) 옳고 그름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보내는 보내는 보내는 보내는 곳곳곳곳

19) 외출시 (학교, 인근) 안전함을 느끼는 것 1 2 3 4 5

20) 내가 살 고 있는 지역 1 2 3 4 5

21) 지구와 환경 1 2 3 4 5

22)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아파트 1 2 3 4 5

23) 내가 살고 있는 이웃 1 2 3 4 5

24) 내가 다니는 학교 1 2 3 4 5

내 내 내 내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

25)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1 2 3 4 5

26)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1 2 3 4 5

27) 가족과 친하게 지내는 것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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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만족

하지

않음

특별

히 

만족

하지

않음

만족

함

매우 

만족

함

극히 

만족

함

모르

겠음

28) 여자/남자 친구가 있는 것 1 2 3 4 5

29) 참석할 수 있는 파티와 행사들이 있는 것 1 2 3 4 5

30) 나의 친구들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접근 접근 접근 접근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내가현재 내가현재 내가현재 내가현재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지역지역지역지역))))의 의 의 의 자원들자원들자원들자원들

31) 나의 힘으로 의료적/사회적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것 1 2 3 4 5

32)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4 5

33)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것 1 2 3 4 5

34)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것 1 2 3 4 5

35) 친구들과 갈 곳이 있는 것 1 2 3 4 5

36) 여기 시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할 일이 있는 것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들것들것들것들

37)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 1 2 3 4 5

38) 내 외모와 위생을 보살피는 것 1 2 3 4 5

39)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것 1 2 3 4 5

40) 내가 집에서 하는 일 1 2 3 4 5

41)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 1 2 3 4 5

42) 내가 아직 학교를 다녀도 내가 직업으로 하는 일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재미와 재미와 재미와 재미와 즐거움을 즐거움을 즐거움을 즐거움을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것것것

43) 대중적인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것 1 2 3 4 5

44) 취미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1 2 3 4 5

45) 실내 활동들 (예 ; TV, 독서) 1 2 3 4 5

46) 야외 활동들 (예 ; 산책, 자전거 타기) 1 2 3 4 5

47) 스포츠 또는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 1 2 3 4 5

48)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1 2 3 4 5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하고 변화하기 변화하기 변화하기 변화하기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것것것

49)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는 것 1 2 3 4 5

50) 다른 사람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것 1 2 3 4 5

51)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1 2 3 4 5

52) 일 혹은 경력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1 2 3 4 5

53)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1 2 3 4 5

54)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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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통제력과 통제력과 통제력과 통제력과 기회에 기회에 기회에 기회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평가입니다평가입니다평가입니다평가입니다....

(문제에 확신이 서지 않아 답할 수 없을 때는 모르겠음에 표시해 주세요)

내가 삶의 이 부분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기회가

있는가?

전

혀

조

금

보

통

상

당

히

많

이

모

르

겠

음

1) 내 몸과 육체적인 건강 1 2 3 4 5

2) 내 생각과 느낌 1 2 3 4 5

3) 내 신념과 가치 (value) 1 2 3 4 5

4) 내가 살고 시간을 보내는 곳 1 2 3 4 5

5) 내 주의 사람들 1 2 3 4 5

6) 내가 접근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자원들 1 2 3 4 5

7)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 1 2 3 4 5

8) 내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 1 2 3 4 5

9) 내가 극복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1 2 3 4 5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내가 삶의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전

혀

조

금

보

통

상

당

히

많

이

모

르

겠

음

1) 내 몸과 육체적인 건강 1 2 3 4 5

2) 내 생각과 느낌 1 2 3 4 5

3) 내 신념과 가치 (value) 1 2 3 4 5

4) 내가 살고 시간을 보내는 곳 1 2 3 4 5

5) 내 주의 사람들 1 2 3 4 5

6) 내가 접근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자원들 1 2 3 4 5

7)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 1 2 3 4 5

8) 내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 1 2 3 4 5

9) 내가 극복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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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각 나라별 청소년의 삶의 질 비교

삶의 질
영역

국내
심질환 청소년 국내 일반 청소년 캐나다

일반 청소년 영국 일반 청소년

M SD M SD M SD M SD
존존존재재재 .15 .87 .44 .66 .97 .80 .86 .74
신체 .27 .88 .05 .74 .97 .93 .85 .96
심리 -.06 1.04 .41 .87 .78 1.02 .82 .88
영적 .25 1.04 .40 .85 1.17 .92 .93 .87
소소소속속속 .09 .61 .23 .63 .87 .81 1.11 .81
공간 -.08 .47 -.02 .74 .92 .95 1.01 .88
사회 .42 .73 .64 .79 1.12 .96 1.12 .91

지역사회 -.07 .98 .08 .67 .55 1.03 1.19 1.11
되되되어어어감감감 .14 .87 .14 .72 1.13 .80 .92 .80
생활 -.08 .84 .12 .64 .91 .88 .56 .83
여가 .08 .97 .71 .92 1.32 .95 1.19 .96
성장 .43 1.32 .57 .92 1.17 1.02 1.04 1.08
총총총 항항항목목목 .13 .73 .38 .61 .99 .71 0.92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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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심질환 청소년의 통제,기회의 관련요인

특성 구분
(N=23)

cccooonnntttrrrooolll oooppppppooorrrtttuuunnniiitttyyy
M ±SD tofF P M ±SD tofF P

학년 중(n=17) 3.14±.54 .39 .700 3.18±.60 .21 .834고(n=6) 3.25±.89 3.11±.74

종교 유(n=15) 3.24±.74 .71 .487 3.18±.73 .24 .810무(n=8) 3.04±.36 3.11±.37

형제자매수 외동(n=3) 2.98±.47 .54 .596 3.06±.59 .30 .766둘 이상(n=20) 3.19±.65 3.17±.64

진단분류

FSV('LV'type,n=4) 3.30±.35

.37 .861

3.50±.61

2.05 .123

FSV('RV type,n=4) 3.07±.31 3.35±.32
TA(n=6) 3.33±.68 3.15±.50

PA withIVS(n=3) 2.74±.86 2.41±.80
cc-TGA(n=4) 3.13±.82 2.92±.65
Others(n=2) 3.31±1.14 3.73±.22

수술기법
A-PFontan(n=4) 3.24±.19

.03 .966
2.82±.70

.95 .402Lateraltunnel(n=9) 3.17±.80 3.12±.77
Extracardiac(n=10) 3.13±.62 3.32±.42

.수술시
연령

학령기(5～12세,n=18) 3.16±.60 .16 .871 3.17±.60 .23 .823청소년기(13～17세,n=5) 3.21±.86 3.10±.77

수술횟수 1～3회(n=17) 3.15±.54 .19 .847 3.21±.65 .67 .5104～8회(n=6) 3.21±.89 3.01±.55
인공심박동기

삽입
유(n=3) 2.78±.91 1.16 .260 2.85±.79 .91 .371
무(n=20) 3.22±.59 3.20±.60

약물복용
개수

1개 이하(0～1개,n=17) 3.17±.48 .05 .960 3.23±.59 .93 .363
2개 이상(2～4개,n=6) 3.16±1.00 2.96±.7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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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QQQuuuaaallliiitttyyyooofffllliiifffeeeiiinnnaaadddooollleeesssccceeennntttsssaaafffttteeerrrttthhheee
FFFooonnntttaaannnooopppeeerrraaatttiiiooonnniiinnn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tttoooooorrrdddiiinnnaaarrryyyaaadddooollleeesssccceeennntttsss

Im,YuMi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e main purposes ofthis study were to assess theoverallquality of
life(QOL)in adolescents afterthe Fontan operation in comparison to the
ordinaryadolescents,andtoseekforrelativeriskfactorsaffectingtheQOLin
adolescentsaftertheFontanoperation.

Twenty-threeadolescents,whohadreceivedtheFontanoperationandhad
beenfollowedupinahospitallocatedinSeoul,wereenrolledinthisstudy.
Twenty-threeage/sex-matched ordinary adolescents,selected by randomized
sampling from middle orhigh coeducation schools,were also included for
case-controlcomparison.Datawerecollected and collatedfrom May 1stto
June21st,2006.
The instrument used in study for the quantification of QOL was a

questionnaire QOLPAV(Quality ofLife Profile AdolescentVersion) -- an
instrumentdevelopedfortheassessmentofoverallQOL.
Data are presented as frequencies,medians with ranges,or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s.Various statistical methods,including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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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AnalysisofVariance)and multiplelinearregression analysis,were
employed for the comparison ofQOL between post-Fontan and ordinary
adolescents.

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post-Fontanadolescentsandordinaryadolescents
2)ThemeanoverallQOLscoreinpost-Fontanadolescentswas0.13±0.73,

which was lowerthan thatofordinary adolescents (0.38 ± 0.61).Itwas
deemed,however,thatbothgroupsshowedappropriatelevelsofoverallQOL.
Post-FontanAdolescentshadlowermeanQOL scorescomparedtoordinary
adolescentsin‘Being’and‘Belonging’domains.MeanQOLscorein‘Becoming’
domainwascomparablebetweenthetwogroups.
3)Themeanscoreof‘Importance’ofinpost-Fontanadolescentswas3.38±

0.44,whichwaslowerthanthatofordinaryadolescents(3.70±0.50).There
weresignificantdifferencesin the‘Being’(t=-2.09,P=.042)and ‘Belonging’
(t=-2.30,P=.022)domains.
4)Themeanscoreof‘Satisfaction’inpost-Fontanadolescentswas2.99±

0.54,whichwaslowerthanthatofordinaryadolescents(3.22±0.45).There
wasasignificantdifferenceinthe‘LeisureBecoming’(t=-2.49,P=.017)domain.
5)Themeanscoreof‘Control’inadolescentsaftertheFontanoperationwas

3.17±0.63,whichitwaslowerthanthatofordinaryadolescents(3.57±0.54).
Post-Fontan adolescents had significantly lower mean scores of control
compared to ordinary adolescentsin thedomainsof‘PhysicalBelonging’(t=
2.54,P=.015)and‘Becoming’(t=2.70,P=.010).
6)Themeanscoreof‘Opportunity’inpost-Fontanadolescentswas3.16±

0.62,whichwasslightlylowerthanthatofordinaryadolescents(3.2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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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ifference,however,didnotreachstatisticalsignificance.
7)Generalcharacteristics,suchasschoolattendance,religion,sex,andthe

numberofsiblings,hadnoimpacton‘Satisfaction’inpost-Fontanadolescents.
8) Number of operations that post-Fontan adolescents had undergone

(t=2.411,p=.025)andnumberofmedicationstheyweretakingatthetimeof
investigation (t=2.602,p=.017) had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in
post-Fontan adolescents.Post-Fontan adolescents,who had received fewer
operationsbeforetheFontan completion and whoweretaking fewerorno
medicationsatthetimeofinvestigation,hadahigherscoreof‘Satisfaction’
comparedtothosewhohadreceivedmoreoperationsandweretakingmore
medications.

In conclusion,thisstudy showsthatoverallquality oflifein post-Fontan
adolescents was comparable to thatofordinary adolescents.Itwas also
revealedthatnumberofoperationsthatpost-Fontanadolescentshadundergone
and numberofmedicationstheywerecurrentlytakinghadanegativeimpact
on‘Satisfaction’scoreinpost-Fontanadolescents.
From thisstudy,itcanbesuggestedthatclinicalnursespecialists,whocan
understand the physicaland mentalproblems associated with post-Fontan
adolescents such as sex,pregnancy,delivery and occupation,are eligible
medicalpersonneltoaidthem byconsistentlycontactingwithandcounseling
them.Therefore,itismandatory toestablishasoundsupporting system to
helpoutadolescentswhohadundergonecardiacoperationsforvariousheart
anomalies,giventhefactthattheyareuniqueintermsofmentalandphysical
statescomparedtotheordinary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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