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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구조화된 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환자의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퇴원 전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의 자가간
호이행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설계(nonequivalentcontrolgroupnon-synchronizeddesign)를 적용한 유
사실험 연구이다.연구기간은 2007년 4월 15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였으며 서
울소재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30
명,대조군 27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로는 임지영(2004)이 사용한 자가간호이행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

완하여 자가간호이행을 측정하였으며,교육만족도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약물,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

추후관리 영역 5가지로 구분하고 내용을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이를 다
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확인하여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시청각자료로 구성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사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자가간호이행
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였다.실험처치는 대조군에게는 퇴원 전 자가간호이행에 대
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간호정보를 제공한 후 퇴원 전에 소책
자를 제공하였다.실험군에게는 퇴원 1-2일전 회의실에서 2-3명을 구성하여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소집단으로
30-40분 정도 실시하고 소책자를 나누어 준 뒤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조사는 두 군 모두 퇴원 4주 후 외래방문 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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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x2검정과 t-test로 분석하였
다.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고 두 군의 차이검정은 independent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전 자가간호
이행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2)가설 1:�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자가
간호이행 정도의 변화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3.248,p=.002).
자가간호이행 점수는 실험군은 사전조사 112.83점에서 사후조사 139.66으로

26.83으로 증가하였고,대조군 또한 108.81점에서 130.296으로 21.48점 증가하였으
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가설 2:�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교육 만
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14.505,p=.000).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의 교육만족도는 52.53점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대조군의 교육만족도는 36.77점으로 두 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에게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이며,환
자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그러므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퇴원 후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증진하고 환자들의 간호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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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기 위해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무에서 퇴원 시 제공되는 소
책자를 이용한 퇴원교육은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되는 말 : 구조화된 정보제공, 자가간호이행, 교육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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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우리나라의 심혈관계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 중 신생물로 인한 사망에 이어 주
요 사망원인 2위인 질환이다.서구화된 식생활,생활습관의 변화,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
속 증가하는 추세로 머지않아 사망원인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환기 계통질환에 의한 사망은 2003년 인구 10만명당 124.7명에서 2004
년 116.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고혈압,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을 포함한 심질환의
사망율은 인구 10만명당 2003년 24.6명에서 2004년 39.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통
계청,2005).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된 심장수술 중 관상동맥질환 수술이 전체 수술 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심장재단,2005).
관상동맥질환은 당뇨,흡연,고혈압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병되며,치료는 약물요법과 관상동맥확장성형시술 및 관상동맥우회술 등이 있다.동맥
경화증은 관상동맥 내경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질환이며 일생동안 계속적
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식이요법,활동량의 조절,위험요인의 감소와 같은 생
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관상동맥협착이 빨리 진행되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또한 관상동맥우회술 후에도 동맥경화증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면 우회로의 막힘,수술하지 않은 혈관의 진행성 협착,우회술 원
위부의 협착 등에 의한 증상이 재발되어 관상동맥 성형시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
을 다시 시행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관상동맥질환이 재발되는 주요인자로 흡
연,지질질환,당뇨 및 고혈압이며 비만,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등이 관련인자로
추정된다(서경필,김형묵 1992).따라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적인 외래치료,식이요법,활동량의 조절 및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과 같은 생
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자기관리는 관상동맥질환의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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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자의 질병상태의 변화,합병증 발생,질병 예후 등은 자가간호행위
를 얼마나 수행했느냐에 달려있다(Orem,1991).현재 우리나라 몇몇 병원에서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 교육을 원하는 환자에 한하여 허혈성 심질환 환자관리 프로
그램을 통해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위한 교
육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교육은 허혈성 심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술 후 창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상처관리와
통증관리,일상생활의 조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수술을 받지 않
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교육과는 차별이 되어야 한다.그리고 퇴원 시에 제공
하는 간호정보 또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개인 간호사의 경험
과 지식에 의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김금순외,1991),교육내용
도 사실에 대한 정보수준이므로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Latteretal.,1992;Twinn& Lee,1997).이처럼 간호사마다 다르게 퇴원
교육을 제공하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자가간호이행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
지 못할 뿐 아니라,환자들의 퇴원교육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관상동맥우회술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후 5일에서 1주일 이내에 조기 퇴

원하기 때문에 회복기의 치료와 간호가 환자나 보호자들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King & Koop,1999).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퇴원교육은 주로 퇴원 후
투여되는 약물과 외래방문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된 내용이었다.그러나 관상동맥
우회술 후 합병증 예방과 환자들의 빠른 회복 및 질병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자가간호이행이 필
요하다.따라서 퇴원 당시 환자들에게 퇴원 후 약물과 외래방문에 대한 정보제공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이나 일상생활,수술부위
상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폭 넓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들에게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통해 동일한 퇴원
교육을 제공하고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에 대해 동기부여와 구체적인 자가간호방
법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위한 구조화된 간호정보 제공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퇴원 간호정보가 들어있는 소책자를 실험군,대조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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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여 퇴원한 환자의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여 그 결과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간호
정보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위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의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 정도와 기존의
퇴원교육을 받은 대조군의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 정도를 비교한다.

3)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의 교육만족도와 기존의 퇴원교육을 받
은 대조군의 교육만족도를 비교한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가가가설설설

실험군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 하루나 이틀 전에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연구
간호사로부터 직접 제공받고 교육 후 퇴원 간호정보가 들어있는 소책자를 배부
받고 퇴원하는 대상자이며,대조군은 기존의 퇴원교육을 담당간호사로부터 받은
후 실험군과 동일한 소책자를 배부 받고 퇴원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1)가설 1: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자가
간호이행 정도의 변화가 높을 것이다.

2)가설 2: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교육만족
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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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구조화된 간호정보
•이론적 정의 :질병을 치료받는 과정의 간호대상자들이 질병치료에 잘 적응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제공하
면서 설명하는 교육내용이다(문남진,199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에게 가정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식이,운동,일상
생활 및 추후관리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퇴원 전에 시청각
자료(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2-3명 소그룹으로 회의실에서 30-40분 정도 교
육하고 교육 후 환자들이 필요시마다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책자를 이용
한 교육을 의미한다.

2)자가간호이행
•이론적 정의 :자가간호이행이란 개인의 삶,건강 및 안녕 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Orem,198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이행은 임지영(2004)이 사용한 자가간호
이행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간호 이행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4)환자의 교육만족도
•이론적 정의 :간호에 대한 환자의 기대와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진 환자의 간
호 인식의 일치정도(LaMonica,Oberst,Madea& Wolf,1986)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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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LaMonica등(1986)에 의해 개발된 기술 전문적 영역,교육적
영역,신뢰적 영역의 환자만족도 측정도구 중 본 연구에 맞게 교육적 영역만
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퇴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총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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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우우우회회회술술술 후후후 건건건강강강문문문제제제와와와 대대대상상상자자자 관관관리리리

최근 국내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및 심근경색은 성인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협심증과 심근경색
증은 내,외과적 방법으로 관리되며,외과적 방법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이 많이 시행
되고 있다(김형묵.1991).내과적으로는 최근에 관상동맥 확장술이 내경이 작은 혈
관에도 치료방법으로 사용되면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응범위도 좀 더 내경이 작
고 병이 진행된 관상동맥으로 확대되고 있다(정태은,한승세.1998).관상동맥우회
술이란 내과적인 처치로 치료가 되지 않는 허혈성 심장 질환자에게 시행되는 외

과적인 수술로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에 자신의 혈관을 이용해 

우회도관을 연결하여 주는 수술이다(대한 순환기 학회, 2004). 관상동맥우회술은 

1964년 소련의 Kolessou가 내유동맥을 이용하여 처음 성공하였고 1967년 Favaloro가 

관상동맥 협착 시 대복재 정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이 성공한 이래 보편화되기 시

작하였다. 이후 심근보호법의 개발과 마취기술의 향상, 미세수술의 발전으로 수술 사망

률이 낮아져 더욱 보편화된 수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관상동맥우회술이 성공한 

(이두연, 홍승록 등, 1979) 이래 해마다 환자 및 수술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약적인 발전과 안정된 수술성적을 보이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관상동맥이 협착된 원위부의 허혈심근에 혈류의 재관류를 통
해 증상의 완화,또는 해소시키고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좌심실의
기능을 보존시켜 운동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생명을 연장시킨다.Campeau(1983)
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10년 후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조사한 결과 우회술에 사용된 복재정맥의 30-40%가 죽상변화가 진행되
어 폐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반면 내유동맥(InternalMammaryArtery)이 사
용되었던 환자에서는 90% 이상이 개통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이후 동맥도관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최근에는 여러 가지 동맥들이 도관으로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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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특히 요골동맥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혈관을 이식하던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고 장기 생존한 환자가 누적됨에 따라 기존 관상동맥내
동맥경화의 진행,과거에 주로 사용하였던 복재정맥 이식부위의 협착등으로 인해
관상동맥우회술의 재수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준성외,2004).관상동맥우회술
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자를 치료
하고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인
자는 흡연,당뇨,고지혈증,고혈압 ,비만 등이다(김학제 등,1985;박재형 등,
1997).따라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에게 철저한 금연,저콜레스테롤 식이요법,
고지혈증 치료제,당뇨조절,혈압관리 등을 포함한 퇴원교육은 환자들의 허혈성 심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상동맥우회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창상감염,부정맥,폐렴,출혈,수

술 후 심근경색,급성심부전,호흡부전 등이 있다(김학제 등,1995;박재형 등,
1997).특히 흉골절개술을 이용하여 심장수술을 시행 한 후 발생하는 흉골감염은
드물기는 하지만 수술 후 경과에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며 최근 흉골감염으로
다시 흉골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흉골 창상감염의 발생
빈도는 0.4%에서 5%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사망율은 7%에서 80%까지 이른다.또
한 생존환자에게 있어서도 지속적인 불편감을 초래하기도 한다(장원호외,2003).
흉골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수술 후 출혈로 인한 응급 재개흉,수술 전 폐쇄
성 폐질환 진단받은 환자,비만하여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장기간의 중환자실
의 치료기간 등이다.따라서 흉골절개술을 이용한 개심술 경우 치명적인 세균감염
으로 인한 합병증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술 전 비만 환자들의 엄격한 체중
관리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수술 전 호흡기 재활치료 등의 방침이 필요
하다(장원호외,2003).그러므로 관상동맥우회술 후 일어날 수 있는 창상감염과 허
혈성 심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관리와 운동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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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우우우회회회술술술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퇴퇴퇴원원원교교교육육육

1)퇴원교육 내용

환자교육의 목적은 간호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간호 행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Orem,1991).간호사의
환자교육 효과로는 환자는 건강지식이 증가하고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용효과의 장점이 있다.
즉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생과 이환율을 감소시키고,수술 후의 투약감소와 조
기퇴원 등으로 병원 이용율을 감소시킴으로서 의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Latteretal,1992).
간호에서의 정보제공은 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나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대상자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자기 건강관리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건강행위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고
간호사와 환자의 인간적인 관계를 향상시켜 심리적 간호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배희옥 등,2001).환자교육 중 특히 퇴원 시점에서의 제공 되어지는 간호
정보는 퇴원 후 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환자에
게는 자가간호 방법을,그 가족에게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조직화된 간호정보제공으로(유숙자,
1991),목적은 각 환자의 퇴원요구를 확인하고 적절한 환자교육과 의뢰를 통하
여 적절한 시기에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광미,1995).
Theobald과 McMurray(2004)는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의 최근 조기퇴원에 따
라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수술 후 간호를 해야 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감
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환자들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깊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관상동맥우회술 후 퇴
원교육은 운동 프로그램,식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따라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하는 환자의 간호목표는 가정에서 자가간호
수행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올바른 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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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형성하고 신체 기능의 증진,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킴으로
환자들의 안녕을 증진하는데 있다.
관상동맥우회술 후 재발관련 교육요구도 조사연구에서 보면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심장병에 도움이 되는 식이,심장병의 재발 가능성,
수술부위의 관리방법,병원에 와야 하거나 즉시 보고해야 하는 위험한 증상,특
별히 제한하는 음식종류와 그 이유 순서였다.특히 식이와 재발,수술부위의 관
리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수술이후의 식이와 재발,수술
부위에 있어서의 자가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희승
외,2000).또한 심장수술을 받고 퇴원하지 1-4주 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로 투약,위험요인,가정
에서의 운동의 순으로 나타났다(Gradyetal,1988).Meyer와 Latz(1979)의 연
구에서는 심장수술 환자들의 활동,통증,합병증,식이 및 수술과정에 관하여
알기를 원했다.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퇴원간호정보 내용에는 약물,

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추후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약물에 관한 정보제공은 환자마다 처방되는 약물이 다르지만 주로 항혈소판제
제,항고혈압제제,항고지혈제제,혈관확장제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들
은 일생동안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식
이는 수술 후 몇 주 동안은 체액 균형을 위해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식이를 섭취
하고 적절한 영양섭취가 환자의 상처 치유에 필요하므로 단백질,비타민,무기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하고,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적은 식이를 권장하고 적당한
칼로리로 체중조절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권장한다.또한 장기적으로는 고혈
압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을 제한한다(전시자외,1991).퇴원 후 병원에서의 활동량과
같은 양과 속도로 일생상활을 시작하여 매일 조금씩 활동량을 늘이되 활동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휴식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도록 한다(전시자외,1991).운동은 심폐능
력을 향상시키며,고혈압을 낮추고 비만을 감소시켜 관상동맥장애에 의한 질병예방
및 재활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금순과 유경희,1991).
수술 후 상처와 흉골이 다 아물 때(수술 후 8-12주)까지는 걷기가 바람직하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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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무리한 운동과 무거
운 물건을 드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전시자외,1991).또
한 수술 후 추후관리 영역은 퇴원 후 환자들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혈당 관리,혈압관리와 구강관리,상처관리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마지막으로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신체상
태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외래방문을 포함한 추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최미선,1996).
그러므로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볼 때 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가 요구하는 간호
정보에는 약물,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추후관리 등 모든 영역이 포함되며 관
상동맥우회술 후 합병증의 발생,질환의 재발,질병악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
보를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퇴원교육방법에 따른 교육만족도
 정보제공의 한 방법인 환자교육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을 갖도록 돕는 것으로 교육자료는 실물이나 실제상황,모형이나 유사물,비
디오테이프,슬라이드,녹음테이프,팜플렛,소책자등이 있고,교육내용은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 알기 쉽게 하며,교육시간은 보통 20-30분으로 제
한하는 것이 적당하며,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일차적으로 관련된 건
강 지식과 질병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자기관리의 동기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한다(김명순과 양영희,1998;임혜선,2004).
간호학에서 교육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Elf와 Wikblad(2001)는

30명의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70%가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강익화(1997)는 간호사의 간호
행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수행된 간호행위에 대해 신뢰적 영역에서 대상
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환자와 간호사간의 상호인간관계는 잘 이루어졌지
만 교육적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결국 구조화된 간호정
보제공을 통한 환자교육이 환자들의 욕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루어진다면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 환자 자신이 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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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동참하여 이행수준을 높여 자기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한다.
간호정보제공을 통한 환자교육은 여러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구미옥,1996;엄순자,1998;정영선,2002;조연실,
2004;Ruth,Pulete,Wyne,Laura,1999)다수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이 지식을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자가간호이행에는 차이가 없
거나(김행자,1997;정지영,1998),수행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어(이
혜진,이향련,1997;정영란,1995;최순옥 등 2001),교육이 환자의 자가간호이
행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탐색연구와 함께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또한 환자교육은 대상자들의 높은 요
구에도 불구하고(남달리,1998;한애경,1998;문정순 등 2001)여러 가지 요인
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혜자와 홍경자,1996).
관상동맥우회술을 포함한 개심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퇴원교육 수행에 대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미선,2001)에서도 퇴원교육수행에 있어서 저해
요인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부족,체계화된 교육자료 미비,환자 및 보호자
이해력 부족,간호사의 지식 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퇴원 시 환자교육방법으
로 팜플렛(유인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37.2%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은 메모지
에 적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25.6%,구두로만 설명하는 경우도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본 연구 전에 연구자가 시행한 Pilotstudy에서도 퇴원 전 간
호사들의 퇴원교육에 사용되는 간호정보는 대부분 유인물을 통해 외래방문과
복약지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추후관리
영역은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Pilotstudy연구결과 구조화된 퇴원교육
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시청각 자료를 통해 제공받고 유인물을 배부받은
후 퇴원한 실험군은 기존의 퇴원교육만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퇴원 2주 후의
자가간호이행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외래방문과
약물,운동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식이,일상생활,추후관리 영역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래방문과 약물영역에 있어서
두 군의 자가간호이행 정도가 차이가 없었던 것은 퇴원 시 제공 되는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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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래방문과 약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유인물을 통해 퇴원 간호정
보가 쉽게 환자들에게 제공되었으며 또한 환자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
각되는 퇴원 전 제공한 외래방문 약속과 약물 복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때
문으로 생각한다.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할 수 있는 식이,일
상생활의 조절,추후관리영역에서 두 군이 유의하게 차이가 난 것은 구조화된
퇴원간호정보 제공이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간호정보 제공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구조적 방법이 비구

조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강규숙,1998;강지연,1992;김성
경,2003;김정희,2005;김수진,2006),교육용 소책자나 팜플렛은 환자교육이나
정보제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자료 형태이다(김정희,2005).
즉 인쇄매체는 재사용이 가능하고,휴대하기에도 편하며,많은 대상자에게 동일
한 정보를 단 시간에 제공할 수 있으며,독자가 사용하는 장소,시간,읽는 속
도등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Laurence,1996).그러나 현재 간호실무에서는 인쇄물로 제작된 자료를 간호사
의 설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인쇄매체를 통한 교육은 교육
자에 따라 설명의 누락,정보제공자의 감정 개입,정보의 생생함과 실제와의 일
치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김정희,2005).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비디오테이프나 컴퓨터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간호정보제공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시청각자료를 통한 정보제공은 내용
의 누락이 없고,정보제공자의 감정이입을 배제할 수 있으며,인쇄매체에 비해
다양한 영상과 소리를 이용하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교육 내용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문호,1998;임혜선,2004).
그러므로 시청각자료와 소책자를 함께 이용한 간호정보 제공은 구두와 인쇄

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보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증진될 뿐
아니라 환자들이 퇴원 후 가정에서도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자가간
호이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김정희,2005).또한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 교육은 집단교육에 비해 개별상담이 가능하고 환자들의



- 13 -

사생활이 보호되며 시청각 교육 후 여러 환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간호사가 대
답하는 과정에서 환자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이영신,2003;박인
환,1995),개별교육에 비해 동일한 질환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체
계가 형성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간호인력의 시간적 소모가 적어(Cohen &
Haster,1987)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구조화된 간호정보 제공은 환자 스스로 이행해야 할 지시사항을 포

함한 정확하고 구조화된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퇴원 전 적절한 시기와 적
절한 횟수로 교육이 제공되고,퇴원교육을 시킬 임상간호사의 충분한 준비로
제공된다면 환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겠다.

333...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우우우회회회술술술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이이이행행행과과과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자가간호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건강과 안녕을 위한
바람직한 활동들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자가간호의 주요
기능은 건강의 유지,증진,질병예방,질병치료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Orem,1995;김숙영,1997).자가간호를 수행하는 능력인 자가간호 역량은 자가간
호에 대한 지식,건강에 대한 태도,자가간호 행위를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따라서 지식이나 기술,동기 중 어느 한 측면이 부족하면 자가간호
결핍이 발생하며,이러한 자가간호 결핍이 발생한 환자를 돕는 것이 간호의 목적
이다(한애경,1998).
인간의 안녕수준은 그 사람의 자가간호 수행능력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비례하

고,자가간호 결핍은 질병이나 문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가간호요구와
자가간호 역량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타난다.자가간호 역량은 생의 과정을 조절
하고 인간 구조와 기능 및 인간 발달의 통합을 유지,촉진하고 안녕을 촉진시키는
인간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처하는데 있어 복합적으로 얻어진 인간의 능력이며,이
는 간호의 결정요소(연령,발달단계,생의 경험,사회⋅문화적 적응,건강상태,건
강관리 상황,이용 가능한 자원)에 영향을 받는다(Orem,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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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
하여 자가간호에 대한 지식,건강에 대한 태도,질병상태,자가간호 능력,질병적응
정도,사회적 지지(가족 지지,퇴원교육을 통한 의료진의 지지 등)등이다(박영임,
1997;이영신,2003;임지영,2004;송정희,2005).이영신(2003)의 연구에서는 관상
동맥우회술을 포함한 개심술 환자에게 심장재활교육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적용하
지 않는 대조군보다 자가간호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간호지식
이 높을수록 자가간호이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Eila& Hannu(2006)연구
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가족지지가 낮은 환자들은 우울,불안,절망 정도가 높아 가
족 지지는 환자들의 회복과 질병을 예방한다고 보고하였다.송정희(2005)연구에서도
개심술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가간호이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의료진의 지도나 정보적지지가 자가간호이행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퇴원 전 자가간호 교육을 받은 환자
는 받지 않은 환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높아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는
자가간호 교육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원 전 구조화된 간호정보 제공은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의 자가간호지
식을 증가시키고,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줌으로 인해 자가간호이행을 높일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정

혜선(1996)의 연구에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병원방문,약물복용,금연,금주,
및 카페인 섭취제한에 대한 이행은 높지만 규칙적인 운동,염분,및 동물성 지방
섭취제한에 대한 이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신(2003)의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포함한 개심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가간호 행위를 약물요법,
식이요법,일상생활의 조절,운동요법,추후관리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약물요법과 일상생활의 조절,식이,운동요법 영역에서는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자가가간호이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추후관리영역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임지영(2004)연구에서는 수술경과기간이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생활습관 조사 결과로 흡연에 있어 피우다가 끊은 경우가 59.4%를 차지
하고 끊은 시점에 대해서는 대상자 모두 질병의 진단 후 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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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흡연에 있어 현재도 피우고 있는 경우가 6.3%이고,동물성 지방 섭취에 대
해서도 많이 먹는 편이라고 보고하는 대상자가 9.4%였으며,전혀 운동을 하지 않
고 있는 대상자도 21.9%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관상동맥질환의 이차예방을
위한 건강행위와 습관을 시정하고 위험인자 교정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가 어
려움을 알 수 있다.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
장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질병관련 지식과 이행이 상승하지만(홍경화,1996;
정혜선 등,2002),규칙적인 운동,스트레스 관리,식이요법 등에서는 미흡하다고
하였다(이윤희,1992;남달리,1998).그러므로 관상동맥질환자는 입원 시 섭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퇴원 후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대부
분의 환자가 운동,식이,흡연,습관 등이 이전의 생활양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양상(Miller등,1985)을 볼 때 퇴원한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에게 충분한 간호정
보를 제공하여 자가간호이행을 증진하도록 하여 질병의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하
도록 돕는 퇴원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Pilotstudy에서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

화된 퇴원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퇴원 2주 후의 자가간호이행 점수가 기존의
퇴원교육을 제공받은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433,p=.002)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자가간호이행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특히 외래방문과 약
물,운동에 대한 자가간호이행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이
(t=2.342,p=.024)와,일상생활(t=2.482,p=.017),추후관리영역(t=2.958,p=.005)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퇴원 2주 후의 자가간호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퇴원한 지 2주 밖에 안되었으므로 입원
과 수술이라는 사건 자체가 자가간호에 대한 인식을 높였을 거라 생각한다.또한
외래방문과 약물에 대한 자가간호이행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던 것은 퇴원당시 유
인물을 통한 간호정보 제공은 두 군 모두 특별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행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또한 운동영역에 있어서 두 군의 차
이가 없었던 것은 퇴원한지 2주밖에 안되었으므로 환자들의 주 수술부위의 통증
과 아물지 않은 수술부위의 불편감으로 운동을 이행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일상생활과 식이,추후관리영역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



- 16 -

가 나타난 것은 구조화된 퇴원교육이 환자들의 자자간호이행을 높이는데 효과적
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ughes(2003)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1년 뒤에 투약에 대한 이행정도는

50%였으며,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건강행위 이행정도는 상승하였다가 저하된다고 하였다(Milleretal.,
1985;주미정,2002).그러나 치료를 시작한 첫 1개월 동안의 이행이 장기적인 이
행을 위한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임(Kribbsetal,1993)을 감안할 때 퇴원 4주후의
자가간호이행은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장기적인 자가간호이행을 예측하는데 도
움이 된다.환자들의 재활,환자의 생활방식의 변화,삶의 질 향상,직장으로의 복
귀를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은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
의 자가간호이행의 증진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과 질병의 재발과 이식혈관의 재
협착을 예방하며 장기적으로는 이환율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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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의 자가간
호 이행에 미치는 효과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설
계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
synchronizeddesign)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사전

조사

실험처치와 

만족도 조사

사후조사

(퇴원 4주후)

사전

조사

실험처치와 

만족도 조사

사후조사

(퇴원 4주후)

대조군 Yc1 X1, X3, I Yc2 

실험군 Ye1 X2, X3, I Ye2

<그림 1>연구의 설계 모형

대조군:기존의 퇴원교육을 받는 군으로 퇴원 전에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측정도구
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설문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퇴원 전에 병
동의 담당 간호사가 퇴원교육을 실시 한 후 교육만족도를 측정한다.“관
상동맥우회술 환자를 위한 퇴원교육”소책자를 배부 받고 퇴원한다.퇴원
4주 후 외래 방문 시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사후조사를 한다.

실험군: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시청각자료(파
워포인트)를 통해 제공 받은 후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위한 퇴원교육”소책
자를 배부 받고 퇴원을 한다.교육 후 교육만족도를 조사한다.퇴원 4주 후 외
래 방문 시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사후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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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퇴원 시 병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퇴원교육
X2: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시청각자료)
X3:소책자
Y :자가간호이행
I:교육만족도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처처처치치치

1)실험군
(1)구조화된 간호정보 제공
연구자가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퇴원 1-2일전에 퇴원 예정인
환자 2-3명 소그룹으로 회의실에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시
청각자료를 이용하여 퇴원교육을 제공하였다.교육은 1회 30-40분 동안 실
시하였다.시청각교육은 관상동맥질환의 정의,위험인자,관상동맥우회술의
정의,외래방문,약물영역,식이영역,일상생활의 조절,운동영역,추후영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교육 후 약 10분 정도 환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
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응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소책자 제공
소책자는 퇴원 후 이행해야 할 외래방문,약물영역,식이영역,일상생활의
영역,운동영역,추후영역이 포함된 시청각자료의 내용을 다시 소책자용으로
편집하여 제작하였으며,시청각 교육 후 환자들에게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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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조군
(1)기존의 퇴원교육
병동 담당 간호사가 퇴원 시 환자와 보호자 일대일로 유인물을 통해 외
래방문 일정과 약물에 대해 교육하고,퇴원 후 유의사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퇴원 교육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되었다.

(2)소책자 제공
퇴원 1-2일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환자들에게 소책자를 통하여 10분
정도 소요하여 퇴원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소책자를 제공하여 가정
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7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서울소재 대학병원 흉
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로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환자
2)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거나 관상동맥우회술과 다른
병용수술(판막수술,말초혈관질환,대동맥질환,기타)을 받은 환자

3)외래를 정규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환자
4)한글 해독능력이 있고 설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환자
5)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위의 연구 선정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로 대조군은 27명,실험군은 30명이 선정되었
다.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정보교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5일부터 5
월 15일까지 대조군을 선정하였고,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실험군으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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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간간간호호호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개개개발발발

간호정보제공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정의와 관상동맥우회술의 정의,심장질환의 위험인자,수술 후 약물,식이,일상생
활의 조절,운동,추후관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컴퓨터를 이용한 시청각자료(파
워포인트)와 소책자를 이용하였다.
간호정보제공 영역에 대한 내용을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후 흉부외과 전문의

3인과 집중치료실 수간호사에게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점검받았으며,이를 토대로
시청각자료(파워포인트)를 만든 후 흉부외과 전문의 2명,간호대학 교수 1인,집중
치료실 수간호사와 중환자실 근무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명에게 내용의 타당성
을 점검 받았다(부록 Ⅱ).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소책자용으로 디자인하였다(부록 Ⅲ).

555...연연연구구구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1)자가간호 이행 측정도구
구조화된 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지영(2004)이 사용한 자가간호이행 측정도구를 흉부외과 의사
3인과 병동 수간호사 1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임지영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 연구자가 2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측
정하였다.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13.체중관리를 위해 폭식이나 과식을 하
지 않고 소량씩 먹는 습관을 한다.�와 �18.주 수술부위와 흉골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운전을 가능한 제한한다(적어도 수술 후 8주 이상).�이다.측정도구에
이 항목을 추가한 이유는 최근 허혈성 심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맥우회술의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상동맥우회술부위의 재협
착,다른 혈관부위의 협착정도의 심화로 재관상동맥우회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따
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식이조절과 관련되어 폭식과 과식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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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는 것은 체중조절과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
을 추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흉골이 다 아물때까지(적어도 8주)는
운전을 삼가는 항목을 추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허혈성
심질환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는 연령도 낮아
지고 있으며 직장복귀나 일상생활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도중 사고나
급정거는 흉골부위의 접촉과 눌림으로 인하여 주 수술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수술 후 장기간 운전은 환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또한 측정도구
항목 중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5분마다 맥박을 측정한다는 실현 가능성의 부족으
로 측정문항에서 삭제하였다.
내용은 외래방문에 관한 항목 1문항,약물에 관한 항목 6문항,식이에 관한 질문

8문항,일상생활의 조절에 관한 질문 8문항,운동에 관한 질문 4문항,추후관리에
관한 질문 6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각 문항은 1점에서 5점 평점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이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2)교육만족도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흉부외과 의사 1인,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임

상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 1인에게 질문지의 내용을 평가하고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도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후 흉부외과 전문의 3
인과 간호대학 교수 1인과 병동수간호사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내용으
로는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내용타당도(CVI)는 .93이었다.

666...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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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RB(InstitutionalReview Board)승인
(1)임상연구 심의위원회:2007년 3월 Y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 과제

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 받았다.
(2)간호국:2007년 3월 Y의료원 간호국에 연구논문 자료수집 신청서를 제출

하여 Y의료원에서의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연구의 PilotStudy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Pilot study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의 자가간호이행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여 구조화된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실무에서 효과적인 중재임을 규명

하고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유사 실험 연구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를 이용하였다. 연구기간은 대조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

일, 실험군은 2007년 2월 1일부터 29일까지였으며 서울소재 Y의료원에서 관상동

맥우회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25명으로 구성하

였다.

연구 도구로는 임지영(2004)이 사용한 자가간호이행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
하여 자가간호이행을 측정하였다.자료분석은 SPSS/WIN 14.0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으며,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x2검정과 t-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군의 차이검
정은 independentt-test로 분석하였다.

동질성 검증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자가간호이행은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설 검증에

서 자가간호이행 점수는 실험군은 사전조사 115.14점에서 사후조사 131.77으로 

16.63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 또한 112.20점에서 120.20으로 8점 증가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33, p=.002). 따라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2주 후에 자가 간호이행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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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었다.

이와 같이 Pilot study를 진행하여 퇴원 2주 후 자가간호이행을 조사한 결과 실

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가간호이

행의 각 영역별로는 식이와 일상생활의 조절, 추후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Pilot study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퇴원한 지 2주 후에는 자가간호이행 

점수가 모두 매우 증가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퇴원교육의 효과도 있겠으나 대

상자들의 입원과 위험한 심장수술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의 자가간호이행에 영향

을 미쳤으리라 생각되어 퇴원 2주 후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퇴원 후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퇴원 4

주 후의 자가간호이행 정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퇴원 

2주와 4주의 대상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의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퇴원 전 제공 

되어지는 구조화된 간호정보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 자가간호이행의 양상에 따

른 재교육의 필요성 유무와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에 따른 대상자들의 교육만족

도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3)본 연구
(1)대조군의 연구절차
①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훈련
Y병원 심장혈관병원 집중치료실 간호사 2인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
고 연구의 목적과 교육방법,연구진행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② 대조군의 사전조사는 2007년 4월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자료수집을 하
였으며 처음 면담 시 일반적 특성,자가간호이행 정도를 질문지로 조사
하였다.

③ 실험처치
병동의 담당간호사는 환자 병실에서 퇴원대상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 전에 기존의 퇴원교육을 실시하였다(약 10분정도 소요).퇴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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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환자 병실에 직접 방문하여 소책자를
보면서 퇴원교육을 약 10분 정도 실시하였다.

④ 퇴원 시 병동간호사가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⑤ 대조군의 사후조사
연구자가 퇴원 4주 후 외래방문일자에 흉부외과 외래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2)실험군의 연구 절차
①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훈련
Y병원 심장혈관병원 집중치료실 간호사 2인을 연구보조원으로 선정하
고 연구의 목적과 교육방법,연구진행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② 실험군의 사전조사
실험군은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처음
면담 시 일반적 특성,자가간호이행 정도를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③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먼저 퇴원 전날이나 이틀 전에 퇴원예정인 환자 2-3명(모두
보호자와 동행)을 대상으로 시청각자료를 통해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
공하였다.퇴원교육 소요시간은 약 30-40분 정도이며 그 이후 개별질문
시간을 가졌었다(약 10분정도).간호정보 제공 후 소책자를 제공하여 교
육 내용을 가정에서 활용하게 하였다.

④ 시청각 교육 후 연구자가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⑤ 실험군의 사후조사
연구자가 퇴원 4주 후 외래방문일자에 흉부외과 외래에서 퇴원한 환자
를 개별적으로 만나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사후조사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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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일반적 특성 ➜ 실험군 ➜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과

소책자 제공
교육만족도 조사

➜ 4주

자가간호이행 ➜ 대조군 ➜
기존의 퇴원교육과
소책자 제공
교육만족도 조사

자가간호이행

<그림 2> 자료수집 절차

777...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x2검정과 t-test,Fisher̀sexac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연구가설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두 군의 차이검정은 independent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888...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연구대상이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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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표본의 크기가 작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자가간호이행 정도를 자가보고 한 설문지로 파악하여 자가간호이행 정도에
대한 실제를 평가하지 못하였으므로 측정 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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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연령,결혼상태,직업,학력,동거형태,종교,흡
연,음주,지방섭취,운동에 대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N=57

특성 구분

실험군

(n=30)

대조군

(n=27) x 2 P

실수(%) 실수(%)

성별 남 19(63.3) 18(66.7)
.092� 1.000

여 11(36.7) 9(33.3)

연령 31-40세 1(3.3) 0

6.194 .288

41-50세 2(6.7) 2(7.4)

51-60세 7(23.3) 10(37.0)

61-70세 7(43.3) 9(33.3)

70세이상 13(32) 5(18.5)

결혼상태 미혼 1(3.3) 1(3.7)

.922 .820
기혼 27(90) 25(92.6)

별거또는이혼 1(3.3) 0

사별 1(3.3) 1(3.7)

직업 전문직 2(6.7) 4(16)

9.326 .156

사무직 01(4.5) 0

영업직 0 5(18.7)

농업 6(6.7) 2(7.4)

사업 7(23.3) 7(25.9)

무직 19(63.3) 13(48.1)

학력 국졸이하 8(26.7) 8(29.6)

1.704 .636
중졸이하 2(6.7) 4(14.8)

고졸이하 11(36.7) 10(37)

대졸이상 9(30) 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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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 험 군

(n=30)

대 조 군

(n=27)   x 2 P

실수(%) 실수(%)

동거형태 환자혼자 3(10) 2(7.4)

6.706 .082
부부만 16(53.3) 7(25.9)

부부+자녀 7(23.3) 14(51.9)

환자+자녀 2(6.7) 4(14.8)

종교 유 14(46.7) 17(63)
1.521� .289

무 16(53.3) 10(37)

흡연 유 10(33) 9(33.3) 2.130�
.218

무 20(66) 18(66.7)

흡연상태 현재도 피움 4(13.3) 4(14.8)
.000�  1

피우다 끊음 12(40) 12(44)

음주 유 9(30) 11(40.7)
.720� .420

무 21(70) 16(59.3)

지방섭취 많이 먹는 편 7(23.3) 8(29.6)

5.365 .147
보통 7(23.3) 11(40.7)

적게 먹음 11(36.9) 8(29.6)

전혀먹지 않음 4(13.3) 0

운동 전혀 안함 7(13.3) 8(29.6)

1.603 .449
불규칙적으로 함 6(20) 6(22.2)

규직적으로 함 13(43.3) 13(48.1)

� Fisher̀sexacttest

2)대상자의 사전 자가간호이행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자가간호이행 정도에 대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자가간호이행 영역별로 약물영역,식이영역,일상생활의 조절,운동영역,추후

관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자가간호이행 정도는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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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대상자의 실험 전 자가간호 이행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구분
실험군(n=30) 대조군(n=27)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가간호 이행 정도 112.83± 15.68 108.81± 25.31  .728  .469

자가간호 이행 영역

약물영역 22.86± 4.51 22.29± 4.11  .499 .624

식이영역 29.53± 4.57 28.14± 19.60  .376 .708

일상생활의 조절 24.93± 5.99 22.96± 5.62  1.388 .171

운동영역 11.26± 2.78 10.62± 2.96  .867 .390

추후관리 20.06± 4.24 20.66± 3.97  -.549 .585

222...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1)가설 1: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자가간
호이행 정도의 변화가 높을 것이다.

구조화된 퇴원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기존의 퇴원교육을 받은 대조군의 자가
간호이행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자가간호이행 점수는 실험군은 사전조사 112.83점에서 사후조사 139.66으로

26.83으로 증가하였고,대조군은 108.81점에서 130.29으로 21.48점 증가하였으며
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48p=.002).
그러므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자가간호 이행 정도의 변화가 높을 것
이다”가설은 지지되었다.
자가간호이행 정도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약물영역,식이영역,일상생활의 조

절,운동영역,추후관리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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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영역에 있어서는 실험군은 사전조사 22.86점에서 사후조사 27.97점으로 5.1
점 증가한데 반해 대조군에서는 사전조사 22.29점에서 사후조사 25.85점으로
3.55점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3.49,p=.001),식이영역에 있어서 실
험군은 사전조사 29.5점에서 사후조사 35.16점으로 5.6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 28.14에서 사후조사 33.37점으로 5.22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34,p=.108).일상생활 조절 영역에 있어서 실험군은 사전조
사 24.93에서 사후조사 32.43점으로 7.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 22.96
점에서 사후조사 29.51점으로 6.55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2.537,p=.014).운동영역에 있어서는 실험군은 사전조사 11.26점에서 사후
조사 13.66점으로 2.4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사전조사 10.62점에서 사후조
사 12.33으로 1.7점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65,p=.017).추후관리
영역에 있어서 실험군은 사전조사 20.06에서 사후조사 26.83점으로 6.76점 증가
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사전조사 20.66점에서 사후조사 23.05점으로 2.88점 증가
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505,p=.000).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퇴원 4주 후의 자가간호이행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약물영역과 일상생활의 조절
과 운동영역과 추후관리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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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 정도 비교

사전 사후 차이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가간호

이행정도

실험군 112.83± 15.68 139.66±9.12 26.83±12.96

3.24 .002
**

대조군 108.81± 25.31 130.29±12.5 21.48±4.79

<표4>대상자들의 영역별 자가간호이행 정도 비교

구분

사전 사후 차이

t p평균±표준

편차

평균±표준

편차

평균±표준

편차

약물영역 실험군 22.86±4.51 27.97±1.67 5.10±4.34 3.49 .001
**

(최저6점~최

고 30점)
대조군 22.29±4.17 25.85±2.81 3.55±3.99

식이영역 실험군 29.53±4.57 35.16±3.43 5.63±4.0 1.634 .108

(최저8점~최

고40점)
대조군 28.14±19.6 33.70±4.81 5.22±19.5

일상생활의

조절
실험군 24.93±5.09 32.43±2.64 7.50±3.55 2.537 .014

*

(최저8점~최

고40점)
대조군 22.96±5.62 29.51±5.64 6.50±4.47

운동영역 실험군 11.20±2.58 13.66±1.42 2.40±2.06 2.465 .017
*

(최저4점~최

고20점)
대조군 10.62±2.96 12.33±2.55 1.70± 2.61

추후관리 실험군 20.06±4.24 26.83±2.74 6.76±4.54 4.505 .000
**

(최저6점~최

고30점)
대조군 20.66± 3.97 23.05± 3.33 2.28±2.62



- 32 -

2)가설 2: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교육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퇴원 전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기존의 퇴원 간호정보를 제
공받은 대조군의 교육 후 교육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실험처치 후 교육만족도는 실험군(52.53점)이 대조군(36.77)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4.505,p=.000).즉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
험군은 구조화되지 않은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대조군보다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와 제 2가설인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교육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
다.

<표5>실험처치 후 교육만족도 비교

실험군(n=30) 대조군(n=27)
   t p

특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교육만족도  52.53±5.38 36.77±5.38 14.505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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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에서 퇴원한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에게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적용하여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65%가 남자였고,51세 이상의 연령군이 90%인 것으로 나

타나 개심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숙영,1999;김희승,박
민정,2000;정순애,2002;이영신,2003)의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고령이 많다
는 인구학적 특성과 일치한다.일반적 특성 중에서 자가간호이행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수인 성별,연령,교육정도,대상자의 가족지지 등은 본 연구에서는 자가
간호이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사전조사에서 14%가 흡연 중이었으며 이들 중 70%는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외래방문과 약물과 식이에 대한
자가간호이행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중재술을 받은 전후로 흡연,운동 습관을 비교한 연구에서 흡연을 제외
한 다른 위험요인은 중재술 후에 감소하였으나 흡연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흡
연에 대한 건강행위이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Mckenna등 2004)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또한 Quist과 Frode(2003)는 관상동맥질환자들에게 금연프로그램
을 적용하여 퇴원 6주 후와 12달 후에 금연율을 조사한 결과 퇴원 6주 후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금연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단
기간의 금연 프로그램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몇 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개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퇴원 12달 후
에는 실험군의 금연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금연프로그램은 효과
적이라 하였다.또한 임지영(2004)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생활습관조사에서 수술 후에도 피우고 있는 경우가 6.3%로 보고하여 관상동맥질
환자들의 질병 재발 예방을 위한 위험인자 교정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가 어
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본 연구에서는 퇴원 4주 후에는 모두 금연에 대한 자가
간호이행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수술 후 경과기간에 따라 자가간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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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대상자들이 장기적으로 자가간호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가간호 요구도 조사에서는 추후관리,식이영역,일상생활의 조절,운

동,약물 순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관상동맥우회술 후 재발관련 교육요구도 조사에
서 보여준 연구결과(김명희,1993;김희승,박민정,2000)와는 다른 결과이나 정순
애(2002)연구에서 개심술 환자의 퇴원 후 간호요구에서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되
어 추후관리에 대한 영역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관상동맥우회술 후 1주일 전후로 퇴원하기 때문에 아직 아물지 않은 환자
들의 수술부위 감염과 관련하여 상처 치유에 대한 불안감과 일상생활 복귀에 있
어서 상처로 인한 불편감 때문에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조군에서의 퇴원 전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유무에 대한 설문

을 살펴보면 외래방문과 약물영역은 환자들의 요구도도 높았으며 퇴원 전 간호
정보제공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식이영역과 운동영역,
일상생활의 영역,추후영역에 있어서 퇴원교육이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추후관리영역에서는 환자의 퇴원 후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데 반
해 추후관리에 대한 간호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환자의
정보제공 요구와 실제 행해지고 있는 퇴원 시 간호정보제공 내용과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원 전 간호정보제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영역은 외래방
문과 약물영역이었는데 이는 퇴원 당시 복약지도나 퇴원간호기록에 약물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수행하기가 용이하였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따라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들의 식이영역과 일상생활
의 조절,운동영역에 대한 교육자료가 있다면 실무에서 간호사들의 접근성이 용이
해지면서 환자들에게 퇴원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관상동맥우회술 후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

군보다 환자의 자가간호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248,.002).이는 관
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가간호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김수진,2006;정영선,2002;배희옥,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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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1998;한애경,1998;Aish와 Isenberg,1996)결과와 일치하며 관상동맥우
회술 환자를 포함한 개심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장재활 교육 후 실험군의 자가
간호이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연구(임지영,2004;이영신,2003)와도 일치
한다.전종숙(2005)연구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프로그
램을 제공하였는데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가
간호이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또한 본 연구자가 시행한 Pilot
study에서 대조군도 퇴원 2주 후의 자가간호이행 정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의 퇴원 4주 후의 자가간호이행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그러나 Pilotstudy에서의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 정도가 사전 112.20점
에서 사후 120.20점으로 8점 증가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자가간호
이행 정도가 사전 108.8점에서 사후 130.29점으로 21.48점이나 증가하였다.이것은
퇴원 전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대조군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진 소책자의 내용
이 실험군에게 제공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 프로그램의 내용과 유사하여 대조
군이 가정에서도 소책자를 통해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간호정보를 제공받았기 때
문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실무에서 업무과중과 시간부족으로 퇴원 전 간호사가 제
공하는 간호정보가 대상자들의 간호정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퇴원 전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퇴원교육이 아니더라도 소책자를 통하여 환자들
에게 간호정보를 제공해준다면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의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
정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간호이행을 약물,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추후관리 5가지 영역별로 살

펴보았는데 추후관리,약물영역,일상생활의 조절,운동영역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식이영역에 있어서는 두 군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자가간호이행정도의 영역별 유의성은 논문마다 차이가 있었었는데
본 연구에서 추후관리에 대한 두 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은 전
종숙(2005),임지영(2004)연구와 일치하였다.이러한 결과는 구조화된 퇴원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수술 후 추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활자가 크고 화려한 색
감으로 시청각 자료가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약물영역에 대한 자가간호이행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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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일치하였다(정영선,2002;송경자,2003;이영신,2003).특히�약물영역에서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알고 먹는다�항목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가
간호이행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통해 실험군
에게 약물에 대한 작용과 부작용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퇴원 후 반드시 이를 숙지
하고 복용하도록 교육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또한 일상생활의 조절과 운동영
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그러나
식이영역에 있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50세 이상이 90% 이고 55%가 무직이었으며 중졸이하의 교육수준
이 40%라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저지방 저콜
레스테롤 식이의 중요성을 덜 인지하게 되면서 식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따라서 대상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식이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식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이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구조화된 간호정보 제공을 받은 실험군의 교육만족도가 대조군보

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이 결과는 퇴원하는 산모를 대
상으로 퇴원교육방법에 따른 산모의 퇴원교육 만족도를 비교한 주현실(2001)의 연
구에서 구두로 퇴원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비디오를 통해 퇴원교육을 받은 실험
군의 교육만족도가 높다는 것과 일치하며,수술 전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수술 후 대조군보다 간호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이윤
희,1995;김춘길과 문미선,1999;김영순,2004;임연호,2006)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자가간호이행 정도와 교육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높이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실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들
에게나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이행의 영역을 약물영역,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추

후관리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는데 관상동맥질환자의 위험인자(흡연,고지혈증,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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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당뇨병,비만,운동부족)와 관련된 생활습관의 변화가 어려운 영역을 수술 후
초기에 측정하여 환자들의 지속적인 자기관리를 평가하기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에게 자가간호행위의 변화가 수술 후 합병증과 질병
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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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퇴원 전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의 자가간
호이행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프로그램
이 실무에서 효과적인 중재임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
차설계(nonequivalentcontrolgroupnon-synchronized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연구기간은 2007년 4월 15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였으며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30명,대조
군 27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로는 임지영(2004)이 사용한 자가간호이행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

완하여 자가간호이행을 측정하였으며,교육만족도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약물,식이,일상생활의 조절,운동,

추후관리 영역 5가지로 구분하고 내용을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이를 다
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확인하여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시청각자료로 구성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사전조사는 퇴원 전에 실시하였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였다.실험처치는 대조군에게는
퇴원 전 자가간호이행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간호정보를
제공한 후 퇴원 전에 소책자를 제공하였다.실험군에게는 퇴원 1-2일전 회의실에
서 2-3명을 구성하여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을 파워포
인트를 이용해 소집단으로 30-40분 정도 실시하고 소책자를 나누어 준 뒤 가정에
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사후조사는 퇴원 4주 후 외래방문 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x2검정과 t-test
로 분석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 점수 평균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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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구하고 두 군의 차이검정은 independent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실험군과 대조군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전
자가간호이행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군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가설 1:�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 정도의 변화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3.248,p=.002).

자가간호이행 점수는 실험군은 사전조사 112.83점에서 사후조사 139.66으로
26.83으로 증가하였고,대조군 또한 108.81점에서 130.296으로 21.48점 증가하
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가설 2:�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퇴원 교육만
족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14.505,p=.000).

구조화된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의 교육만족도는 52.53점이며 구조화되
지 않은 간호정보를 제공받은 대조군의 교육만족도는 36.77점으로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관상동맥우회술 후 환자에게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퇴원 후 자가간호이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이며,환
자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그러므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간호실무에서 퇴원 후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증진하고 환자들
의 간호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못하는 실무에서
퇴원 시 제공되는 소책자를 이용한 퇴원교육은 환자들의 자가간호이행을 증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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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는 퇴원 4주 후에 자가간호이행을 조사한 것으로 자가간호이행은 처
음 증가하였다가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므로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구
조화된 간호정보제공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은 모든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들
에게 사용이 가능하나 심혈관질환자는 대상자마다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자들의 위험요인에 따른 자가관리를 위한 개별적인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관상동맥우회술 환자가 장기적인 자기관리를 위한 스스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책자나 CD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4)퇴원 시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퇴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간호사 제도
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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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ⅠⅠⅠ>>>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우우우회회회술술술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이이이행행행과과과 교교교육육육만만만족족족도도도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연구주제 : 구조화된 간호정보제공이 관상동맥우회술 후 퇴원한 환자의 

자가간호이행과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간호학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구조화된 간호정

보를 제공하고 자가간호이행 정도와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며, 이 간호정보제공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빠른 회

복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

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되므로 

각 질문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빠른 회복을 빌며 어려운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04월  00일

연구자 : 박 미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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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Ｖ”를 하거나 기록하여 주십시요.

1.연령 :만 ( )세
2.성별 :남 ＿ 여 ＿
3.결혼상태 :미혼 ＿ 기혼 ＿ 별거 또는 이혼 ＿ 사별 ＿
4.동거형태 :혼자서 산다 ＿ 부부가 함께 산다 ＿

자녀와 부부가 함께 산다 ＿ 환자와 자녀가 산다 ＿
기타 ＿

5.직업 :전문직 ＿ 사무직 ＿ 영업직 ＿
생산직 ＿ 농 업 ＿ 사 업 ＿ 무 직 ＿ 기 타 ＿

6.학력 :국졸이하 ＿ 중졸이하 ＿ 고졸이하 ＿ 대졸이상 ＿
7.종교 :유 ＿ 무 ＿
8.흡연 :전혀 피운 적 없음 ＿

피우다가 끊음 ＿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지 ( )만큼 됨.
현재도 피움 ＿ ( )부터 하루에 ( )개피 정도 피움.

9.음주 :유 ＿ 1주일에 ( )회 마심
무 ＿

10.동물성 지방의 섭취 :많이 먹는 편임 ＿
보통으로 먹는 편임 ＿
적게 먹는 편임 ＿
전혀 먹지 않음 -

11.운동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음 ＿
불규칙하지만 가끔 운동함 ＿ ( )운동을 1주일에 ( )일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함 ＿ ( )운동을 1주일에 ( )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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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질병 발병시기는 언제입니까?
13.진단명 :
수술명 :

14.다음은 심장수술 후 퇴원교육에 필요한 자가간호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알기를 원하는 내용에 모두“Ｖ”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약물요법 ＿
2)식이요법 ＿
3)일상활동의 조절 ＿
4)운동요법 ＿
5)추후관리(상처관리,구강관리등)＿
15.다음은 퇴원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퇴원전에 교육받았던 내용에 모두 “Ｖ”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약물요법 ＿
2)식이요법 ＿
3)일상활동의 조절 ＿
4)운동요법 ＿
5)추후관리(상처관리,구강관리등)＿
6)외래방문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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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우우우회회회술술술 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의의의 자자자가가가간간간호호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수수수행행행정정정도도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하께서는 각 행위를 평소에 어느 정도 행하고 계신지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
는 항목에 “V"로 check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외래방문 1.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약물

2. 처방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3. 의사의 처방없이 다른 약(비타민제, 항생제, 

빈혈약, 해열/진통제, 감기약, 한약)을 복용

하지 않는다.

4. 의사의 처방없이 투약을 중단하지 않는다.

5. 처방된 약을 모르고 안 먹었다고 해서 다음 

번에 두 배를 먹지 않는다.

6. 중요한 약에 대한 작용과 부작용은 알고 먹

는다.(강심제, 이뇨제, 항응고제, 혈압약, 항

고지혈증제제 등)

7.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거나 위험

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거나 버린

다.

식이

8.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다.

9. 섬유소가 많이 든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   

   (채소, 과일, 콩, 현미, 잡곡)

10.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음식보다 굽거나,   

끓이거나,증기에 찌거나, 데친음식을 먹는

다.

11.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가능한 제한 한  

다.(계란 노른자, 생선알, 오징어, 새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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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식이

12. 유지방이 높은 음식(전지분유, 아이스크림,  

생크림, 치즈) 보다는 유지방이 낮은 식품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두유)을 먹는다.

13. 체중관리를 위해 폭식이나 과식을 하지 않  

고, 소량씩 먹는 습관을 한다.

14. 과음을 하지 않는다.

15. 설탕과 프림이 첨가된 커피는 하루에 1-2

잔으로 제한한다.

일상

활동

의 

조절

16. 매일아침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본 후 같은  

시각,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체중계로 체중

을 측정한다.

17. 내가 느끼기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무거운 물건 들기 등)

18. 주 수술부위와 흉골이 완전히 아물 때 까

지는 운전을 가능한 제한한다.

    (적어도 수술 후 8주 이상)

19.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피로는 그날 푼다.

    (하루 20~30분간, 2회 이상)

20. 장시간 오래 서 있지 않는다.

21. 추위나 더위에 갑자기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22.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3. 수술 후 순환촉진, 다리에 부종 방지를 위  

해 지속적으로 탄력스타킹을 착용한다.

    (다리의 정맥혈관을 수술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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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운동

24.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

적은 운동을 한다.

    (최소한 1주일에 3번, 1번에 20분 이상)

25. 운동시 빠른 맥박, 가슴통증, 어지러움증,  

호흡 곤란 증상이 있으면 중단한다.

26.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 체조를  

한다.

27.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적당한 휴식을     

가진다.

추후

관리

28.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오거나 보고를 한다.(수술부위 부종이나   

분비물, 통증,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

29.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구강간호를 철저히  

하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박테리아성 심내막염 등)

30.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31. 나의 의견보다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사

항을 이행한다.

32. 의료진과 상의해야 할 사항(모든 치과치

료, 각종절제술, 방광 또는 직장검사 등)을 

지킨다.

33. 체중증가를 막기 위해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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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관관관상상상동동동맥맥맥우우우회회회술술술 하하하신신신 분분분들들들에에에게게게 제제제공공공된된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간간간호호호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을을을 통통통
한한한 퇴퇴퇴원원원교교교육육육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교교교육육육만만만족족족도도도 정정정도도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에 “Ｖ”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간호사는 외래방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었다.

2. 간호사는 퇴원약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3. 간호사는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4. 간호사는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5. 간호사는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6. 간호사는 추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7. 간호사는 교육내용을 귀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습니까?

8. 간호사는 질문에 성의 있게 응답해 주었다.

9. 퇴원교육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0. 귀하께 제공된 퇴원교육 시간은 만족하십니까?

11. 귀하께 제공된 퇴원교육 시기는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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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ⅡⅡⅡⅡ> > > >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시청각 시청각 시청각 시청각 자료자료자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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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ⅢⅢⅢⅢ> > > >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환자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소책자 소책자 소책자 소책자 자료자료자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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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Effects of Structured Information on Self-Care Behavior and Education 

Satisfaction of Clients with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Park, Mi Jung

                                       Depart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structured information on self-care and education satisfaction of clients 

with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The research employed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non-synchronizedandnon-equivalentcontrol
group.
Thedatawerecollectedfrom April15toJune15,2007atoneuniversity

hospitallocatedinSeoul.Thesubjectsofthestudywererecruitedfrom the
cardiovascularwardwheretheywererecoveringfrom coronaryarterybypass
graft.Fortysevenpatientsagreedtoparticipateinthestudy.  The patients 

who were admitted from April 15th to May 15th were given information 

using existing method (control group) and the patients admitted from May 

16th to June 15th were given information using a structured program.  

There were 27 pati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30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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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 care behavior measurement tool by Yim (2004) was revised to 

measure self care behavior and education satisfaction was measured with 

the a scal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cont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and the booklet was developed by 

using a guid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iterature 

review.  The contents of the program includes of medical care, dietary 

intake, regular daily activity, exercise, and home care after surgery.

  The control group received the information individually and a booklet 

before discharge by a nurse as a routine care an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structured information in a small group and a booklet by a 

nurse. The structured information program last 30 minutes and the 

contents was presented using power point slides. Both group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satisfaction at 

the end of the education.  The participants in both groups completed the 

self care behavior questionnaire when they made a four-week follow up 

visit after discharg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 version 

12.0 statistical program.

Theresultsareasfollows;
1.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sbetweenthecontrolandexperimental
groupsin general characters and pre-self care behavior.

2. The first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the participants who were given  

structured information will show a higher level of self care behavior     

after discharge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3.248,p=.002).
3.The second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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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in education program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t=14.505,p=.000).

  In conclusion, the structured information given at discharge time was 

more effective in promoting self care behavior of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than the existing program.  It is recommended nurses 

to plan a set time for structured teaching session in their daily routine.  

Key words : Provided Structured Information, Self-Care Behavior,

             Educa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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