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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양양양성성성 척척척수수수 종종종양양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술술술 후후후
시시시간간간경경경과과과시시시점점점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증증증상상상 및및및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본 연구는 양성 척수 종양환자의 경과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술 후부터 퇴원시점까지 기간 동안 대상자의 통증 정도,불
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정도를 각각 확인하고 수술 후의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로,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소재 Y 대학병원에서 양성 척수종양절제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온
수술 후 1일 이내의 환자전수로 구성 하였다.자료 수집은 수술 후 1일부터 퇴원
시점까지 연구자나 연구자로부터 훈련받은 간호사가 매일 같은 시간에 환자를 방
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자가 보고와 관찰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숫자등급척도(NumericRating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불안정도는 Gift(1989)의 Visual Analog
Scale-Anxiety(VAS-A)를 통해 측정하였다. 일상생활활동능력은 Bathel과
Marhoney에 의해 개발된 BathelIndex(1965)도구를 기초로 양영희(1992)가 수정
보완해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McCormicscore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관찰 후 평가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WIN 13.0을 이용하
였으며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비모수 검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실수,백분율,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대상자의 시간 경과
에 따른 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는 RepeatedmeasureANOVA를 이
용하였으며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는 Fisher'sexacttest를 이용하였다.각 요
인들과의 상관관계는 Spearman'srank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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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통증은 일변화에 따라 감소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F=2.07,
p=.65).
2.수술 후 불안의 일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F=.477,p=.824).
3.일상생활활동능력정도는 일변화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는 유의하였다(F=7.858,p=.000).
4.수술 후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수술 후 1일에서 7일까지 동일한 상태로 변화

는 없었다(F=.473,p=.827).
5.수술 후 1일부터 퇴원까지의 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일상생활활동능

력과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상관계수 -.619～-.926(p=.001～.011)의 범주로 음의 상
관관계로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왔으며 통증과 불안은 수술 후 5일째 .525(p=.037)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본 연구를 통해 각 요소들의 유의성이나 상
관성을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수술 후 증상 및 기능상태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양성 척수 종양으로 수술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도된 연

구로서 그 의의를 가지며 실무에서 임상 간호사가 척수 종양 환자간호에 있어 효
과적인 간호중재 및 간호교육을 위한 자료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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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성성성 척척척수수수 종종종양양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수수수술술술 후후후
시시시간간간경경경과과과시시시점점점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증증증상상상 및및및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양성 척수 종양이란 척추강 내에서 발생하여 척수를 압박하거나 척수 주위를
압박하는 종양 중 서서히 성장하며 다른 부위로 전이하지 않는 종양을 말한다.양
성종양은 신체에 별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되고 있으나,중추 신경계로 구
성되는 척추에서의 양성종양은 척추관이라는 제한된 공간 때문에 신경조직에 압
박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한다(국가암정보센터,2008).

MRI의 발달로 양성 척수 종양의 조기진단과 수술 등의 진료과정에 많은 발
전이 이루어졌으며 치료 후 경과에 있어 정상화나 호전되는 비율이 약 80～90%로
보고되고 있다(염진영,1998).척수 종양 환자들은 수술을 통해 신경학적 마비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지만,수술 후에 통증 또는 이
상감각을 호소하거나 증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강세윤,1992).이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생업종사에 장애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만성화할 경우 의욕상실,자신감의 결여,우울,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제종범,1999).

또한 척수 종양 치료를 위해 입원한 대상자들은 신경의 손상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불안요인과 함께 생소한 척추종양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하게 되며 수
술 후 직면하게 될 신체상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며(Guerrero,2003)수술 후

핵심 용어 : 양성 척수 종양, 기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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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종양의 악성 및 양성여부를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악성종양에 대한 두려움을 겪어야 한다.수술을 하지 않으면 신
경의 마비를 비롯해 증상의 악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수술 후에는 수술로 인해
동반되는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수술 전 감각의 이상이나 운동장애,대소
변 장애를 경험했던 환자는 수술 후 증상의 느린 호전 때문에 우울증을 겪을 수
있어 척수종양 수술환자의 통증 및 불안과 수술 후 회복양상 등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척수 수술 환자 대상의 연구는 통증경험을 포함한 신체적인
불편감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연구가 대다수이며,그 연구
대상은 대부분이 비종양 대상자로서 척수 종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간호연구는
희박하므로 척수 종양 환자 관련 임상 양상 및 수술 치료 적용 후 증상의 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또한 척수 종양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여서 비종양성 척추 수술환자 치료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간
호의 제공으로 척수 종양 수술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현실적으로
병원의 환경은 한정된 간호 인력으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
으로 환자의 간호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간호활동의 수행이 환자의 간호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서봉화,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 척수 종양 수술 환자들이 수술 후에 느끼는 증상
중 통증 및 불안과 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과정을 파악함
으로써,척수 종양 수술을 목적으로 입원한 대상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의
전략적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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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연구의 목적은 양성 척수 종양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의 수술
후 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과 신경학적 기능상태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양성 척수 종양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시간경과시점에 따른

1.증상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1-1)통증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1-2)불안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2.기능상태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2-1)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2-2)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양상을 파악한다.

3.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양성 척수 종양 수술 환자

척수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으로 전이성 암을 제외한 원발성 종양 중 양성 종
양으로 본 연구에서는 척수 내 종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경초종,수막종,혈
관종 등을 주 진단으로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를 의미한다.

2)시간경과시점

수술 후 회복시기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종단적으로 본 시점을 말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1일째부터 퇴원당일인 수술 후 5일에서 7일까지의
입원기간동안 매일 오전 10시의 시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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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술 후 증상

수술 후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신체적,정신적 경험들로서 본 연구에
서는 통증과 불안을 의미한다.

4)수술 후 기능상태

수술 후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신경학적 기능상태를 의미한다.



- 5 -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양양양성성성척척척수수수종종종양양양

척수종양은 척수 또는 그 주위조직에 생기는 종양을 통틀어 말한다.2007년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를 보면 1999년에서 2002년간의 뇌 및 중추신경계의 성별
암 발생률은 남여 각각 전체 암의 1%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은 뇌와 중추
신경계의 암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정보 제공에 다소 제한은 있다.척수종양은
Horsley(1888)가 최초로 경수막 내 척수 외(intraduralextramedullary)종양의 제
거에 성공한 이후 정확한 진단방법의 발전과 미세수술의 보편화로 진단 및 치료
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Livingston& Perrin,1978).

척수종양의 발생 부위는 경막 외,경막 내 척수 외,척수 내로 나위며 경막 외
종양이 60%를 차지하며 전이성 종양이 가장 흔하다(Bowers& Weprin,2003).경
막 내 척수 외 종양은 신경초종,수막종 등이 호발하며 척수 내 종양은 상의 세포
종과 성상세포종과 같은 교종들이 척수 내 종양의 80%를 차지한다(척추학,2008).
병리 조직학적 유형상 신경초종,수막종,혈관종의 순의 빈도를 보이며 위치는 흉
추부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경추부 25%,요추부 10%순으로 발생빈도의 양상
을 보인다.연령별 분포는 3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으나 수막종에서는 전형적으로 40～
60대의 여자(10:1)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척추강 내 종양 가운데 가
장 많이 발생하는 척수신경초종은 약 25％～37%를 차지하며 주로 30∼40대에 많
이 발생하며,남녀의 발생 비율도 비슷하고,흉추에 더 많이 발생하지만 척수 전체
에서 고르게 발생한다.종양이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증상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
히 진행되며,병이 진행되면 척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하반신 마비나 항문·방
광의 괄약근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최병욱,1991).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막 내 척수 외 종양을 다루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경



- 6 -

우 진단하기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증상이 시작되고 국소적 또는 신경근성 통증
을 호소하며 이러한 증상은 특히 요추부에 종양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빈번하며
그 외 감각이상과 감각무딤이 흔한 증상이다.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단순 X선 검사를 통해서는 척추경의 미란(erosion),추
경간의 거리의 증가,추간공 확대 등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며 척수 조영술은
MRI의 상용화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혈관모세포종의 경우처럼 혈관분포가 풍부
한 질환의 의심 시는 진단 목적이나 수술 시 출혈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전 영양
혈관의 색전술이 시도되기도 하며 그 외 석회화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촬영하지만 척수 종양 진단의 가장 좋은 방법은 MRI로 각 영상을 통해 종양의
성상 및 크기,범위,주변 척수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다(Dina& Ching,
1996).

척수종양은 통증,신경학적 마비,종괴 및 척추변형을 통해 발견되나 증상이
없는 척수종양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것은 드물며 이들은 대부분 신경초종과
같은 양성 종양이다.종양의 주요 증상들은 통증,운동장애,감각이상 등이었으며
환자들이 호소하는 초기증상으로는 통증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통증은 운
동에 따라 심해지기도 하고 누웠을 때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다음으로 운동
장애,감각 이상,배뇨장애를 보인다.통증의 양상은 경막 외 척수 외에서는 주로
국소적 통증이,경막 내 척수 외 종양에서는 신경근성 통증이 많았으며 척수 내
종양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미만성 통증의 양상이었다.즉,종양에 의한 척추압박
의 임상양상을 보면 약 80%에서 초기증상으로 척추의 통증이 온다.그 후 종양의
위치,종류 및 성질에 따라서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양 하지에 근 약화가 오며 이
로 인해 균형유지가 어렵게 되어 보행장애가 생긴다.배뇨 및 배변 이상 증상은
하지 약화와 동시에 또는 바로 후에 발생한다.종양이 병발한 장소 아래로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데 환자는 하지의 저림 또는 자기 다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호소한다.이러한 감각이상은 주로 늦게 나타나며 환자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
다(Cheng,1982,Joo,Kim YS& LeeKC,1985).

요추부에 발생한 종양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신경근의 지배영역을 따라 동통
과 감각장애가 나타나지만 이 후 척수의 압박이 점차 진행되면 척수의 편측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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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 의한 “Brown-SequardSyndrome”이 나타나기도 하고 종양이 더욱 성장하
여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면 종양과 반대쪽 척수의 기능이 마비되어 말기에는 척
수기능이 양측에서 완전 상실되고,병소 이하의 운동 및 감각 미비,항문과 방광
괄약근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Hentschel,Mccutcheon,2006).
초기 증상과 달리 입원 시의 주요 증상은 신경학적 소견으로 양하지 부전마비

인 운동장애의 소견이 38.2%로 가장 많았고 신경근 증상,Brown-Sequard증후군
순이었다(정지현 외 7인,1996).
척수종양의 치료목적은 종양의 제거보다는 신경학적 기능의 보존 또는 호전에

두어야 할 것이다(석세일 외 4인,1989).양성 종양인 경우 완전 적출이 시도되어
야 하며 완전 적출이 이루어지면 신경학적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종양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대부분 완전 적출이 가능하고,완전히 적출한 뒤에는 보조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다만 완전 적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를 하기도 하는데,이 경우에도 항암 화학요법은 하지 않는다.수술을 통한 접근은
대부분 후방 접근술로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척추
불안정 및 변형이 예상 시 종양 제거술 후 기기 고정술을 시행하게 된다.치료의
성적은 양성종양의 경우 병소의 완전 절제,신경증상의 해소,및 척추의 안정성 유
지로 보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완전절제가 가능하며 완전절제 시 90%이상에서 예
후가 좋다.Dunn등은 치료결과의 판정에 있어 “호전”의 기준을 보행능력의 호전,
배변 및 배뇨기능의 호전,사지운동력의 호전 통증의 완화 등 4가지 관점에 의해
분석하였다.최근에 신경초종,수막종 등의 경막 내 수 외 종양이나 상의 세포종
등은 수술로 90%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염진영,1998).수막종
의 경우 10년 후 재발률이 10～15%정도이며 신경초종의 경우 예상수명은 일반인
과 유사하나 증후성 지주막염이나 낭성 척수증과 같은 합병증은 종양 절제술 후
수년 내에 6%에서 발생한다.절반 이상에서 장기간 동안 수술부위의 통증이나 방
사통을 호소하나 이들 중 10% 미만에서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높은 치료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통한 신경손상의 가능성은 존재하게

되며 척수 손상 발생 시 대상자는 변화된 자아상에 적응을 하여야 한다(Guerrero,
2003).Ditunno(1985)는 척수손상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손상 중에서도 가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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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인 손상중 하나로,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에서 의존적인 삶으로의 갑작스런
기능적 변화를 초래하는 상태이며,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
는 것으로 보았다(Piazzaetal,1991).척수 손상의 결과로는 운동,감각기능의 상
실,방광이나 장 기능 조절불능,직업의 상실,성적기능 장애,재정적인 문제와 안
전에 대한 손상,대인관계의 손상과 더불어 제한된 자신의 조건에 대한 자기의식
을 경험하기도 한다(Dijkers,1997).척수 손상인들의 자살률은 1960년대 초기에는
1% 이하였던 것이 최근에는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척수 손상 후 시도하
는 자살 확률은 전체인구의 같은 나이와 성별보다 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자살은 척수손상 젊은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손상 후 5년 안에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Bokeamp,overHoiser& Schbert,1996).

이상의 자료들은 척수 손상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으로 척수 종양을 진단 받은 모든 환자가 마비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나 마비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게 되면서 느끼게 될 심리적인 충격은 간과하기 어
려운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므로 척수 종양은 양성이든 악성이든 심리적인
간호의 영역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척추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간호 영역의 분야는 통증 조절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양미선,2008;
장영준,2004).척추 질환 환자를 대상의 간호요구도를 보면 신체적 불편감을 감소
시켜주는 것,수술 후 배설의 문제 및 보조기 착용의 문제 등에 대한 요구 등 단
순히 통증과 일상생활 복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
다(김은경 2007).그러나 척수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간호영역에 대해
세분화하여 시행된 연구는 없는 상태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불편감에 대한 정보
및 입원 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불편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척수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BB...양양양성성성 척척척수수수 종종종양양양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통통통증증증

국제 통증 연구회는 통증을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러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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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관여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초래된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염증과정을 중계하거나 촉

진시킬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서 방출되게 하고 방출된 화학 물질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침해수용체들을 활성화시켜 직접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
는 화학적,열성,기계적 유해자극들에 의한 침해수용체들의 흥분 감수성을 높여서
원발성 통각 과민상태로 되어 통증이 지속되게 된다(이우용,2002).

척수 종양의 통증은 신경인성,중추성 통증으로 신경인성 통증은 침해성 자극
에 대한 말초성 기전은 정상이나 말초에서 중심성으로 자극이 전해지면 이에 대
한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즉 일정 크기의 자극에 대해 통증
의 정도가 정해지나 신경인성 통증은 자극과 별개로 통증의 강도가 큰 것을 말한
다.중추성 통증은 중추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마비 부위의 통
증과 감각 이상을 의미한다.중추성 통증은 뇌졸중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지만 중
증 근무력증이나 척수 손상 후에도 발생 할 수 있으며,다른 여러 신경학적인 질
환에서도 중추성 통증을 볼 수 있다(Schott,1996;Gilbert,1995).

통증은 척수종양의 주증상으로서 원발성 종양의 80～100%에서 경험을 한다.
전이성 종양은 이와 달리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며 골주사상 전이가 확인된 환자
중 약 50%만이 생전에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경막 외 척수압박이 있을
경우 95%에서 통증이 나타난다.척추강 내 종양의 경우는 통증이 있고 신경초종,
신경섬유종의 경우는 진단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수개월내지 수년간 지속되는 경
우도 많다.임상에서 중추성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들은 통증의 강도가 다양하고,
일반적인 통증과 달리 아프다는 감각을 호소하기보다 저리고 쑤시는 양상으로 매
우 참기 힘든 통증을 호소한다.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
만 운동이나 침해자극을 가할 때에 통증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나 재활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주 치료제인 약물로 통증이 완전히 완화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그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수면 장애나 우
울 및 정신적 질환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Closs,1990).
수술 후 통증은 병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성 증상 중의 하나로 그

것은 수술 후 생리적인 과정의 일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간과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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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Cohen,1980).그러나 Ketovuori(1987)는 수술 환자들은 규칙적이며 적
절한 진통제를 투여하였음에도 80%에서 중등도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다고 하
였고 41～75%의 환자가 여전히 중증도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였다(Weis
etal,1983).수술 후 통증 관리는 단순한 통증 뿐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의 예방
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적절한 통증의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윤
진희 외 7인,2003).또한 척추 수술 후 지속되는 요통이나 방사통으로 인하여 환
자들은 퇴원 후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일상생활 활동들이 재손상이나
통증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통증 종류에 따른 삶의 질
과 일상생활수행의 연구를 보면 만성통증의 하나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은 높은
순위로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며 일상생활의 수행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양진향,2004).그러므로 적절한 통증의 조절은 척추 수술 환자의 회복
을 위한 필수적 중재라고 할 수 있다.

CCC...양양양성성성 척척척수수수 종종종양양양환환환자자자의의의 불불불안안안

불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중의 하나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상태로서 염려,긴장,걱정,그리고 임박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 외적인 위협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적인 조절능력의 상실로 인해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을 말한다(김소야자 외 3인 1992).이
러한 불안은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반응을
Spilberger(1972)는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으로 나누었다.기질불안은 객관적으로 비
위협적인 광범위한 상황들을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습득된 행동 경향으
로 불안 성향의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한
다.반면에 상태불안은 보다 일시적인 정서적 흥분 상태로 강도가 자주 변하고 시
각적인 변동이 수반되는 것으로 상황 속에서 위험이 증가될 때는 언제나 발생하
는 불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불확실성,마취,죽음,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불안과 우울 등으로 인한 심한 정서적 압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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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며,이는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된다(양기우 1995).수
술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의 관계를 보면 수술 전 불안과 우울이 수술 전 스
트레스에 대해 55%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수술환자의 기본적
간호문제로서 불안에 대한 간호중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함을 설명하고 있다.
(김분한 외 1인,1999).

수술 환자의 불안을 조사한 권기철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 불안이 낮은 군은
수술 후 불안이 증가한 반면 중간 군과 높은 군에서 수술 후 불안이 감소하였으
며 여성에 있어 수술 후 회복정도에 대한 만족은 불안을 낮춘다고 하였다.반면
50대 이상의 남성은 수술 전보다는 수술 후 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나이에 따른 무능감이 심해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경제적인 부담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또한 수술 전 불안이 아주 낮은 것은 자신의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고 너무 높은 불안은 정서적인 불안정과 연관된 비현실적
공포감에서 올 수 있는 것으로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권
기철 1983;Janis,1958;Surman,1978).

수술 전 불확실성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하고 말하고 있으며
환자는 애매모호성,가족은 불예측성을 가장 큰 불확실의 요인으로 뽑고 있다(김
세은,2006).척추 수술을 앞둔 대상자들은 마비의 동반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을
크게 경험한다.또한 척추 종양 수술은 비록 양성 종양으로 조직검사가 나오더라
도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를 위한 대기 기간과 수술 후 동반될 수 있는 마비의 위
험 등으로 그 불확실을 통한 불안의 요소가 큰 질환이다.척추 수술 후 지속되는
요통이나 방사통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퇴원 후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한
일상생활 활동들이 재손상이나 통증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또한 요통 이외에도 운동제한,신경학적 손상 등이 동반되어 직장 생활이나
생업 종사에도 장애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만성화 할 경우 의
욕 상실,자신감의 결여,우울,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들이 겹치게 된다(강세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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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척척척수수수 수수수술술술과과과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활활활동동동능능능력력력

운동제한 및 신경학적 손상 등은 환자의 예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마비는 종양이 척수신경이나 주변의 신경근
혹은 마비신경 등을 압박하여 발생하며 통증에 이어 비교적 늦게 발현된다.즉 신
경마비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악성병변에서 가장 흔하기는 하지만 치료가 지연
되면 종양의 성장속도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팽창성 병변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일단 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수술적 제거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경조직이 압박되면 경한 경우나 단기간 동안은 국소의 수초탈락,또는 부종이
나타나며 이들은 감압에 의하여 호전된다.심한 압박이나 장시간의 압박은 허혈
등 축색의 손상을 주어 부분적 회복은 가능하나 느리고 제한적이다.척수 등 중추
신경의 회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따라서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활동능력은 이런 운동 및 신경학적 손상을 포함한 신경학적 기능적
상태를 나타내는 간접적 방법 중의 하나이다.일상생활활동능력은 인간이 살아가
면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Bathel
과 Marhoney에 의해 개발된 BathelIndex(1965)도구를 기초로 양영희(1992)가 수
정 보완해서 사용한 것으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동작은 기본적인 자가간호능력을 보는 일상생활활동능력과 독립적
인 생활과 관계되는 좀 더 복잡한 활동을 측정하는 독립적 일상생활활동능력으로
나뉘며,각 개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매
일 수행해야하는 과업으로 Trombly(1983)는 스스로 옷 입고 벗기,음식 먹기,변
기 사용하기,목욕하기,개인위생 유지하기,전화사용하기,글쓰기,편지 쓰기,돈
세기,책 넘기기,신문보기 동작과 관련된 자가간호와 침상에서 체위변경하기,보
행하기,장소 이동하기,차 운전하기 등의 기동성을 포함시켜 일상생활 동작이라
정의하였다.일상생활동작의 수행정도는 일상행활 양식 내에서 이루어진 기능의
정도를 말하며 일상생활 양식은 매일의 살아가는 방법을 뜻하며(Wade,Victorine
& Hewer,1985),Orem(1980)은 자가간호를 개인이 각자가 자신의 삶,건강,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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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정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고 질병과 상해를 예방 또는 조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상생활 활동의 실체라고 규정하였다.일상생활활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로서는 골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많을수
록,유병기간이 길수록,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은 연관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양
경라 외 1인,1998).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일상생활활동의 독립
적 수행은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Haesel,1970),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었으며(이지연,2008),일상생활활동능력과 우울 및 불안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여 상호 높은 연관성을 알 수 있었으며,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일상생활활동능력 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김남희,2008;박경호,
2007).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운동능력 성취점수와 일상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에서는 재활의 성과를 위한 도구로 일상생활활동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
음을 논하고 있다(김희정,2005).

EEE...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신경계가 손상을 받으면 신경계의 고유특성인 신경전
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감각장애와 운동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Davies,1994).척수종양의 증상은 척수 또는 신경근의 자극,압박에 의한 증상에
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척수 파괴의 증상이 따르게 된다.임상증상과 소견은 종양
의 부위,조직학적 분류,침범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임상적인 과정은 그
증상에 따라 신경근 시기(rootstage),Brown- Sequard시기,척수 절단 시기
(cordtransectionstage)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신경근 시기에는 척수나 신경근
의 자극 증상이 현저하여 동통과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뚜렷하며 Brown-Sequard
시기에서 척수의 반쪽이 압박되거나 파괴되어 동측에 근력과 고유감각이 떨어지
고 반대쪽에 동통 및 온도감각이 소실된다(McCormick,Torres& Post,1990).척
수 절단 시기에는 괄약근 기능 소실과 함께 운동 및 감각 기능 모두의 마비가 뚜
렷해진다.척수압박의 첫 단계는 일반적으로 운동기능 이상이다.수막종이나 신경



- 14 -

초종 같이 서서히 자라는 종양에서는 흔히 강직성 마비가 오게 되며,경막 내 수
외 척수종양은 대체로 척수의 편측에 기원하여 Brown-Sequard증후군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즉 추체로 후주와 측척수 시상로의 손상으로 동측에 운동마비,촉각
및 고유 감각의 변화와 반대측에 통각 및 온도 감각의 저하나 소실을 보이게 된
다(McCormic& Stem,1990).척수 후면의 압박은 신경초종에서 빈번하여 표재성
감각이상,위치 및 진동 감각이상을 초래한다.증상별로 보면 척수 내 종양은 지각
해리,수막종은 운동이상,신경초종은 신경근 증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신경외과
학,2004).그러므로 운동과 감각을 포함하는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파악은 매우 중
요하며 이것은 향후 척수기능이 점점 회복되는지 또는 악화되어 가는지를 비교하
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널리 사용되는 척수기능의 임상상태 평가법으
로는 Frankel의 분류와 ASIA score(AmericanSpinalInjuryAssociationmotor
indexscore)등이 있지만 그 도구들이 사고로 인한 척수 마비 및 손상 환자에게
더욱 적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McCormicscore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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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척수 종양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고 퇴원하기 전까지 대상자의 통
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를 시간경과 시점에 따라 확인하
고 수술 후의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전향적 조사연구
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Y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양성 척수 종양으로 입원
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2008년 11월 0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종양제거술
을 받은 대상자 전수인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18세 이상의 환자로
2)척추 질환의 기왕력이 없거나 재수술이 아니며
3)정신 병력이 없고
4)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하였으며,
5)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다.

수술 후 1일에서 5일째는 19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이중 일부가 1주일 이전에
퇴원을 하여 수술 후 6일째에는 12명,7일째에는 7명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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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통증

척수 수술 환자 자신이 지각하는 통증정도는 숫자등급척도(NumericRating
Scale)로 측정하였다.이 척도는 왼쪽 끝에 ‘통증이 전혀 없음(0점)’과 오른쪽 끝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10점)’이 적힌 10cm의 수평선상에 구체적으로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표현하여 대상자 자신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도
록 하며,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2)불안

불안은 Gift(1989)의 VisualAnalogScale-Anxiety(VAS-A)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로 측정하였다.VAS-A는 100mm의 수직선으로 맨 아래쪽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맨 위쪽은 “대단히 불안하다”로 환자 자신이 불안 정도를 선정하여 표시하
도록 하며,맨 아래쪽부터의 거리(mm)를 자로 재어,길이가 길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일상생활활동능력

일상생활활동능력 측정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된 BarthelIndex(1965)도구를
기초로 양영희(1992)가 작성한 것을 조후선(2003)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21문항
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점수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1점에서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4점까지 Likert척도로 측정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활동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자가 보고에 따른 측정은 최저 21점에서 최고 84점까
지로 환산되며 양영희와 조후선의 도구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91과 .9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96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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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경학적 기능상태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McCormicscore를 이용하여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여
평가하였으며 Ⅰ～Ⅴ까지의 등급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저하되는 것이
다.GradeⅠ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신경학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나 약한 이
상감각증을 동반하는 것이며,GradeⅡ는 환자가 기능적인 독립성(보행,식사,화
장실 사용)을 유지하지만 약한 운동과 감각의 장애를 가진 것을 말한다.GradeⅢ
는 중정도의 결손과 기능적 제한을 가진 경우로 보조기를 가진 상태에서 독립성
을 유지하는 것이며,GradeⅣ는 보다 심각한 운동과 기능의 장애를 동반하여 의
존성을 가진 경우이며,GradeⅤ는 하반신 마비나 사지마비를 지칭한다.

(5)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의무기록을 통해 진단명,수술명,수술부위,수술시간,연령,성
별,학력,결혼상태,주간호사의 유무,종교,직업,경제상태,흡연,타 질환의 기왕
력,진통제 투여 양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밖의 증상경험을 개방형 질문으로 자
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DDD...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Y 대학 부속병원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4-2008-0399)신경외과 주치의의 협
조를 받았다.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이며
양성 척수 종양 제거수술을 위해 입원한 대상자중 의무기록으로 선정 기준에 맞
는 대상자를 확인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수술 시행 후 1일째 되는 날부터 퇴원시점까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연구
자나 훈련된 간호사가 매일 오전 10시에 방문 하여 통증과 불안,일상생활활동능
력을 자가 보고로,신경학적 기능상태는 관찰평가로 측정하였다.자가보고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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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게 하거나 수술 후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대
상자의 특성상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여 작성하였으
며 소요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였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13.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자료 분석
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백분율,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서
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는
Fisher'sexacttest를 이용하였다.

3)대상자의 통증과 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는
Spearman'srank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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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령범위는 24～66세로 평균연령은 45.68세였다.성별은 남녀 반씩 구성되었으

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57.9%로 종교를 가진 대상자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대상자가 78.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을 가진 대상
자가 87.5%로 대부분 이었다.경제상태는 월수입 300만원 이하가 47.4%,300만원
이상이 52.6%였다.

대다수의 대상자가 흡연을 하지 않고(78.9%)있었으며 56.3%의 환자가 타 질
환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뇨 3명과 고혈압 각 1명을 제외한 만성질환은
없었다.입원 전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78.9%였으며 주로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경험하였다.수술 전 통증 지속기간은 56.4% 이상이 3년 이상의 통증 지속기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소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하고 있었다.

질병특성으로는 수술 후 증상 및 기능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로 수술방법과 진단명,수술시간,기왕력 등을 비교하였다.대상자들은 대다
수를 포함하는 schwannoma(8명)와 meningioma(2명) 등을 포함하여
ependymoma, hemangioblastoma, hemangioma, neurofibroma 등의 진단으로
laminectomy와 함께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며 마취시작부터 마취종료까지의 평균
시간은 150.16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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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

특 성 구분 /범위 n (% ) 평균±표준편차
연 령 39세 이하 7 (36.8)

45.68±12.25
40～49세 4 (21.1)
50～59세 5 (26.3)
60세 이상 3 (15.8)

성 별 남 9 (47.4)
여 10 (52.6)

종 교 유 8 (42.1)
무 11 (57.9)

교 육 중졸 이하 4 (21.1)
고졸

대졸 이상
7
8

(36.8)
(42.1)

경제상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21.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
10

(26.3)
(52.6)

직 업 유 17 (89.5)
무 2 (10.5)

주간호자 유무 유 14 (73.7)
무 5 (26.3)

흡 연 유 4 (21.1)
무 15 (78.9)

이전치료경험 무 4 (21.1)
물리치료 7 (36.8)
한방치료

물리치료+한방치료
3
5

(15.8)
(26.3)

타 질환 유 10 (52.6)
기왕력 무 9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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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경경경과과과시시시점점점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증증증상상상 변변변화화화

1.경과시점에 따른 통증 변화

숫자등급척도(NumericRatingScale)를 이용하여 수술 후 1일째부터 수술 후
7일째까지 측정한 통증결과는 다음과 같다.전체적으로 최고점수는 10점이며 최소
는 1점이었으며 수술 후 총 입원기간의 평균 점수분포는 4.35점으로 중등도에 가
까운 통증을 보였고,경과시점에 따른 통증은 수술 후 1일째 가장 높았으며 수술
후 7일째 가장 낮았다.통증의 일변화는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표 2>.

자가통증 조절기를 사용하는 수술 후 2일 시점까지는 추가 진통제를 2.25～
2.28회 투여하고 있음에도 통증은 중정도 이상의 통증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3
명이 7점 이상의 심한 통증을 표현하였으며 7명이 5점 이상의 중등도의 통증을
표현하였다.수술 후 4,5일은 대상자 간 통증 점수의 표현범위가 넓으며 대상자의
표본수가 적어 평균은 낮아지는 양상이지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관찰
되었다.자가통증 조절기를 사용하는 2일째와 수술 후 3일과 4일 그리고 수술 후
5일부터 퇴원시점까지의 통증 그룹으로 나누어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수술 후 1,2일째의 평균통증은 중등도의 5.25의 통증이었으며 수술 후 3,4일
과 5,6,7일째의 통증의 평균은 각각 4.65,3.61점으로 약한 통증으로 감소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428,p=.016).수술 후 2일 이후 통증의 강도의 변화
를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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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경과시점에 따른 통증 변화

POD:PostOperativeDay
점수 가능 범위 :0～10점

<그림 1>경과시점에 따른 통증 변화

0

1

2

3

4

5

6

7

8

9

10

(N=19) (N=19) (N=19) (N=19) (N=19) (N=12) (N=7)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POD7

범위

평균

M(SD)
POD1
(N=19)

POD2
(N=19)

POD3
(N=19)

POD4
(N=19)

POD5
(N=19)

POD6
(N=12)

POD7
(N=7) F p

VAS 5.44 4.94 4.44 4.25 3.69 3.33 3.17 2.072 .065
(1.86) (2.04) (1.79) (2.49) (2.12) (1.50) (1.33)

비고 PCA
사용
유무

유 유 무 무 무 무 무

추가
진통제
투여
횟수

2.28회 2.25회 2.44회 1.75회 1.25회 1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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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과시점에 따른 불안 변화

Gift(1989)의 VisualAnalog Scale-Anxiety(VAS-A)로 측정한 불안 점수는
최솟값 0에서 최댓값 90의 분포로(가능범위 점수 0～100)평균 불안점수는 최소
27.50점에서 최대 40.19점이었으며 경과시점별 평균 점수는 수술 후 2일에서 가장
높았으며 수술 후 7일에 가장 낮았으나 수술 후 불안의 일변화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표 3,그림 2>.수술 후 2일과 4일에는 대상자들의 불안점수 표현
의 범위가 넓어 통계적인 의미는 없으나 높은 수준의 불안을 표현하는 대상자들
이 일부 관찰되었다.

<표 3>경과시점에 따른 불안 변화

POD:PostOperativeDay
점수 가능 범위 :0～100점

<그림 2>경과시점에 따른 불안 변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N=19) (N=19) (N=19) (N=19) (N=19) (N=12) (N=7)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POD7

범위

평균

M(SD)
POD1
(N=19)

POD2
(N=19)

POD3
(N=19)

POD4
(N=19)

POD5
(N=19)

POD6
(N=12)

POD7
(N=7) F p

VASA 28.44 40.19 34.69 33.13 32.19 29.44 27.50 .477 .824
(20.95) (22.52) (18.93) (24.62) (24.08) (25.55)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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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경경경과과과시시시점점점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1.경과시점에 따른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

척수종양환자의 수술 후 일변화 별 일상생활활동능력정도는 <표 4>와 같다.
그룹의 평균 점수 범위는 최소 37.31점에서 최고 70.69점까지로 수술 후 5일까지
는 경과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4>.수술 후 6일과 7일
의 감소하는 양상은 Grade1의 신경학적 기능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군이 수술 후
5일에 먼저 퇴원을 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경과시점에 따른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

POD:PostOperativeDay
점수 가능 범위 :21～84점

<그림 3>경과시점에 따른 일상생활활동능력의 변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N=19) (N=19) (N=19) (N=19) (N=19) (N=12) (N=7)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POD7

범위

평균

M(SD)
POD1
(N=19)

POD2
(N=19)

POD3
(N=19)

POD4
(N=19)

POD5
(N=19)

POD6
(N=12)

POD7
(N=7) F p

ADL 37.31 51.69 61.19 67.31 70.69 67.33 63.67 7.858 .000
(13.74) (18.41) (15.19) (16.76) (15.94) (17.5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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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과시점에 따른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

수술 후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각 대상자군에서 동일한 상태로 변화는 없었다
<표 5>.

대상자들의 신경학적 점수는 1점에서 4점까지 모두 분포하였으나 57.1~78.9%
의 대상자가 Grade1으로 전체적인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경과시점
에 따른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Grade1
과 Grade2의 대상자가 57.1%~75%로 수술 후 6일과 7일의 신경학적 기능 양상의
전체적인 감소는 일상생활활동능력점수의 감소처럼 기능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군
이 먼저 5일경 퇴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경과시점에 따른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

M.S:McCormicscore
G:Grade

n (%)

POD1
(N=19)

POD2
(N=19)

POD3
(N=19)

POD4
(N=19)

POD5
(N=19)

POD6
(N=12)

POD7
(N=7) X2 p

M.S
G1 15

(78.9)

15

(78.9)

15

(78.9)

15

(78.9)

15

(78.9)

9

(75.0)

4

(57.1)
.4.318 .301

G2 1

(5.3)

1

(5.3)

1

(5.3)

1

(5.3)

1

(5.3)

0

(.0)

0

(.0)

G3 2

(10.5)

2

(10.5)

2

(10.5)

2

(10.5)

2

(10.5)

2

(16.7)

2

(28.6)

G4 1

(5.3)

1

(5.3)

1

(5.3)

1

(5.3)

1

(5.3)

1

(8.3)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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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경과시점에 따른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변화

0

2

4

6

8

10

12

14

16

(N=19) (N=19) (N=19) (N=19) (N=19) (N=12) (N=7)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POD7

G1

G2

G3

G4

DDD...경경경과과과 시시시점점점별별별 통통통증증증,,,불불불안안안,,,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활활활동동동능능능력력력 및및및 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Spearman'srankcorrelation을 이용하여 통증,일상생활활동능
력 및 불안과 신경학적 기능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수술 후 1일부터 7일까지 매일의 4가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일상생활활동능력과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상관계수 r=-.593～-.694(p=.001～.007)
의 범주로 음의 상관관계로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통증과 불안은 수술 후 5일째 r=.525(p=.037)로 유의하여
통증이 낮을수록 불안 점수도 낮게 나왔으며 그 외의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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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경과 시점별 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와의 관계

통 증 불안 ADL
수술 후
(일)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당일
불안 .391 .116 .095 .422 .525* .124 .334

당일
ADL -.188 -.432 -.072 .205 -.028 -.236 -.577 .020 .310 .302 .305 .294 .479 .429

당일
M.S .171 .176 -.192 -.228 -.147 .229 .721 -.314 -.016 .141 .001 -.270 -.346 -.370 ---...666111999***---...777111888******---...666999333******---...777333888****** ---...777111333****** ---...888444000******---...999222666******

*p<.05
**p<.01
ADL:일상생활활동능력
M.S:McCormicscore(신경학적 기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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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비종양의 일반 척추 수술 환자와 양성 종양 환자에 대한 임상
적 특성 및 임상의 접근 시 필요할 다른 중재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대상자들의
주호소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라
호발하는 주호소와 간호진단을 도출하였다<표 7,표 8,부록 3>.면담을 통해 수
술 후 2일째 대상자의 불편감의 표현 빈도가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지속되
는 통증과 함께 열감,오심,식욕부진 등을 호소하였으며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
및 활동지속성의 장애 등 다양한 불편감이 증가하는 시기로 수술 후 2일에 대한
간호사의 중재가 더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반면 수술 후 퇴원시기로 갈
수록 조직검사 및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질문이 많아지는 등 지식부
족의 진단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통증의 양상은 수술부위의 통증과 직
접적인 수술부위가 아닌 팔과 다리 및 몸통의 통증으로 나뉘었으며 수술부위의
통증은 따끔거리고 뻐근한 양상과 둔한 양상으로 주로 표현을 하였으며 신경인성
통증의 양상으로 팔과 다리의 저린감과 둔한 느낌,스치는 등의 접촉자극에 의한
통증의 호소 등을 대부분의 대상자(12명)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수술부위 통증은
중등도의 통증에서 약한 통증으로 수술 후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신경인성
통증의 양상은 스치는 접촉자극에 의한 통증으로 강한 수준의 통증을 보인 대상
자 1명을 제외하고는 수술 후부터 약한 통증으로 표현되며 퇴원 시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증은 수술 1일에서 4일까지 지속되던 표현횟수가 5일 이후 다소 감소하였
으나 퇴원을 앞 둔 수술 후 7일경에 다시 통증이 증가됨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불안에 대한 대상자들의 주호소는 수술 후 2일째부터 퇴원시점까지 지속되는 양
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42.1%가 50대 이상으로 질문
시 불안감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함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통증 및 감정
을 수치화하여 기술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능력 관련 주
호소는 수술 후 2일에서 3일에 걸쳐 주로 표현되었으며 수술 후 4일 이후 불편감
의 표현횟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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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경과시점에 따른 증상 및 간호진단
간호진단 PPPOOODDD ###111 PPPOOODDD ###222 PPPOOODDD ###333 PPPOOODDD ###444 PPPOOODDD ###555 PPPOOODDD ###666 PPPOOODDD ###777

신체적 증상

급성통증
안위변화  

고체온
배뇨장애
오심,
영양부족
변비

정신적 증상

감염위험성
불안
두려움
수면장애
무력감
지식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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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경과시점에 따른 기능상태 및 간호진단

간호진단 PPPOOODDD ###111 PPPOOODDD ###222 PPPOOODDD ###333 PPPOOODDD ###444 PPPOOODDD ###555 PPPOOODDD ###666 PPPOOODDD ###777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

운동장애

자간간호 결핍

활동지속성장애
위험성

이동능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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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척수 종양환자의 수술 후 1일째에서 퇴원시점까지의 과정동안의
시간경과와 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를 파악하고 각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주요 연구결과는 첫째,시간경과
에 따라 일상생활활동능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통증이나 불안,신경
학적 기능상태의 일변화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인 것은 일상생활활동능력과 신경학
적 기능상태였다.신경학적 기능상태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활동능력 점수는
높아지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수술 후 5일의 통증과 불안
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AAA...수수수술술술 후후후 증증증상상상변변변화화화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수술 후 2일까지는 무통주사가 투여됨에
도 4.5점 이상의 중등도의 통증에 가까운 경도의 호소하여 규칙성을 가진 적절한
진통제의 투여가 추가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는 수술 후 환자의 통증 간호
가 임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으나 실제로 통증 간호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는 여전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척추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이수진(2001)의 연구를 보면 10점 척도로 본 경우 1점에서 4점까지를 경도 통
증,5-6점을 중등도의 통증,7-10점을 중증 통증(WHO기준)으로 볼 경우 수술 후
환자들은 중등도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척추수술 받은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임삼영(2002)의 연구에서도 수술 후 진통제 투여에 대한 높
은 요구도를 가지고 있으나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척추 수술 환자의 통증양상은 수술 후 3-4일을 기점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퇴원 시 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강윤구,2003).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대상자의 평균 통증점수는 시간경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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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대상자의 30%에서 수술 2일 이후 통증점수가 더 높
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무통조사의 중단 후 더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으나,대상자들이 표현하는 주호소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대상자는 수술 2일 이
후 주로 보행을 하게 되며 보행 시 움직이면서 통증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척추 수술 후 통증의 양상은 수술부위의 통증만이 아니라 신경인성 통
증이 동반되는 양상으로 대상자들의 통증에 대한 표현 또한 다양하였다.그러므로
통증양상 및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약물 및 비약물적 통증관리 등의
중재가 필요하여 대상자 각각에 적절한 개별적 중재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또
한 신경인성 통증의 특성상 긴 시점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증의 변화흐름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직접면담을 통한 대상자의 통증과 관련된 주호소는 수술 후 4일까지 지속되
었으며 대상자의 표현이 통증 척도와 같은 양상으로 감소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수술 후 6일보다 7일의 통증의 평균은 감소하였으나 호소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는데 이는 퇴원을 앞두고 퇴원 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를 표현하면서 통
증의 증가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상황으로 퇴원시점에서의
적절한 교육적인 중재를 통한 불안감의 조절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불안은 수술 후 2일에 증가하였다가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퇴원시점까
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수술 후 2일경 대상자들은 보행을 하게 되면서 보조
기의 착용이나 보행 시의 통증 등으로 인한 두려움이 불안을 유발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수술 후 4일 이후 조직검사로 인한 불안감을 표현하
는 대상자를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수술 후 시간 경과시점에 따른 불
안감 중재에 있어 표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접근을 임상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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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수수수술술술 후후후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활동정도를 척수 수술 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그 회복양상을 관찰하였으며 수술 후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연
구자료는 수술 후 5일 이후 다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것은 McCormic
scoreGrade1의 좋은 기능상태의 대상자들이 5일경 퇴원을 하였으며 Grade2,3,
4인 대상자들의 기능상태로 평균을 관찰하여 감소하는 양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척추 수술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및 이상감각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일
정기간 후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제종법 등,1999).이상의 잔여 증상은 퇴
원 후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며 운동제한 및 신경학적 증상은 직장생
활과 생업에도 장애를 유발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만성화될 경우 의
욕상실,우울,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강세윤,1992).요통환자
를 대상으로 통증과 기능상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문경미,2005)에서는 통
증이 심할수록 기능의 감소를 보여 서기,사회생활,여행 등에 장애를 보인다고 하
였다.

수술 후 신경학적 마비의 변화양상은 수술 후 1개월 추적관찰에서는 73.5%,
장기 추적 관찰에서는 83%에서 회복 및 호전을 보여 수술 후에도 기능적인 회복
을 위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강세윤 등,1992).그러므로 대상자의
기능상태에 대한 빠른 변화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관찰 할 수 없
었다.기능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불안감은 큰 상태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기능
의 회복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CC...통통통증증증,,,불불불안안안,,,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신신신경경경학학학적적적 기기기능능능상상상태태태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지속적인 역상관관
계와 함께 수술 후 5일의 통증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통증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대한통증학회,2007)과도한 불안은 통증의



- 34 -

역치를 낮추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며 증가된 통증으로 불안이 더욱 커지
는 등의 악순환이 된다(이경석,2001).통증과 불안감은 상호 연관이 있는 부정적
인 성격의 것으로 이를 위한 보안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양미선,
2008).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통증의 상관관계는 수술 후 5일에서만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술 후 4일까지 중증도에 가까운 통증에서 수술 후 5일째의 통증
이 경도로 감소되면서 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수술 후 5일은
대상자들이 조직검사 결과로 양성종양을 확진받으면서 불안감이 크게 감소되는
시기여서 통증도 같이 감소했을 것으로 해석된다.대상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파악된 자료로 비록 본 연구의 평균은 감소하는 양상이었지만 조직검사가 나 올
시점에 다가갈수록 대상자들의 주호소를 통한 불안감의 증가된 표현은 이를 뒷받
침한다.다른 경과시점에 통증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관찰 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는 면담 시 대상자들이 불안감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관찰 할 수 있었으
며 42.1% 가량의 50대 이후의 대상자에서 정서적 반응인 불안에 대해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언어적인 표현과 수치화된 불안 사이에 차이가 있으리
라 예상 할 수 있었다.기능상태가 감소된 경우 불안감이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으나 기능상태가 감소된 McCormicscore3,4의 대상자들의 불안 정도가 Grade
1의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높지 않았다.더 많은 대상자로 확대된 연구를 통
해 척수 종양 수술환자의 증상 및 기능상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대상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 시기별로
새롭게 대두되는 증상과 그 증상들의 감소 및 증가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척
추수술 환자가 인식하는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정지영(2007)의 연구에서도 수술 후
전반적 관리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가 높은 교육적 영역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
며 사회,심리적 영역,치료,중재적 영역,및 신체적 영역의 내용의 순으로 조사되
어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간호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비록
본 연구의 표본수가 19명으로 결과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이를
통해 비종양 척추 환자와 양성 척추 종양 환자에 대한 임상의 접근시 다른 시각
과 더 확대된 연구를 통한 결과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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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척수 종양으로 입원하여 수술 후 퇴원까지의 과정동안 대상자의
통증,불안,일상생활활동능력 및 신경학적 기능상태를 경과시점에 따라 확인하고
수술 후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통증은 일변화에 따라 감소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F=2.07,
p=.065).
2.수술 후 불안의 일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F=.477,p=.824).
3.일상생활활동능력정도는 일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7.858,p=.000).
4.수술 후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수술 후 POD 1일에서 POD 7일까지 동일한

상태로 변화는 없었다(F=.473,p=.827).
5.수술 후 1일부터 퇴원까지의 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일상생활활동능

력과 신경학적 기능상태는 상관계수 -.619～-.926(p=.001～.011)의 범주로 음의 상
관관계로 신경학적 기능상태의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왔으며 통증과 불안은 수술 후 5일째 .525(p=.037)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각 요소들의 양상을 기술하고 서술한 것으로 양성 척수 종양으로
수술 받은 대상자의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른 증상과 기능상태의 변화를 규명하
기 위해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술 후
2일째의 불안의 심화양상을 효과적으로 중재하여 신체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시기인 4일과 5일경의 증
가되는 불안의 양상은 비종양 환자와 특징적으로 구별되어 관찰 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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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상을 미리 예측하여 중재하는 등의 간호적 접근은 실무에서 간호의 질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를 위해 척수 종양 환자
간호에 있어 효과적인 간호중재 및 간호교육을 위한 자료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 연구와 간호 실무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
언을 하고자 한다.

1)양성 척수 종양 환자의 수술 후 시기별 효과적인 통증조절을 위해 초기 자
가 통증 조절기의 투여시기를 포함하여 퇴원시 지식부족으로 인해 높아지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적절한 중재가 요구되며 수술 후 2일부터 7일까지 지속되는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각 경과시점별 간호중재의 개발을 제안한다.

2)본 연구는 대상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한
대상자들의 신체적,심리적 증상 및 기능상태의 양상 및 그 상관관계를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3)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수술 전 대상자의 기질불안을 같이 분석한 연구를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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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동의를 동의를 동의를 동의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설명문설명문설명문설명문))))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 : :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척수 척수 척수 척수 종양 종양 종양 종양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시간경과에 시간경과에 시간경과에 시간경과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증상 증상 증상 증상 및 및 및 및 기능상태기능상태기능상태기능상태

귀하는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하

실 것을 결정하기시전에 본 연구가 왜 실시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 이 설명서

는 이번 연구의 내용과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절차, 목적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읽으

신 후, 원하신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

신 사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된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 후, 본 동의 설명서와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셔도 설명서 5항 ‘연

구의 중도탈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귀하를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양성 척수 종양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의 수술 후 증상과 기능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연구된 자료를 통해 임상에서 환자 간호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42 -

2. 2. 2. 2.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및 및 및 및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

① 수술전날 담당자에 의해 다음의 항목에 답변을 하시거나 설문지를 작성하

시게 됩니다.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경제력, 흡연력, 과거 질병력, 결혼상태, 주간호

자 유무, 통증 지속기간, 다른 치료방법의 유무)

② 수술 후 1일째부터 7일째까지 담당자에 의해 통증, 불안, 일상생활활동능

력에 대해 설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③ 담당자에 의해 신경의 기능상태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3. 3. 3. 3. 예견되는 예견되는 예견되는 예견되는 불편불편불편불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로 건강상의 해로움은 없으나 통증, 

일상생활 수행정도, 상태불안 정도에 대한 면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신경의 기능정도 측정을 위해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셔야 하며 약 15분 정도 소

요됩니다.

4. 4. 4. 4. 임상연구 임상연구 임상연구 임상연구 참여에 참여에 참여에 참여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혜택혜택혜택혜택

 본 연구에  참여하므로 귀하께 금전적 보상 및 치료적 건강상의 이득은 없으

나,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척추 수술에 관한 환자분들의 증상 및 

회복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같은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5. 5. 5. 5.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중도탈락중도탈락중도탈락중도탈락

 정확한 연구를 위해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과정에서 의사소

통이 안 될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의 참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연구 과

정 중 탈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불이익이나 손실없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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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비밀보장비밀보장비밀보장비밀보장

 연구의 일부로 귀하의 개인기록, 검사결과, 건강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 담당자, 본 연구를 감독하는 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입

니다. 하지만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7. 7. 7. 7. 연구담당자연구담당자연구담당자연구담당자

 본 임상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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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 연구 연구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연구제목 연구제목 연구제목 연구제목 : : : : 양성 양성 양성 양성 척수 척수 척수 척수 종양 종양 종양 종양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시간경과에 시간경과에 시간경과에 시간경과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증상 증상 증상 증상 및 및 및 및 기능상태기능상태기능상태기능상태

본인은 양성 척수 종양 수술환자의 시간경과에 따른 증상 및 기능상태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

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피험자

성  명 (서명)

주  소 

연락처

TEL : 

H.P : 

연구자

성  명                   (서명)

연락처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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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도구
※ 통증양상
1.귀하께서 현재 느끼는 통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통증정도를 아래의 숫자 개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0000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7777 8888 9999 10101010

통증이통증이통증이통증이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없음없음없음없음

생각할 생각할 생각할 생각할 수 수 수 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통증통증통증통증

2.귀하께서 느끼는 통증의 영역을 아래 그림에 표시해 주십시오.

3.통증의 양상을 표현해 주십시오.
4.입원 전 통증이 지속된 기간 :
5.입원 전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없음 ( )
2)물리치료 ( )
3)한방치료 -침,뜸 ( )
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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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AnalogScale-Anxiety

*지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은 어느 지점인가요?

대대대단단단히히히 불불불안안안하하하다다다...

전전전혀혀혀 불불불안안안하하하지지지 않않않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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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읽으시고 귀하의 현재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번호 및 항목 내용
전적으로
도움
필요함

중간정도
도움
필요함

약간
도움
필요함

전혀
도움

필요 없음
1.수저나 포크로 먹기 ① ② ③ ④
2.컵으로 음료수 마시기 ① ② ③ ④
3.세수 및 이 닦기 ① ② ③ ④
4.머리 빗기 ① ② ③ ④
5.머리 감기 ① ② ③ ④
6.상의 입고 벗기 ① ② ③ ④
7.하의 입고 벗기 ① ② ③ ④
8.소변하기 ① ② ③ ④
9.배변하기 ① ② ③ ④
10.배뇨,배변 후의 청결 ① ② ③ ④
11.체위변경
(혼자서 돌아눕기 등) ① ② ③ ④

12.혼자서 일어나 앉기 ① ② ③ ④
13.혼자서 앉은 자세 유지하기 ① ② ③ ④
14.누워서 팔,다리의 자세
변경하기 ① ② ③ ④

15.혼자서 눕기 ① ② ③ ④
16.앉아서 이동하기 ① ② ③ ④
17.서서 이동하기 ① ② ③ ④
18.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가기 ① ② ③ ④
19.침상에서 의자로 옮겨가기 ① ② ③ ④
20.혼자 걷기 ① ② ③ ④
21.혼자 층계 오르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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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treview

1.진단명 :( ) 2.수술명 : ( ) 3.수술부위 :
4.수술시간 :
5.연령 :만 ( )세
6.성별 :1)남 ( ) 2)여 ( )
7.학력 :1)무학 ( ) 2)초등학교 졸업 ( )

3)중학교 졸업 ( ) 4)고등학교 졸업 ( )
5)대학교 재학 이상 ( )

8.결혼상태 :1)미혼 ( ) 2)기혼 ( )
3)기타 ( )

9.주간호자의 유무 1)유 ( ) 2)무 ( )
10.종교 :1)없다 ( ) 2)기독교 ( )

3)천주교 ( ) 4)불교 ( )
5)기타 ( )

11.직업 :( )
12.경제상태 :1)～100만원 ( ) 2)101만원～200만원 ( )

3)201만원～300만원 ( )4)301만원～( )
13.흡연 :1)예 ( ) 2)아니오 ( )
14.기왕력 :
15.진통제 투여양상 및 McCormicscore

POD#1 POD#2 POD#3 POD#4 POD#5 POD#6 POD#7

투 약
McCormic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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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수술 후 경과 시점에 따른 주호소

※ 수술 후 경과시점에 따른 주호소
N=19(POD6=12,POD7=7)

수술 후
(일)

주호소 N 간호진단

1일

“속이 쓰리고 울렁거려 식사를 못해요.” 5 오심,영양부족

“아프지는 않은데 발과 팔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 많이 불
편하고 저린 것이 수술하고도 없어지지 않아서 불편해요.”

4 안위변화

“소변 줄이 많이 불편해요.” 2 급성통증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3 안위변화

“약 때문인지 식은땀이 계속 나서 불편해요.” 4
지식부족
안위변화

“머리가 많이 무거워요.” 4 안위변화

“일어나보라고 하는데 통증 심할까봐 무서워요.” 4 운동장애

“열이 나서 머리가 무겁고 불편해요.” 3 고체온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보게 되요.” 3 배뇨장애

“온몸이 많이 부은 느낌이에요.” 3 체액과다

“X-ray찍을 때 아플까봐 겁이 많이 났어요.” 2 두려움



- 50 -

2일

“머리가 무겁고 컨디션이 더 저하되는 느낌이에요.” 5 안위변화

“보조기 착용하고 움직여보라고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이에요.”

3
두려움
지식부족

“수술 후 예민해졌는지 잠을 한잠도 못자요.” 2 수면장애

“어제보다 더 몸이 무거운 느낌이에요.” 3 안위변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지 두려워요.” 4 불안

“수술을 완전히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남겨뒀다고 들었
어요.또다시 같은 증세가 생겨 다시 수술을 할 생각을 하
면 무서워요.”

1 불안

“일어나고 앉을 때 통증이 생각나 움직이기가 싫어요.” 3
활동의지속성
장애 위험성

“식은땀이 계속 나서 감기일까 걱정이에요.” 3 두려움

“화장실 가는 것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어요.” 3
자가간호결핍
이동능력장애

“앉는 것이 가장 아프고 불편해요.” 7 운동장애

“몸살기 있는 것같이 온몸이 불편해요.” 3 안위변화
“무통주사 빼고 움직이니 통증이 수술 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7 급성통증

“살짝 만지기만 해도 많이 아파요.” 2 급성통증

“열이 나서 힘들어요.” 5 고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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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식은땀이 나고 불편해요.감기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안해요.”

2
감염위험성
안위변화

“걸어 보니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서 걸을 때 불편하고 열
이 나서 신경이 쓰여요.”

2
활동의 지속성
장애위험성

“머리가 계속 아픈데 수술 전 설명대로 척수액이 새어 머
리가 아픈 것 같아 무서워요.”

4
급성통증
불안

“대변을 봐야 할 텐데 느낌이 없이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5
두려움

자가간호결핍,

“퇴원을 늦지 않게 하고 싶은데 몸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1
두려움
무력감

“몸이 생각만큼 움직여지지 않으니 수술을 받고 첫날보다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져요.”

4 무력감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다가 혼자 있으면 다시
악화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요.”

3 불안

“소변을 계속 시원하게 못 봐요.이것이 질병과 관련이 있
고 계속 못 볼까봐 걱정이에요.”

2
배뇨장애
두려움

“대변이 시원히 나오지 않고 배가 더부룩해요.” 4 변비,안위변화

“서고 앉을 때 올라갈 때(자세변경 시)통증이 심해서 움
직이고 싶지 않아요.”

5
활동의 지속성
장애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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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형이 같은 질환으로 올해 초 죽었어요.저도 나쁜 암일지
걱정이 많이 되요.”

1 불안

“조직검사가 나올 때가 되어가니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점
점 걱정이에요.”

9 불안

“소변을 못 봐서 소변줄을 다시 넣었어요.영구적으로 이렇
게 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1
두려움
지식부족

“열이 나서 답답하고 갑갑해요.” 1 안위변화

“언제쯤 마비가 풀일지 걱정이에요.” 10 불안

“가래가 나와요.감기 걸렸을까 무서워요” 3
두려움
지식부족

“수술한 반대쪽이 아파서 걱정이에요.” 4
급성통증
지식부족

5일

“증세가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 퇴원 후에
도 얼마나 힘들지,언제 완전히 증세가 없어질지 걱정이에
요.이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3 불안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몸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
아요.새벽에 자다 깨면 가족이 간병하다가 도망가고 없어
지는 꿈을 꿔요.그때는 많이 불안해서 일부로 가족을 깨
워요.”

1 무력감

“열이 나서 기운이 없어요.” 1 안위변화
“퇴원하기가 겁나요.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9 불안



- 53 -

6일

“조직검사가 나올 때가 되니 더 많이 두려워요.다른 사람
이 전이되어 금방 다시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류가 다르다지만 내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5 불안,두려움

“언제쯤 내가 정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

8 지식부족

“어제는 설사로 힘들었는데 오늘은 변비로 불편해요” 1 변비

7일

“소독하고 실밥 뽑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조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운동은 해도 되나요?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샤워와 머리감는 것은 언제 하나요?”
“저린 느낌은 언제 없어지나요?”

10
지식부족
두려움

“퇴원 후 혼자 있을 때 많이 아플까 걱정이에요.” 2 두려움

“퇴원 후 잘못 관리하여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 지 두려
워요.”

3 두려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해야 무리가 가지 않을지 걱정이에
요.”

5 지식부족

“생긴 이유를 모르니 선생님은 재발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재발이 다시 될 지 걱정이에요.”

10 불안

“집에서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두려워요.” 6 두려움

“앉는 연습과 물리치료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요.”

1 급성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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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PPPooossstttOOOpppeeerrraaatttiiivvveeeCCChhhaaannngggeeesssiiinnnSSSyyymmmppptttooommmsssaaannndddFFFuuunnnccctttiiiooonnnaaalll
SSStttaaatttuuusssaaammmooonnngggBBBeeennniiigggnnnSSSpppiiinnnaaalllCCCooorrrdddTTTuuummmooorrrPPPaaatttiiieeennntttsss

KKKwwweeeooonnn,,,EEEuuunnnJJJeeeooonnnggg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OOOnnncccooolllooogggiiicccaaalllCCCaaarrreee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NNNuuurrrsssiiinnnggg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purposeofthisstudywastoanalyzetheprogressofbenignspinal
cord tumorpatient's pain,anxiety,activity ofdaily living and neurologic
functionalstatusfrom theendofoperationtothedischargefrom hospitalfor
developing effectivenursing mediation and to examinethelevelsand each
influencingfactorsafteranoperationforidentifyingtherelationshipofthese
fourconcepts.
Thedatawascollectedfrom November1,2008toDecember15,2008and

theinpatientswhowerewithinonedayafterresectionofbenignspinalcord
tumoratY universityhospitalinSeoulparticipatedinthisstudy.Researcher
orthenurseswhoweretrainedby researchercollecteddatafrom oneday
afteroperationtothedischargefrom hospitalatthesametimeofeachdayby
conducting structured surveys through questionnaires and by observing
inpatients.

Numeric Rating Scale was used to measure pain and VisualAnalog
Scale-Anxiety(VAS-A)developedbyGift(1989)wasusedtomeasureanxiety.
Activity ofdaily living was measured with the tools which Ya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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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1992)revisedandsupplemented,basedon BathelIndex(1965)by Bathel
andMarhoney.NeurologicfunctionalstatuswasmeasuredbyusingMcCormic
score afterresearcher's observation.The collected data was calculated by
using SPSS/WIN 13.0 program according to non-parametric statistics
considering the numberofcases.The generalfeatures ofinpatients were
calculated as realnumber, percentage,arithmeticalmean and standard
deviation.The progress ofpain,anxiety and activity ofdaily living were
calculated by using Repeated measure ANOVA.The neurologic functional
statuswascalculatedbyusingFisher'sexacttest.Therelationshipofthese
influencingfactorswasanalyzedbyusingSpearman'srankcorrelation.
Themajorfindingswereasfollows:

1.Thepainwasonthedailydecrease;however,therewasnostatistical
significance(F=2.07,p=.65).
2.The daily change of anxiety after oper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F=.477,p=.824).
3.Theactivityofdailylivingwasontheincreaseeveryday,andtherewas

statisticalsignificance(F=7.858,p=.000).
4.Therewasnosignificantchangeintheneurologicfunctionalstatusfrom

the firstday after operation(POD 1)to the seventh day(POD 7)(F=.473,
p=.827).
5.Therelationshipanalysisofthesefourvariablesfrom POD 1toPOD 7

presented that there was a negative coefficient of correlation -.619～
-.926(p=.001～.011)between the activity ofdaily living and the neurologic
functionalstatus,sotheactivity ofdaily living increasedastheneurologic
functionalstatusdecreasedonthecontrary.Thepainandtheanxietyshowed
positivecoefficientofcorrelationthroughfivedaysafter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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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resultsofthisresearch,eachinfluencingfactorsorthe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didn'tshow any convincing significance or
notablecorrelation,butthepostoperativechangesinsymptomsandfunctional
statuswereconsiderablywelldescribed.
Inconclusion,thisstudywasvalidforthefirstattempttoresearchthe

postoperativechangesinbenignspinalcordtumorpatient,andtheresultscan
bepracticallyusedasfundamentalstodevelopeffectivenursing intervention
andeducational materialforbenignspinalcordtumorpatient.

Key word : Benign Spinal Cord Tumor, Func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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