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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 및 전화상담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 편도선절제술 환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이 조기퇴원한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추후관리로써 병원방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

과와 효율성을 조사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추후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

상담 적용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합병증 발생 및 치료지시 이행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3월 5일부터 2001년 5월 3일까지 수원시내 A대

학교병원에서 편도선절제술을 시행 받고 수술 후 1일째 퇴원한 환아를 임의표

출하여 선정된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과정은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과정과 개발된 프로토콜을 적용

하여 실험군에게 퇴원 후 1일째 전화상담을 시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퇴원 후 1주일동안 가정에서 기록하는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

가기록표와 치료지시 이행정도로서 본 연구자와 A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두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 - test로

분석하고, 가설검증은 χ2 - test , Mann- Whitney U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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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은 다빈도증상 및 문의내용 분석, 다빈도증상 목

록화, 문헌고찰, 예비 프로토콜 개발, 임상과의 협의, 예비 프로토콜에 의한

전화상담 추후관리 실시, 수정·보완, 임상과로부터 프로토콜 인준의 단

계를 거쳐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6개의 질문내용과 그에 따

른 응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환아 및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군

과 대조군의 두 집단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3. 가설검증

1) 가설 1 ; 합병증 발생정도에 대한 가설검증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

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편도선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아래와 같다.

부가설 1-①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동통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1- ①은 채택되었

다(z=2.42, p=.02).

부가설 1-②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발열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은 분석이 불가능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부가설 1-③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출혈환아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1- ③은 기각되었

다(χ2 =1.8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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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대한 가설검증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

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라는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z=1.86, p=.06),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술 3,4,5일은 죽으

로 먹었다 는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2.19, p=.03)가 있어 가설 2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3) 가설 3 ; 전화상담 후 퇴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 인지정도에 대한 검증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

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3은 채

택되었다(χ2 =5.98, p=.02).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수술 후 퇴원한 환아의 동통, 출혈, 식이관리에 있어서

퇴원 후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전화상담 중재가 환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시 경·중 정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여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줄이고 전화중재를 통한 강화요법이 치료지시 이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중재를 실무에 적용하여 추후관리로 활

용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추후관리 프로토콜, 전화상담, 합병증, 치료지시 이행,

편도선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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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우리 국민들의 교육과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의 의료지식과 경

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으로 의료수요는 증가되는

반면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됨으로 높은 의료의 질과 비용 효율적인 측면

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오늘날 우리의 의료현실은 DRG제도의 도

입과 당일수술의 증가로 입원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게 되었다.

정부의 DRG제도의 도입은 재원기간을 단축시켰고 그로 인해 계속적이고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김정

식, 1997). 또한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의료서

비스 분야로서 최근에 당일수술이 급증하게 되었다. 당일수술은 그 중등도 와

는 별개로 단지 수술 그 자체만으로 환자나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심리적 스

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수술 후 적절한 간호나 정보가 제공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수술 당일 퇴원하게 되었다(신현진, 1999).

이와 같은 DRG제도와 당일수술의 도입으로 늘어나는 퇴원환자대상으로

전화상담 추후관리가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42%

가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통한 조언을 필요로 하며, 전화상담 추후관리는 간호

사의 조언,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Bowman, 1994).

또한 전화상담 간호중재가 아이오와 대학에 의해 시행된 NIC(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에 가장 최근에 첨가된 간호중재중의 하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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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loskey & Bulecheck, 1992; Gulanick, 1996), 1990년도 이래로 퇴원 후 환

자가 전화상담을 통하여 간호사와 쉽게 지지체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마

케팅도구로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선정되어 왔다. 이로써 전화상담이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합병증, 투약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전화로 관리할 수 있는 새

로운 영역으로 판명되었고(Anastasia, 1997; Mohl, 1991; Gulanick, 1996), 이에

따라 전화상담은 전화를 통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하거나 의뢰를

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

으며 대단히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현대와 같은 경쟁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병원에 대한 인식 및 선택 능력이

향상되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국내 유수의 대학병

원에서 퇴원환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 및 사회적 조류의 일환으로 퇴원 후 전

화상담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추후관리나 위기환자 관리

를 위한 전화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추후관리 프로토

콜이나 추후관리 지침서 없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퇴원환자 추후관리를 위해 잘 정리되고 검증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대두되고,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 추후관리의 적용 효과

를 평가 해 보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

행된 연구로는 전화상담 요구와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강화자 등, 1996; 장향순,

1999), 간호중재의 내용분석연구(한경자 등, 1996), 전화상담 지지가 초산모 모성

역할에 미치는 영향(강소정, 1998), 전화추후 관리가 위·장관계 수술환자의 자

기간호수행 및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나인재, 1998) 등이 진행되었으

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관성 있는 간호중재를 위한 프로토콜

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본 연구는 이비인후과에서 수술빈도가 많은 편도선절제술이 일반적으로 4∼

13세의 학동기 어린이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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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술 후 출혈이나 인후통, 이통과 같은 동통문제와 발열, 식이섭취 불량

으로 인한 탈수, 목젖의 부종 등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다(Randall, 1998).

그러나 Bartley (1994)의 연구에 의하면 편도선절제술 후 가정에서 환아를 간

호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어려운 점은 퇴원 후 환아의 동통관리나 식이섭취 불

량으로 인한 불안으로 일반의의 진료를 받거나 조언을 받은 경우가 30%로 차

지한다고 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변화된 건강관리 환경의 변화로 3차 진료기

관의 비용절감을 위해 편도선절제술 환아에 있어 퇴원 후 외래방문대신 합병증

관리를 위한 전문간호사의 전화상담 추후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Rosbe, Jones

& Jalisi,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 후 조기퇴원한 환아를 대상으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적용함으로써 수술 후 환아의 치료지시 이행을

돕고, 전문간호사의 전화상담 추후관리가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합병증 발생정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전문간호사가 조기퇴원 하는 환자에게 퇴원 후 프

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추후관리로써 병원방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와 효율성을 조사하는 연

구의 기초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추후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

상담 적용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합병증 발생 및 치료지시 이행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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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둘째,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의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파악한다.

3 .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합병증 발생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1 - ①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

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동통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 ②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

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발열 발현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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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③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

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출혈환아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 용어정의

1 ) 추후관리 프로토콜

편도선절제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환아의 보호자가 가정에서 궁금하게 여기

는 증상이나 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응답내용 및 가이드

라인을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하여 1, 2차 수정을 거쳐 임상과 교수의 인준을 받

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술 후 합병증인 동통, 출혈, 발열과 식이 종류, 퇴원약

복용 준수 여부, 외래방문일 등 주로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을 위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사항 6개 항목과 그에 합당한 응답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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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화상담

편도선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아의 보호자에게 퇴원 후 1일째 전화를 걸어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 합병증 발생정도

편도선절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출혈, 인후통이나 이통과 같은 동통, 발열

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증은 자가보고 형식으로 퇴원 1일부터 외래 방문하는 날

까지 자가 기록하는 합병증 발생정도를 말한다.

● 출혈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선홍색의 피가 스며 나오거나 자고

난 후 베개에 묻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발열은 38.0℃ 이상 열이 나는 것을 말하며, 관찰군은 37.5∼37.9℃이며,

위험군은 38.0℃ 이상을 말한다.

● 동통은 MacGrath P . A의 얼굴그림 동통척도 6 이상을 말한다.

4 ) 치료지시 이행

치료지시 이행 문항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즉, 식이섭취의 종류, 약물

복용, 출혈과 부종,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9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3

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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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1 . 추후관리 프로토콜

수술 후 귀가한 환자에게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이

며 귀가 후 전화접촉은 간호의 연속이라고 하였다(Burden, 1992). 이러한 전화

상담 추후관리는 장점과 약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건강간호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용이성과 응급실이나 병원 내원에 있어서 전화를 통

해 보다 많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약점으로는 상황에 따

라 간호사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중요한 증상, 증후를 잘 설명하

지 못하거나 언어장애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공자가 있어야하고, 다양한 증상 및 문제호소에 시기 적절하고 올바

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없을시 일관성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향순, 1999).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건강관리자들은 잘 정리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전

문화된 전화상담간호사(T elephone triage nurse)를 배치하여 비용 효과적인 치

료의 한 형태로서 전화분류 시스템(T elephone triag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도 이래로 프로토콜을 사용한 전화상담 추후관리는 진료시간이 끝난

후 쉽게 지지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응급관리수단으로서 간호사의 새로운 영역

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투약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화로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사정되어 왔다(Mohl, 1991; Anastasia, 1997).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프로토콜을 갖고 있

지 않으며, 전화상담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로는 종합병원 외래의 전화문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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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간호중재에 관한 연구(장향순, 1999), 외래 및 퇴원환아 부모의 전화상

담과 간호중재의 내용분석(한경자 등, 1996), 외래 및 퇴원환아 부모의 전화상

담요구와 간호중재에 대한 조사연구(강화자 등, 1996)등이 있으며 전화문의내

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의료

제공자마다 일치되고 일관성 있으며,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간호중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화상담 프로토콜 및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

시켰다.

프로토콜의 구성으로는 크게 질문내용인 환자사정과 응답내용인 처방으로

나누어 만들며 환자사정에는 평가와 분류과정이 있고 처방에는 조언, 교육, 관

리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을 작성 시에는 어떤 상황을 판

단할 때 병원을 방문하게 해야할 지 아니면 관찰과 집에서 대증요법을 권유할

지에 대한 기준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고, 프로토콜의 특성상 병원으로 내원

을 권고하는 경향과 가정치료나 대체방법을 권고하는 경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실시된 전화상담 추후관리일 경우에는 전자의 경향

을 추구하기 쉬우나 미국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비용절감의 진료선호를 추구하

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자가 선호된다(최은숙 등, 1999). 따라서 프로토콜이 단지

병원을 방문하게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게되면 병원의 과부하현상이 초래될 것

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또한 병원의 수익, 서비스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의 발생 경감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최은숙 등, 1999).

이러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 추후관리의 목적은 이미 주어진 구두정

보를 강화하고 퇴원 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문제에 따른

상황 판단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해야할 지 아니면 관찰해야 할 지 등, 내원 시

점을 알려주는데 있다. 환자와 가족의 높은 수준의 자가간호를 격려하고, 퇴원

후 간호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등, 퇴원 후 가정에서 추후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하려는데 있다.

- 8 -



따라서 프로토콜의 신뢰도와 책임소재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중재할 수 있도록 진료과의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가 함께 하는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다.

2 . 전화상담

수술 후에 귀가한 환자는 대부분 의학적, 간호학적 지지가 부족한 가족에 의

해 간호를 받게되고 이러한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지지와 교육을 전화상담으

로 제공할 수 있다. 전화는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환자와 의료제공자간의 중요한 의사소통 통로 중

의 하나이며(Nelson, 1991), 정보화 시대에 의사전달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으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Bowman, 1994).

전화상담과 관련된 국외 연구로는 산모의 모유수유 이행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추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그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

므로 가정방문대신에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Chen, 1993).

전화 상담 추후관리는 통원수술에 있어서 퇴원 시 교육의 이행정도를 판단하

는 환자교육을 평가하는데 있어 아주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Barnes, 2000).

재활환자의 퇴원 후 2주에서 6주 사이에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퇴원 후의 재활환자를 돕는 간호중재로는 안내와 지지였으며 상담빈도가

높은 것은 투약, 안전, 배뇨문제로 나타났다(Closson, 1994). 외래에서 시행된 안

과성형수술환자에 있어서 24시간 이내에 시행 한 전화상담 추후관리가 안전하

고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Cooper & Meyer , 2000).

전문간호사에 의한 다지역적인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그램이 환자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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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외래 방문과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켰는데 8개 병원과 31

개 클리닉으로부터 전산화된 환자 의무기록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환자의 문제

를 기록하고 즉각적인 중재를 전화로 제공하여 제때에 1차 건강관리공급자 역

할을 수행하였다(Schwartz, Genovese, Devitt & Gottlieb, 2000).

자궁암환자에 있어서 항암화학요법 후에 전화상담 추후관리는 환자의 요구

와 부작용 그리고 문제를 사정하는 가치 있는 도구이며 환자의 문제를 적절하

게 제때에 중재할 수 있도록 쉽게 규명해주었다(Kelly, Faught & Holmes, 1999).

그 외 전화상담 간호중재 연구(Ostehaus, 1995; Pinkey-Atrikinson, 1993; Track,

1990; Pasquarello, 1990; Siegel, 1992)로 환자의 건강유지 및 시기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전화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군이 영아돌봄에 대한 자

신감과 모성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소정, 1998), 전화추후관리가

위·장관계 수술환자의 자기간호수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인재, 1998). 전화방문간호에 대한 정

신질환자와 가족 및 간호사의 경험연구(박혜숙 등, 1996)에서는 전화방문 자체

에 대하여 환자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전화방문의 필요성은 보호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으로 두각이 되었으며 근무시간 중에 전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간호

사가 매번 바뀌어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외래 및 퇴원환아

부모의 전화상담과 간호중재의 내용분석(한경자 등, 1996)에서는 전화상담중재

의 내용으로 간호사가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병원방문이나 투약과 관련된 지시

였고 투약,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식제공, 증상관련 간호방법 제시로 나타났다.

요즘과 같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퇴원환자의 추후관리와 위기환자 관리에 대

한 전화상담의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전화는 환자들에게 빠른 시

일 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언, 지원,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특히 환자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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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도와 간호중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박혜숙 등,

1996), 특히 수술 후에 귀가한 환자에게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하는 것은 간호사

의 책임이며 귀가 후 전화접촉은 간호의 연속이라고 하겠다(Burden, 1992).

따라서 전화상담중재를 통한 조언과 교육으로 편도선절제술 후 조기퇴원한

환아가 가정에서 겪게되는 문제나 의문에 봉착하였을 때 느끼는 부모의 불안감

과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

각된다.

3 . 치료지시 이행 (Com plianc e )

환자역할행위는 구체적으로 치료지시에 대한 이행(Compliance)과 불이행

(Noncompliance)으로 분류하며, 이행이란 임상처방과 일치된 행위이고, 불이행

이란 임상처방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처방된 시간에 약물복용을 잊는 것과 같

은 생략하는 행위(Behavior of omission )와 제한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범

하는 행위(Behavior of comission)로 나뉜다(Becker , 1974). 이행이란 대상자의

행동이 치료적요법에 부합된 상태 또는 의료적 충고에 따르는 인간행위의 범주

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의 변화 등이 이

에 포함된다고 하였다(Breckenridge, 1983).

치료지시 이행정도는 가족지지정도와 입원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

며, 우울과 불안은 치료지시 이행정도와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정혜선,

1996). 지식정도와 건강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김미

숙, 1995; 김동오, 1994; 김인자, 1992; 박현숙, 1992),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철저히 잘 이행하였고(임정숙, 1991; Saounatsou , 1999), 합병증이 없는 군 및,

의료팀과 협조가 좋은 군이 치료지시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류수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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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중심의 간호중재 연구(이금재, 1987)가 있으며,

그 외 이행에 관한 연구(최연희, 1996; 박오장, 1997; 김숙영, 1999; 홍경화,

1997; 김지영, 1997; 서미례, 1997; 이영자, 2000)들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행정도를 증가시켰다.

이행정도에 관한 국외 연구를 보면 관상동맥 우회수술 후 퇴원 시 비디오테

입을 이용한 정보중재가 식이요법과 운동 이행정도를 증가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며(Mahler , Kulik & T arazi, 1999), 처방된 약물복용의 이행이 혈압을 조절하

고, 혈압은 이행정도가 증가할수록 약물의 필요량이 감소되었다(Smolowitz,

1997). 모유수유의 이행정도에 있어서 전화방문과 가정방문에 있어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가정방문은 모유수유를 용이하게 하였다(Chen, 1993). 또한 질

병과 합병증 치료에 대한 부모와 의료진의 긍정적인 태도 즉, 동기부여, 정상

으로 향한 강한 욕구, 의지, 에너지가 이행정도를 증가(Kyngds, 2000)시켰으

며, 운동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재활운동요법 이행을 위한 모임의 참석율을

증가시켰다(Frredrich & Gittler , 1998). 환자의 이행에 대한 인지도는 간호사

가 환자의 이행을 성취시키려는 열망과 동기부여에 기인하였으며(Hallett , Austin

& Caress, 2000), 치료요법 시 유인물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도 이행을

증가시켰다(Schneiders & Zusman, 1998).

이행정도에 대한 전화중재의 연구를 보면 두번째 간염 예방 백신 필요시기

를 회상시킴에 있어서 편지를 통한 것 보다 전화가 이행을 증가시켰으며

(Martin, 1998), 말초동맥질환에 있어서 고지혈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

이요법을 전화를 통한 강화요법이 이행정도를 증가시켰다(Racelis, Lombardo &

Verdin, 1998). 또한 당일수술에 있어서 전화추후관리는 퇴원 시 가정에서 수행

하도록 훈련한 운동의 이행정도를 판단하고, 환자교육을 평가하는데 귀중한 기

회를 부여하였다(Barnes, 2000). 이처럼 이행에 대한 모든 노력은 과정을 향상

시키고(Swope, 2000), 가정에서의 건강관리를 이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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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Loveland & Sims- Perry , 2000).

이와 같이 건강유지와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이행하도록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전문가에 의한

일방향적인 환자 교육보다는 밀접한 상호 작용을 통한 회환이 가능한 정보 제

공과 정서적지지로서 이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함께 있는 가족의 지지

는 이행을 돕는데 더욱더 필요하다.

편도선절제술 후 퇴원한 환아는 가정에서는 짧은 재원기간동안 병원에서 얻

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족에 의해 돌봄을 받고 또한 주의사항을 이행하게 된

다. 퇴원 후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추후 관리가 환자와 가족의 신뢰감 형성으

로 불안을 감소시키며 수술 후 상태를 사정하여 안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술 후 이루어질 바람직한 간호는 동통관리,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유용한 치료 등 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관리하여 주의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 편도선절제술과 수술 후 합병증

선양증식증(Adenoids vegetation)은 비인두의 림프조직이 과다하게 증식한

것으로 보통 인두측삭의 림프조직과 인두림프소포의 증식을 동반한다. 인두편도

는 보통 5∼10세에 있어서 발육이 가장 좋으며 사춘기 이후에는 자연히 위축

내지 소실된다. 편도의 발육은 생후 4∼5개월에 시작되며, 8∼10세까지는 편도

의 비대가 계속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위축된다. 따라서 10세 정도까지의 편

도비대는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한 병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편도비대는 대개 병적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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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편도염은 인두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며, 소아에서는 계속되는 상기도

감염으로 아데노이드와 더불어 심한 증식증을 보여 기계적 폐색을 일으켜, 특히

유아에 있어서는 갑자기 사망할 수 있으며(Sasamura & Kudo, 1999), 귀나 코

등 주위장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아에서 아데노이드 증상이 있으면 아데노이

드 제거와 같이 실시하며 이때 중이강내 저류액이 있을 때는 고막절개술 및 환

기관 삽입을 동시에 시행한다(백만기, 1996; 아주대 이비인후과학교실, 1997).

편도선절제술은 보통 3∼4세부터 시행하며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편도선절제술의 적응증은 반복적인 편도염(보통 1년에 4∼5회 이상),

편도주위농양이 있을 때, 인접기관에 나쁜 영향을 줄 때(중이염, 부비동염 등),

편도비후가 커서 호흡곤란이나 연하곤란 등의 기계적인 장애가 있을 때, 병소

감염의 원인일 때, 조직검사가 필요할 때 시행되며,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적응

증은 이관폐쇄로 인해 중이염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구강호흡, 코골음, 무호흡

증상이 있을 때, 부비동의 배농과 환기가 방해 되서 부비동염의 치료가 잘 안될

때, 치아교정을 위해서 시술된다. (노관택, 1998; 백만기, 1996)

편도선절제술의 금기로는 급성편도염으로 열이 있을 때, 구개파열이 있을

때, 출혈성 소인이 있을 때, 소아마비 등 전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 신장염, 심장

질환 등 병소질환의 급성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편도선절제술의 수술방법으로는 편도의 박리(Dissection ) 및 교단기(T onsil

snare)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수술순서는 혀를 누른 후 편도를 편도겸자로 잡고 편도주위의 점막과 편도

와 전후구개궁 사이의 점막을 통해 얇게 절개한다. 점막절개 후 나타나는 피막

(Capsule)을 잡고 만곡된 가위로 구개피막을 상부협착근의 근막으로부터 박리한

후 전후구개궁으로부터 벗겨낸다. 교단기를 편도겸자를 통해 편도저부에 밀어

넣은 후 부착부위를 절단하여 편도를 제거하고 gauze sponge를 편도와에 밀어

넣은 후 부착부위를 수분간 가볍게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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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점을 확인한 후 각각 결찰하고 비폭발성 마취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

기소작으로 지혈시킬 수 있다. 일부 외과의는 guillotine법으로 편도절제술을 시

행키도 한다.

한편 아데노이드절제술은 아데노이드 주조직을 대개 adenotome으로 제거하

는데, adenotome을 비인두에 밀어 넣은 후 칼날을 열고 후부로 압력을 가하며

칼날을 닫는다. adenoid currette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두정부에 하향으

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긴다.

측부의 잔류조직은 adenoid currette로 제거한다. 연구개를 들어올린 후 잔류

조직은 biting punch forceps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직시 하에 제거한다.

Punch forceps을 사용함으로써 이관후부와 축삭의 림프조직을 충분히 제거

할 수 있다. 비인두에 보이는 림프조직은 모두 제거한 후 gauze sponge로 압력

을 가해 지혈한다.

이러한 수술 후 간호로는 전신마취 하에 의해 수술한 경우 복위나 측위를

유지시킴으로써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다. 환아의 의식이 돌아오

는 대로 유동식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먹도록 한다. 필요하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동통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술 후

8∼12시간 동안 충분한 수액요법으로 음료수를 마시지 못하거나 수술 중 출혈

로 야기된 탈수상태를 교정하고 있다. 동통은 5∼6일 정도 지속된다. 이 기간동

안 식이는 유동식에서 고형식이로 바꾼다.

합병증으로는 출혈이 수술 후 수 시간 안에 있을 수 있으며, 2차적 출혈은

수술 후 5∼8일경에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대개 수술 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

기 때문에 부육이 부패성이 되고 이것이 박리 되면서 생긴 출혈이며, 감염의 증

상으로 수술한 다음날에 열이 난다. 동통은 부육이 박리 될 때까지 수술 후 7일

가량은 연하통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음식을 씹어 먹거나 말을 해서 인두근육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고, 연하 시 귀에 동통이 있기도 한다(백만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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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절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양상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T ewary (1993)의 당일수술에 의하면 출혈은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하거나, 수술

후 24시간 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외래에서 편도아데노이드선절제술을

시행 했을 때는 출혈이나, 오심, 탈수와 같은 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하였다.(Colclasure, 1990).

Mekenna(1999)의 의하면 편도아데노이드선절제술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수

술이나 수술 후 출혈과 같은 잠재적인 합병증이 있다고 하였으며, 마취와 관련

된 위험성은 현대의 고도의 기술로 배제가 되지만 기도개방, 흡인, 폐부종의 위

험성이 잔존하고 연하통, 이통, 발열, 탈수와 목젖의 부종은 수술 후 흔한 문제

들이라고 하였다(Randall, 1998; Panarese, Clarke & Yardley , 1999).

국소마취가 편도선절제술 후의 합병증 중 출혈요인을 규명할 수 있어 효율

적이고 안전한 마취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하였다( T ami, Parker & T aylor, 1987).

수술로 인해 느끼는 걱정, 두려움에 대한 내용은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수술 후 동통에 대한 두려움 ,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

다(김의분, 2000). 일반적으로 편도선절제술 후 합병증은 출혈과 오심, 구토와

같은 마취합병증으로 1.65%로 나타났고(Lacarte, 1999), 가장 중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합병증은 출혈이며(McKenna, 1999), 또한 출혈과 동통으로 인한

식이섭취 불량, 발열, 오심같은 합병증으로서, 이러한 요소는 퇴원결정 시 고

려되어 지는 범주이다(Holzmann, Kaufmann & Boesch, 2000).

편도선절제술 후 의미있는 합병증은 수술 후 24시간내의 출혈, 오심, 발열

로 1.7%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중 출혈이 1.1%를 차지하였다(Guida & Mattucci,

1990; T ewary, 1993).

따라서 편도선절제술 후 24시간이내 발생가능 한 합병증은 출혈과 발열이

며, 그리고 퇴원 후 가정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로 대두된 것은 식이섭취와 관

련된 동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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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 환아를 대상으로 퇴원 후 전화상담을 위한 추후관

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개발된 추후관리 프로토콜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유사실험 연구로서 먼저 방법론적으로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과정을 기술

하고, 개발된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시행한 실험군과 대조

군에 있어서 전화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1 .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 과정

질환에 따른 체계화된 프로토콜이 없으므로 전화상담으로 인해 문의된 다

빈도증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대처방안이나 응답내용에 대한 임상과와 일관된

의사채널을 마련하고자 임상과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프로토콜

을 개발하였다.

제 1 단계 : 다 빈도 증상 및 문 의내 용 분 석

200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수원에 위치한 A대학교병원에서

편도선수술 후 퇴원한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퇴원 후 가

정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증상이나 문제에 대해 문의하

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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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 계 : 다빈 도증 상 목 록화

전화상담 시 반복되는 질문내용 즉, 다빈도증상이나 다빈도문의내용을 카

테고리화하여 동통, 식이섭취, 출혈, 발열, 퇴원약복용, 외래방문일 확인 등 6

개 항목으로 목록화 하였다.

제 3 단계 : 증 상에 따른 응답 내용 문헌 고찰

다빈도증상이나 문의내용 즉 동통, 식이섭취의 종류, 출혈 발열관리 및 수

술 후 치유과정을 돕고 치유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하

여 간호문제에 대한 중재와 치료지시 이행을 위해 수술 후 주의사항의 교

육을 포함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제 4 단계 : 예 비 프 로토 콜 개 발

응답내용으로 각각의 증상 및 문제에 따른 교육, 간호중재, 안내, 조언을 포

함하여 가정에서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관찰할 증상과 필요 시 추후 1회 전

화상담 추가실시, 증상이 진행 시 병원 방문할 시점, 의사상담 연결 등으로

분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예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제 5 단계 : 임 상과 협의

임상과 전공의 및 전문의로부터 예비 프로토콜의 각각의 증상 및 문제에

따른 중재내용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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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단계 : 예 비 프 로토 콜에 의한 전화 상담 추후 관리 실시

예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시행하여 각각의 증상에

따른 내원시점 즉, 동통과 관련되어 동통이 심하여 아무 것도 삼키지 못

하는 경우, 출혈과 관련하여 입으로부터 선홍색의 피가 스며 나오는 경우,

발열과 관련하여 38도 이상의 체온이 체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시점을 추가하였다.

제 7 단계 : 임 상과 로부 터 프 로토 콜 인 준

편도선절제술 환자를 위한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토콜의 내용타당도 검

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편도선절제술을 직

접 시행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비인후과 전

문의 3인,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 각각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임상과의 자문을 거쳐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프로토

콜로써 인준을 받았다.

제 8 단 계 : 최종 프로 토콜 개발

편도선절제술 후 전화상담 추후관리로써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위의 프로토콜의 개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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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증상 및

문의내용 분석

다빈도증상 목록화

증상에 따른

응답내용 문헌고찰

예비 프로토콜 개발 수

정

과

임상과 협의 보

완

예비 프로토콜에 의한

전화상담 추후관리 실시

임상과로부터

프로토콜 인준

최종 프로토콜 개발

< 그림 1> 프로토콜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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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 효과 측정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는 유사실

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로 진행하였다.

퇴원당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편도선절제술 후에 치료지시 이행을 위

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적힌 유인물을 배부하고 수술 후 합병증 증

상 자가 기록표를 체크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 함께 작성하며, 퇴원 후 1일째 실

험군에게는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퇴원 후 외래 첫

방문 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가정에서 기록한 합병증 증상 자가기록표를 수거

하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치료지시 이행정도를 측정한다.

< 표 1> 연구설계모형

퇴원 시

처치

(추후관리 프로토콜

전화상담)

사후조사

(퇴원후 외래 첫 방문시

치료지시 이행정도)

실험군
*유인물 및 합병증

자가기록표 교부
X Y1

대조군
*유인물 및 합병증

자가기록표 교부
Y2

* 유인물 : 치료지시 이행을 위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X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

Y1, Y2 치료지시 이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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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3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수원시내 A대학교병원

에서 편도선절제술을 시행 받고 수술 후 1일째 퇴원한 환아 및 보호자를 대상

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자,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출혈장애가 있는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당일 수술환자 명단을 보고 성별, 나이를 고려

하여 임의표출 한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으로 하였다.

3 ) 연구도구

(1 )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가기록표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가기록표는 편도선절제술 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본 연구자의 간접적인 경험과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하고 이비인

후과 전문의 3명, 이비인후과 수간호사 및 일반간호사 2명 등 전문가집단의 내

용타당도를 거친 증상 즉, 출혈, 동통, 발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원 당

일 본 연구자와 함께 기록한 후 매일 기록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다.

● 출혈 : 출혈이 없음 → 0

출혈이 있음 → 1 :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옴

2 : 선홍색(빨간색)의 피가 스며 나오거나,

자고 난 후 베개에 묻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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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통 : MacGrath P . A의 얼굴그림 동통척도의 9단계를 적용하여 환아가

음식을 삼킬 때 느끼는 동통을 얼굴표정을 보고 측정한다.

1∼9로 기록하며 숫자가 많을수록 동통이 심하다.

(1∼4 : 웃고있는 표정, 5 : 무표정, 6∼9 : 얼굴을 찡그린 표정)

● 발열 : 체온계로 측정하여 실제 값을 측정한다.

(2 ) 치료지시 이행정도

편도선절제술 후 합병증 예방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문헌고찰과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연구자가 개발한 출혈, 동통, 식이종류 등, 수술 후 나타날 수 있

는 증후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

치료지시를 이행한 정도를 알아보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아니다 가 1점, 보

통이다 가 2점, 잘했다 가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좋다.

4 ) 자 료수 집기 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예비조사는 2001년 2월 19부터 3월 2일까지 시

행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1년 3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자료수집은 다

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1 ) 예비조사 (pilot s tudy )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도구의 의사소통 및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2001년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편도선절제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환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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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퇴원 시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가기록표 작성방법을 교육하여

매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1주 후 외래방문 시 질문지를 이용하여 치료지시 이

행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2 ) 본 조사

① 예비조사시 동통사정도구로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로 1(전혀 아

프지 않다)∼10(참을 수 없이 아프다)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도구를 사용하였

으나 이는 아동이 어느 정도 동통을 경험하는가에 대해 부모가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McGrath P . A (1990)의 얼굴그림 동통

척도 9단계를 적용하여 환아가 음식을 삼킬 때 느끼는 동통을 얼굴표정을

보고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보완된 연구도구와 질문지를 의학과 교수 3인,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② 해당 병동 수간호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협력과 협조를 구하였다.

③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해당병실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된 편도선절

제술을 시행 받은 환아를 선정하였다.

④ 퇴원 당일 해당병동 간호사가 대상자들에게 편도선수술 후 가정에서 주의해

야 할 사항 이 적힌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⑤ 퇴원당일 연구자는 선정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

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수술 후 합병증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가 기록표 를 보호자와 함께 기록 하

고 수술 후 1주일간 매일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⑥ 퇴원 후 1일째 실험군에게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환아 및 보호자가 궁금하

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답변을 하고,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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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 교육을 제공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증상의 시점을 한번 더 인지시키는 전화상담을 시행하였다. (실험처치)

⑦ 퇴원 후 5∼7일 후 외래방문 시 수술 후 증상 자가기록표 를 수거하고 일반

적인 특성, 수술 후 주의사항 등 치료지시 이행정도의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5 ) 자료분석 방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

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 - test로 분석하였다.

(2) 가설검증은 χ2 - test , Mann- Whitney U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6 ) 연구의 제한점

(1) 수원시내 일개종합병원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된 것이므로 모든

환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MacGrath P . A의 얼굴그림 동통척도의 9단계를 적용하여 동통측정 시 4∼5

세의 어린아이일 경우 미음이나 죽이 맛이 없어서 표정변화를 일으키는 지

아니면 동통으로 인한 것이지 여부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3) 수술 후 출혈은 수술방법, 수술 중 소실된 출혈의 양, 수술 중 혈관수축제

와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변수들을 평가되어지지 않았다.

(4) 퇴원당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통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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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한 프

로토콜의 개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 둘째 개발된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

용한 전화상담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가설검증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편

도선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 정도와 치료지시 이행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

으로 진행하였다.

1 . 편도선절제술 환아를 위한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

본 연구에서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

발하고자 하는 것은,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

는 것이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대단히 많은 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조언

이나 의뢰 등 전화상담에 응할 시 임상과 협의와 인준을 거쳐 개발된 추후관

리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일관된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의사결정능

력을 배양하고 조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개발하였다.

1 ) 다빈도증 상 문의내용 분석

실제적으로 편도선절제술 후 퇴원한 환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증상이나 문제 즉, 다빈도증상 및 문의내용<표 2>를 분석하

여 다빈도증상을 목록화 하였다.

- 26 -



< 표 2 > 다빈도증상 문의내용 분석

범 주 문 의 내 용

출 혈

목에 얼음을 대주어야 하나요?

아이스크림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삼킬 때 아파하는데 자꾸 먹으면 출혈이 되지 않을까요?

껌을 씹어도 되나요?

발 열

추워하고 아이가 떨고 있을 때에는 겁이 났어요

미열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열이 심하게 나면 예약하지 않고 응급실로 가도 되나요?

동 통

먹을 때 아파하는 것 외에는 잘 지내는데 동통이 언제까지

가나요?

목에 얼음을 대주어야 하나요?

아이스크림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껌을 씹어도 되나요?

식이섭취

미음 같은 것은 맛이 없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미숫가루

나 선식은 괜찮은지.....?

아이가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운 것을 먹고 싶어하는데 김치는 어때요?

미음은 싫어하는데 밥을 끓여서 주는 것은 어때요?

밥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가요?

기 타

학교는 가도 되나요?

입안을 보니 입천장이 하얗게 되었는데 곪아 가는 것은 아

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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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후관리 프 로토콜

전화상담중재에 따른 프로토콜 설정은 질문내용의 항목에 따라, 동통정

도 응답내용 5개 항목, 식이섭취 정도에 대한 응답내용 5개 항목, 출혈유무

에 따른 응답내용 4개 항목, 발열에 따른 응답내용 2개 항목, 퇴원약복용에

따른 응답내용 1개 항목, 외래방문일 확인 등으로 질문내용과 응답내용으

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편도선절제술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은 다음의 <표 3>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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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편도선절제술 후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토콜

질 문 내 용 응 답 내 용

1 . 동통정도

2 . 식이섭취정도

1 . 동 통 (pa in )을 호 소 할 때

① 퇴원약에 진통제가 들어있고, 점점 가라앉는다고

설명하고 얼음을 물고 있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한다.

☞ 동통은 1∼2주정도 지속되며 동통때문에 전혀 못

먹는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한다.

② 아파도 자극 없는 음식으로 자주 먹거나 껌을 씹어야

동통이 경감됨을 교육한다.

③ 이통이 있을 수 있고 이는 3∼5일 후에 자연히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④ 새벽에 심하게 아픈 경우는 처방 난 진통제를 1회 더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껌을 씹거나 침을 삼키는 운동을 하면 동통이

경감됨을 설명한다.

2 . 식 이

① 유동식이를 섭취하도록 교육한다.

② 고기 국물,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을 차거나

미지근하게 해서 섭취하도록 설명한다.

③ P OD 4- 5일째 계란후라이, 육류 등이 섞인 죽을

먹도록 설명한다.

④ P OD 6일째부터 뜨겁지 않은 보통 음식을 잘 씹어서

드시면 수술부위의 치료경과가 좋아짐을 설명하고,

밥은 질게 해서 먹도록 한다.

⑤ 침을 삼키거나 음식 섭취 시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음을 설명한다.

⑥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는 삼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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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편도선절제술 후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토콜 (계속 )

질 문 내 용 응 답 내 용

3 . 출혈유무

4 . 발 열

5 . 퇴원약 복용

6 . 외래방문일 확인

3 . 출 혈 (b le e din g )이 있을 때

① 아이스크림과 얼음을 먹도록 한다.

② 소량씩 묻어나고 진한 색깔 (검은색 계통 )이면

관찰한다.

③ 빨간색의 피가 스며 나오는 선홍색(act iv e bleeding )인

경우는 가까운 병원이나 본원으로 방문토록 한다 .

④ 관찰 (ob serv ation ) 할 정도이며 치유가 되어 가는 데도

지속적인 불안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상담을

연결시켜준다.

(☎ 219 - 6958로 연결하여 의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 발 열 ( f ev er )

① 38℃이하면 기침, 심호흡을 격려하고 얼음찜질과

미온수 마사지를 하도록 한다.

② 수분섭취를 격려한다.

③ 38℃이상이면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다음날

전화방문을 다시 하여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5 . 퇴 원 약 복용

① 퇴원약에는 해열진통제와 항생제가 들어 있음을

설명하고 제때에 복용하도록 한다.

6 . 코 골 이 를 호 소 할 경 우

①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해 당분간은 코를 골 수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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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의 효과 검증

1) 대 상자 의 일 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환아 측면에서는 성별, 연령, 수술시간으로 보호자

측면에서는 경제상태, 교육정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환아의 성별은 남아가 26명(63%), 여아 15명(37%)으로 남아가 많았으며,

연령은 학령전기 21명(51%)과 초등학생 17명(4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중등학생이 3명(7%)으로 나타났다. 수술시간은 30∼60분이 31명(76%)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60∼90분이 6명(15%), 90∼120분 2명(5%), 30분

이하가 2명(5%)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34명(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24명(59%), 대졸이상 15명(37%), 중졸 2명(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 - test로 비

교해 본 결과 환아 및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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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 조군의 동질성 검증

N =41

관 계 특 성 구 분

실험군

(n =20)

빈도수(%)

대조군

(n =21)

빈도수(%)

χ
2 p

환아 성별 남 11(55.0) 15(71.4) 1.19 .28

녀 9(45.0) 6(28.6)

연령 학령전기 12(60.0) 9(42.9) 1.27 .53

초등학생 7(35.0) 10(47.6)

중등학생 1(5.0) 2(9.5)

수술시간 30분이하 0(0.0) 2(9.5) 4.94 .18

30∼60분 14(70.0) 17(81.0)

60∼90분 4(20.0) 2(9.5)

90∼120분 2(10.0)

보호자 경제상태 상 1(5.0) 1(4.8) 1.89 .39

중 18(90.0) 16(76.2)

하 1(5.0) 4(19.0)

교육정도 중졸 1(5.0) 1(4.8) .21 .90

고졸 11(55.0) 13(61.9)

대졸이상 8(40.0) 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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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설검 증 결 과

( 1 ) 실험 군 , 대조군의 합병증 발 생 정도 검증

① 전 화상담 후 실험군 , 대조 군의 동통정도 차이 유 의성 검증

부가설 1-①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동통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를 검증한 결과 동통평균 순위가 실험군 16.38, 대조군 25.40으로 실험군이

동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부가설 1-①은

채택되었다(z=2.42, p=.02) <표 5 > .

< 표 5 > 전화상 담 후 실험군 , 대조군의 동 통정도 차이 유의성

N =41

변 수 실험군(n =20) 대조군(n =21) z p

Mean Rank Mean Rank

동 통 16.38 25.40 2.42 .02

② 퇴 원일수별 실험군 과 대조군의 동통평 균 비교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동통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에서는 퇴원3

일째부터 5점 이하로 떨어져 4.85점을 나타내었고, 대조군간에는 퇴원5일째부

터 4.86점으로 떨어져 이틀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이

<그림 2>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험군은 퇴원6일째부터 3.53점대로 떨어졌으나

대조군은 퇴원7일째에도 4.28점을 유지하고 있었다<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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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퇴원일 수별 실험군과 대조 군의 동통평균

N =41

구 분

퇴원당일

M±SD

퇴원1일

M±SD

퇴원2일

M±SD

퇴원3일

M±SD

퇴원4일

M±SD

퇴원5일

M±SD

퇴원6일

M±SD

퇴원7일

M±SD

실험군

(n =20)
6.00±0.97 5.55±0.83 5.10±0.97 4.85±1.99 4.70±1.17 4.40±1.31 3.90±1.21 3.53±1.02

대조군

(n =21)
6.86±1.01 6.14±1.11 5.71±1.15 5.62±1.12 4.95±0.80 4.86±0.91 4.52±1.12 4.28±1.27

< 그림 2 > 퇴원 일수별 실험군 , 대조 군 동통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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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 화상담 후 실험군 , 대조 군별 발열정도에 따 른 차이 유의성 검증

부가설 1- ②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발열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라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 합병증 발생정도로 판정하는 위험군(38.0℃이상)

은 실험군이 1명, 대조군 2명으로 38.5℃의 발열 발현을 보인 대조군 환아 2명

은 전화 문의를 해 온 경우로서 처치가 주어져 분석이 불가능하여 분석을 하

지 않았다.

④ 퇴 원일수별 실험군 , 대 조군의 발열정도 에 따른 발열 발현건수 비 교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발열 발현정도가 37.5℃이상으로 실험군에서 관찰

군(37.5∼37.9℃) 3건, 위험군(38.0℃이상) 1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간에는

관찰군(37.5∼37.9℃) 2건, 위험군(38.0℃이상) 2건이었다. 발열 발현정도가 37.

5℃이상 나타난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발열건수는 전체건수 333건에 비해 8

건으로 이는 0.02%에 해당되는 미미한 양상을 보였으며, 시기적으로 퇴원당일

과 퇴원1일째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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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퇴원일 수별 실험군 , 대조군 의 발열정도에 따른 발 열 발현건수

N =41

구 분 발열정도
퇴원

당일

퇴원

1일

퇴원

2일

퇴원

3일

퇴원

4일

퇴원

5일

퇴원

6일

퇴원

7일
합계 %

실험군

n =20

정상군(36.0∼36.9℃) 7 13 16 16 17 18 18 18 123 73.20

경계군(37.0∼37.4℃) 11 15 4 4 4 3 2 2 41 24.40

관찰군(37.5∼37.9℃) 2 1 0 0 0 0 0 0 3 0.02

위험군(38.0℃이상) 0 1 0 0 0 0 0 0 1 0.01

대조군

n =21

정상군(36.0∼36.9℃) 6 14 15 18 18 19 19 16 125 75.80

경계군(37.0∼37.4℃) 14 4 6 3 3 2 2 2 36 21.80

관찰군(37.5∼37.9℃) 1 1 0 0 0 0 0 0 2 0.01

위험군(38.0℃이상) 0 2 0 0 0 0 0 0 2 0.01

⑤ 전 화상담 후 실험군 , 대조 군별 출혈환아수 차 이 유의성

부가설 1-③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출혈환아수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χ2

=1.87, p=.28)<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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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전화상담 후 실험군 , 대조군별 출혈환아수

N =41

출혈유무
실험군(n =20)

빈도수(%)

대조군(n=21)

빈도수(%)
χ

2 p

없다 17(85.0) 14(66.7) 1.87 .28

있다 3(15.0) 7(33.3)

출혈이 있다 즉, 가래에 섞여 나오거나 선홍색의 피가 스며 나온다 가 실

험군 3명 15%이고, 대조군 7명 33.3%로 나타났으며, 통계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출혈환아수가 적게 나타났다.

⑦ 퇴 원일수별 실험군 , 대 조군의 출혈 발현건 수 비교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실험군에서 출혈이 없다 96.2%, 있다 3.8%로 나

타나며, 대조군에는 출혈이 없다 90.3%, 있다 9.7%로 비교되었다. 퇴원당일

부터 퇴원7일간 실험군 대조군 두 집단 모두에서 출혈건수는 22건으로 총건수

324건에 비교하면 6.8%를 차지한다<표 9> . 출혈은 실험군에서는 퇴원4일 때

까지 6건, 대조군에서는 퇴원6일 때까지 16건이 나타났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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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퇴원일 수별 실험군 , 대조군 의 출혈 발현건수

N =41

구 분 출혈유무
퇴원

당일

퇴원

1일

퇴원

2일

퇴원

3일

퇴원

4일

퇴원

5일

퇴원

6일

퇴원

7일
합계 %

실험군
없다 18 18 20 19 19 20 20 19 153 96.2

(n =20) 있다 2 2 0 1 1 0 0 0 6 3.8

대조군
없다 19 18 17 18 20 19 20 18 149 90.3

(n =21) 있다 2 3 4 3 1 2 1 0 16 9.7

< 그림 3 > 퇴원일수 별 실험군 , 대조군 출혈 발현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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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험군과 대조군 의 치료지시 이행정 도 차이 유의성 검증

가설 2의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1.86, p=.06)<표 10>

는 보이지는 않았으나 실험군 평균순위 24.48, 대조군 평균순위 17.69로 실험

군의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술 3,4,5일은 죽으로 먹었다 는 항목

이 실험군 평균순위 24.67, 대조군 평균순위 17.50으로 실험군에서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z=2.19, p=.03)가 있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표 11> .

< 표 10 > 실험 군과 대조군의 치료 지시 이행정도 차이 유 의성

N =41

변수

실험군

(n =20)

Mean Rank

대조군

(n =21)

Mean Rank

z p

이행정도 24.48 17.69 1.86 .06

① 실 험군과 대조군의 항 목별 치료지시 이행 정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목별 치료지시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수술1일, 2일은

미음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 라는 항목이 이행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두 군에서 자극적인 음식 항목을 제외하고 8개 항목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술 3,4,5일 죽으로 먹었다 는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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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실험 군과 대조군의 항목 별 치료지시 이행정 도

N =41

치료지시이행항목

실험군

(n =20)

Mean Rank

대조군

(n =21)

Mean Rank

z p

수술1일, 2일은 미음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
21.48 20.55 .28 .78

미음이나 죽은 차거나

미지근하게 해서 먹었다.
21.50 20.52 .98 .33

껌을 씹거나 침을 삼키는

운동을 했다.
23.88 18.26 1.77 .08

목이 붓거나 동통이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21.42 20.60 .34 .73

수술 1,2일간은 목에 얼음

주머니를 대어 주었다.
21.98 20.07 .99 .32

사이다 등 자극성

음료는 피하였다.
22.48 19.60 1.36 .18

딱딱하고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 하였다.
20.45 21.52 .64 .53

수술3.4.5일 죽으로 먹었다. 24.67 17.50 2.19 .03

퇴원약은 제때에 복용하였다. 22.50 19.57 1.7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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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화 상담 후 퇴원 1주 후 외래방 문 필요성 인지정도 유 의성 검증

가설 3의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이 채택되었다(χ2 =5.98, p=.02)<표 12> .

< 표 12 > 보 호자가 판정한 전화 상담 종료 1주 후 외래방 문 필요성 인지정도

N =41

실험군

빈도수(%)

대조군

빈도수(%)
χ2 p

외래방문필요성 예 15(75) 21(100) 5.98 .02

아니오 5(25) 0(0)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에서는 문제점이나

궁금증에 대한 중재가 주어져 안심되는 반응을 보여 25%에서 외래방문에 대

한 필요성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대조군에서는 100% 외래방문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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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프로 토콜 을 적 용한 전화 상담 시 어 머니 의 반 응 분 석

수술 후 동통에 대한 표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환아에 있어서 퇴원 후

어머니가 동통에 대한 적절한 중재의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에 환아간호는 가

족의 참여를 중시하고 환아와 관련하여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환아가 경험하는 동통이나 합병증 증상

에 대해 무력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반면에 환아의 안정 및 정서적지

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편도선절제술을 시

행받고 수술 후 1일째 퇴원한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토콜을 통한 전

화상담 추후관리를 환아 어머니를 통해 간호중재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환아의

안정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으며, 전화상담 추후관

리시 어머니의 반응<표 13>을 파악하여 의문반응, 불안반응, 걱정·우려반응,

안정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주 합병증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혈, 발열로 인한 문제는 불안반응으로 나

타났으며, 문제에 대해 대처를 못하거나 환아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 환아에게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걱정과 우려반응으로

나타났다.

다빈도의 의문사항은 여전히 식이섭취의 종류와 허용범주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안정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다.

위와 같은 반응이 있을 때 전화상담 추후관리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표

14>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고 문제가 있어도

병원을 가지 않고 해결이 되어서 좋았으며, 불안하지 않고, 관심을 써 주어서

고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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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전 화상 담시 어머 니의 반응

● 의 문반응

반 응 사 례

의 문

닭고기 먹고 난 후 가래에 검은 피가 섞여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을 먹을까요?

유치원 가도 되나요?
닭죽은 괜찮은 가요?

열(37.9℃)이 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양치질은 해도 되나요?

딸기 먹어도 돼요?
코를 골아요 언제까지.....?

슈퍼백(퍼먹는 야쿠르트 종류)은 먹어도 되나요?
유치원에 보내도 되나요?

떡볶이는 안되죠?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귀에서 피가 나왔는데 괜찮은 가요?
콩나물 건더기는 안 먹고 국물은 먹어도 되죠?

미음이나 죽 먹을 때 간해서 먹어도 되나요?
학교는 가도 되나요?

잠을 자면서 자주 깨요. 코를 골아서 그런가요?

● 불안반응

반 응 사 례

불 안

출혈이 될까봐 불안해요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가 제일 불안했어요

목에 두드러기 생겼어요

학교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래에서 피가 나온 데요

퇴원하고 집에 오니 열(38℃)이 많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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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전 화상 담시 어머 니의 반응 (계 속 )

● 걱 정·우려반응

반 응 사 례

걱정·우려

먹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데 조심스럽고 조절이 안돼요

죽을 워낙 싫어해서 온 식구가 같이 먹으려고 죽을 끓였는

데 애는 잘 안 먹어요

먹는 것을 조금밖에 못 먹어요

미음은 안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하는 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김치를 먹고 싶어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퇴원5일째부터 밥을 먹었는데 아파해요

코를 골아요 .... 잠을 뒤척이면서

안 먹으려고 해요 먹게 하려고 하는 게 전쟁 이예요. 혼을

내도 그래요

귀가 아프다고 칭얼거렸어요

잠을 잘 때 숨쉬기가 힘들어 자주 깨요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혀 놀림도 둔하고 발음도 틀려 진 것 같아요

먹고 싶어하는 것을 자제하기가 힘들어요

● 안정반응

반 응 사 례

안 정

학교 갈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잘 지내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나왔다고 했을 때 안심이 되었어요

사실 수술하러간다고 얘기 안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집에

오니 편안해요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먹어요

호박죽하고 국수는 잘먹고 반찬은 갈아서 잘 먹어요

잘 먹고 특별한일 없어요

열도 없고 먹는 것은 어느 정도 먹어요

열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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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전 화상 담 추 후관 리에 대한 평가

관심 써 줘서 고맙지요 큰 병원이라 다르네요

안심이 돼요 애가 코를 심하게 골 때는 불안했었는데.....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전화로 해결이 되어서 좋았어요

궁금한 것 전화로 해결을 해서 좋아요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으나 전화를 주니 고마워요

진작 병원에 왔을 때에는 의사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입만 들여다보고 말

았는데 차근차근히 대답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피가 나와 깜짝 놀랐는데 전화로 코치를 해주니 안심이 되어서 좋아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 전화를 받고 나더니 얼굴을 찡그리

면서 우유를 삼켜요. 전화를 바꿔줘서 뭐라고 하니 주사 안 맞을 생각으로 먹

기 시작하던데요 엄마가 조절 못하는 경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관심을 써 주니 좋아요 고맙지요

함부로 줄 수도 없고 먹어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 편해요 먹는 것을 조절

하는 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때 편안하고 불안감이 덜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문의가 가능해서 좋았어요

출혈이나 열이 날까봐 걱정이 되어 애를 자주 돌보게 되었어요

열이 날 때 겁이 나고 두려웠는데 전화를 해서 살펴봐 주니 안심이 돼요

병원에 갔을 텐데 일러 준 데로 하니 열이 떨어져요 ..... 고마워요

걱정해 주는 것 같아 좋아요

일러 준 데로 하니 열이 떨어져서 안심이 되었고 전화로 상담 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요

친구생일파티에 갔다가 케익만 먹고 와서 하도 애처로 와서 퇴원 2일째 밥이

랑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 먹고 싶은 것 통제해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

고 주었더니 출혈이 되어서 깜짝 놀라 12시에 병원 갔다가 2시에 집에 왔어요

미안해서 전화 못했어요 혼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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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 의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해 프로토콜을 개발

하여 전화상담에 적용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의 수술 후 합병증 발

생정도 및 치료지시 이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 . 전화상담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 결과에 대한 논의

전화상담은 가시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환아의 증상이나 증후를

판단할 수 없기도 하고, 전화로 환아의 상태를 전달하는 보호자가 적절하게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신뢰성과 효과적으로 증상을 전달하

였는지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Leprohon, 1995).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

화상담을 하는 간호사가 전화로 정확한 사정을 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편도선절제술 후 퇴원한 환아를 대상으로 퇴

원 전 환아의 기본적인 정보 즉, 인적정보로는 이름, 나이, 성별, 주치의, 입원

일, 재원기간, 전화번호, 의학적 정보로는 입원경위, 진단명, 수술명, 복용약,

주사약, 퇴원약 등의 전산화정보가 입력되어있는 카덱스를 1차적인 자료로 하

여, 전화상담 시 궁금해하는 문의내용을 분류하고 문의내용에 따른 처방에는

조언, 교육, 중재하는 형식으로 처방을 표준화하고 의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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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전에 준비

하고 전화상담에 응대함으로서 자신감과 업무성취감을 향상시켰는데 이는 프

로토콜이 상담자의 의사결정과정 시 상담자를 지지하면서 안정감을 갖는데 도

움을 주며 일관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telephone triage nur se와 맥락을 같이

한다(Mohagen, 1996). 또한 말기신부전증 환아에 있어서 환아와 가족을 대상

으로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습 프로토콜이 긍정적인

성과(Ribby, 1997)를 보인 것으로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하는

본 연구의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의 의미와 일치한다. 프로토콜의 사용

으로 긍정적인 산출을 보인 또 다른 연구로는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마취와 관

련된 구토, 오심과 동통관리에 대해 표준화하여 쓰여진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

용함으로써 당일수술 후 재입원율이 65%에서 3%로 떨어진 경우(Church, 1999)와

소아과 의사의 대리인으로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간호사가 표준화된 발열 발현

프로토콜(Standarized fever protocol)을 사용함으로서 전화상담을 안전하게 대

처할 수 있었던 연구(McLario, 1998)등이 있으며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사용함

으로 표준화된 중재를 할 수 있었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프로토콜에 없는 내용을 질문 받을 때 즉, 혀가 짧

아진 것 같은데 수술과 상관이 있는지... , 목소리가 변한 것 같은데 언제 돌아

오는지 , 목소리가 가늘고 맑아 졌는데 일시적인 것인지 등 질문에 대한 대답

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 머뭇거림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환아 상태를 사정함에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정확하게 환아를 사정할 수 없어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성과

효과적으로 증상을 전달했는지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전화상담자가 판단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피가 나와요 , 빨간 피가 보여요 , 너무 아파해서

안 먹으려고 해요, 아파서 그런 것인지, 지쳐서..... 누워 있기만 해요 라는 문

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명확한 응대를 못 할 경우나 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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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의사상담을 연결하거나 한번 더 전화상

담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의사소통과 협조가 곤란한 3∼4세의 환아 일 경우에 금기해야 할

항목을 보호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전화상담중재로 교육을 할 수 있

는 상황이 아니므로 전화상담과 동시에 비디오테입이나 만화 같은 도구를 이

용한 정보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상담중재로 야기되는 법적인 책임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증상과 증후에 따라 주어진 조언을 기록하고 보

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능숙한 의사소통기술을 연마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음을 분명

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경고내용을 제시하고 질문과

응답내용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중요하다(Robinson, 1996; Crouch, 1997).

특히, 수술 후 퇴원한 환아의 간호와 관련되어 퇴원 시 제공되는 교육이나

주의사항 이행에 관한 지식정보가 부모에게 주어지고 있고, 퇴원 후 가정에서

환아를 돌봄에 있어서 의학적인 조언이나 의문점에 대한 의료진의 접촉이 필

요시 되기도 하며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을 통하여 습득된 정

보가 강화되기도 한다.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줄이며 가정에서 치료를 돕기 위

하여 고안된 전화상담프로그램이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창출이라는 이미

지를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현재의 의료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를 병원

에서 조기퇴원 시키는 것이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집에서 회복중인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과의 대화의 통로를 여는데

전문간호사가 검증된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전화상담을 시행함으로서

퇴원 후 추후관리로서 인식을 달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전화상담

수가 발생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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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설검증에 대한 논의

본 연구 결과에서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편도선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의 정

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

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동통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가설 1-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이 되었다(z=2.42, p=.02).

동통정도를 MacGrath P . A의 얼굴그림 동통척도<부록 4>의 9단계로 1∼4

는 긍정적인 표정, 5는 무표정, 6∼9 부정적인 얼굴표정으로 숫자가 많을수록

동통을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서,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측정한 동통평균을

보면 두 군에서 모두 점차적으로 선형으로 감소하는 추이<그림 2>를 보여주

고 있으며, 동통의 정도가 실험군에서는 퇴원3일째부터 5점 이하로 떨어져

4.85점을 나타내었고, 대조군간에는 퇴원5일째부터 4.86점으로 떨어져 이틀간

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실험군은 퇴원6일째부터 3.53점대로 떨어졌으나 대조군

은 퇴원7일째에도 4.28점을 유지하고 있었다<표 6> . 직접적으로 본 연구를 뒷

받침 할 유사실험연구로 비교할 수 없으나, Murthy (1998)의 조사연구에 의하

면 편도선절제술 후 1주일 동안 환아를 관찰한 결과, 동통으로 인하여 환아가

먹고 마시는 것에 고통을 받고 가정에서 환아를 다루는데 가장 힘든 문제로서

대두되었다. Sutter (1997)는 당일수술 후 퇴원한 84명의 환아에게 24시간 내에

전화상담을 시행하였는데 퇴원 시 처방된 진통제로 환아의 동통을 관리하는데

77%가 적절하다고 하였고, 23%는 부적절하며 그 중에서 7%가 동통으로 인해

의사와 접촉을 하였으며, Stone (1996)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1일째에 63%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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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 심하고 참을 수 없는 동통을 경험했고, 수술 후 5일째는 21%로 감소

했다. Rosbe(2000)의 연구에서 동통은 수술 후 1일째 가장 심했고, 시각상사척

도 1∼10 으로 측정한 동통척도의 평균값은 6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단계 동통척도에서 평균점수가 실험군이 4.59점, 대조군 5.17점으로 나타났다.

수술8일째(퇴원7일째) 동통은 급속하게 감소하여 거의 동통을 호소하지 않

았다는 Rosbe(2000)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편도선 절제술 후 동통의

추이가 대조군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퇴원 3일째부터 5점 이

하로 떨어져 무표정으로 바뀌고 퇴원5일째부터 동통이 사라져 웃는 표정으로

바뀐 실험군과 비교해 볼 때 동통의 정도가 본 연구의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이틀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환자를 볼 때 편도선절제술 후 동통

의 정도는 수술직후 가장 높으며 수술 8일째 즉, 퇴원7∼8일째에 동통이 사라

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동통정도의 차이 유의성<표 5>에 대한 가설이 채택이 되었으

나 두 그룹에서 퇴원당일 동통정도가 실험군의 동통평균이 6.00인데 반하여

대조군의 동통평균이 6.86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퇴원당일 동통정도 사정

시 연구자가 동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로 동통정도를 사정하기 직전에 동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아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지, 아이스칼라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일

관성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진통제를 복용한 시간을 통제하

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퇴원당일 환아를 방문하였을 때 본 연구자가 실험군에게 전화상

담을 하기 위해 보호자와 라포 형성에 필요한 제반활동 및 환아에게 설명되었

던 퇴원기준 설명으로 미음을 잘 먹어야 퇴원 할 수 있다고 정보제공 한 것이

환아가 동통정도를 감소 표현하도록 유도되어 연구자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

하여 측정오차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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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 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발열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

는 부가설 1- ② 는 분석하지 않았다.

실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발열정도가 37.5℃이상

나타난 발열건수는 퇴원당일부터 퇴원7일간 8일 동안 전체건수 333건에 비해

8건으로 0.02%에 불과하여 미미한 양상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합병증 발생

정도로 판정하는 위험군(38.0℃이상)은 실험군이 1명, 대조군 2명으로, 38.5℃

의 발열 발현을 보인 대조군 환아 2명은 전화로 문의를 해 온 경우로서, 처치

가 주어져 분석이 불가능하여 분석을 하지 않았다.

Holzmann (2000)과 Guida (1999)의 연구에 의하면 편도선절제술 후 의미 있

는 합병증은 수술 후 24시간내에 발생하며 발열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 기간동안 38.0℃이상의 발열반응이 나타난 환아는 총 3명으

로 실험군 1명(38.2℃), 대조군 2명(38.5℃)으로 환아를 퇴원 1일째 접하였는데

대조군은 보호자로부터 환아의 발열문제로 인하여 역으로 전화문의를 해 온 경

우이며, 연구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중재로 발열반응에 대

해 적절하게 판단을 내려 치료지시 이행을 도와 익일 추가로 실시한 전화상담

방문 시 체온이 각각 36.7℃, 37.0℃, 37.2℃로 하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화상담중재로 퇴원 후 환아의 가정에서 문제발생 시 프로토콜을 적

용하여 적절하게 중재함으로서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줄이고 보호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적인 면을 보여 주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 대한 신뢰감도

상승되어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중재가 병원을 이용한 환자를 통해 전해

지는 또 하나의 병원 이미지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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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 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출혈환아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라는 부가설 1-③ 은 기각되었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χ2 =1.87, p=.28), 출

혈환아수는 실험군에서 출혈이 있다 즉, 가래에 섞여 나오거나 스며 나온다

3명(15%), 대조군간에 7명(33.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출혈환아수가 낮게 나타났다.

유사실험연구로 비교된 연구가 없어 조사연구에 의하면 편도선절제술 후

의미 있는 합병증 발생이 수술 후 6∼24시간 이내에 1.7%로서 출혈이 0.4%,

발열 0.7%, 오심 0.6%이고 6시간이내 출혈 0.7%로서 Guida (1990)에 의하면

24시간이내 출혈합병증은 1.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지 24시간 내에 발생한

출혈환아수만 측정된 것이므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Rosbe(2000)의 연구(N =134)에 의하면 수술 후 2주 동안에 출혈환아수를

비교한 것으로 17%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문헌에서는 0.5∼5%의 출

혈률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Rosbe(2000)의 연구와 본 연구에

서 출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전화상담중재가 대상을 앞에

다 두고 가시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혈에 대한 위험을 간과

하지 않기 위하여 검은색의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오거나 베개 위에 스며 나온

선홍색의 피를 모두 출혈이라고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적으로 선홍색

의 피가 스며 나온 출혈환아수는 실험군, 대조군간에 각각 1명으로 4.9%에 해

당되고 출혈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환아는 1명 있었으며 내원 시 특별한 처치

는 하지 않았다.

출혈률이 증가되어 나타난 또 다른 이유는 환자의 대상자 수가 작았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41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인 문헌의 조사연구에

서는 대상자가 300명∼850명의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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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의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치료지시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삼

가 했다 는 1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 항목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이행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행 평균점수 또한 평점 3점 만점에 실험군이 2.83, 대

조군이 2.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수술 후 3,4,5일은 죽으로 먹었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자의 이행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지식정도(김선희,

1985; 김인자, 1992; 김미숙, 1995)와 지각된 유익성(최영희, 1983; 김동오, 1994;

지서영, 2000)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도 수술 후 교육과 더불어 퇴원 시 가정에서 지켜야할 유의사항

을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며, 보호자가 지각하는 환아의 편도선절제술 후 합병

증 증상의 경·중 정도가 치료지시 이행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이행점

수가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치료지시 이행점수의 평균이 3점 만점에

2.77점으로 이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호자의 지각된 유익성으로 환아의 동통경감 및 출혈과 발열반응

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보호자의 노력은 수술에 대한

지각능력이 떨어진 환아의 인식부족으로 어느 정도 완력이 작용하기도 했다.

전화상담을 통한 평가에서 보호자가 환아의 치료지시를 이행함에 있어 가

장 어려워하고 통제가 불가능 한 부분이 수술일수에 따른 식이의 종류가 구분

되어 있고, 삼가 하는 음식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유동식에서 경식, 고형식으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식이를 섭취해야 하므로 단계별로 식이를 조절하고 통

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대두되었으며, 그것은 치료지시 이행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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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유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적용한 실험

군에서 수술 후 3,4,5일은 죽으로 먹었다 는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수술 후 합병증인 출혈환아수에서도 실험군

3명, 대조군 7명으로 실험군에서 적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각된 유익성과 반하여 낮은 동기부여, 교육부족, 인식부족이 치료지시 불

이행의 요인(박현숙, 1992)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가족의 기능정도가

이행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연구(이금재, 1987)가 있으며, 가족의 기능

을 활성화하여 퇴원 후 치료지시 이행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족의 지각된

유익성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을 함으로써 강화되는 본 연구

의 결과가 이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관상동맥 우회수술 후 퇴원 시 비디오테입을 이용한 정보중재가 식이

요법과 운동 이행정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Mahler , Kulik & T araz,

1999)이라고 제시한 연구와도 중재방법이 달랐을 뿐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고, 질병과 합병증 치료에 대한 부모와 의료진의 긍정적인 태도, 동기부여, 정

상으로 향한 강한 욕구, 의지, 에너지가 이행정도를 증가시켰다(Kyngds, 2000)

는 연구와도 부모와 의료진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행정도를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금연과 식이요법에 관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받은 대조군과 금연과 식이요

법에 관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금연과 식이요법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기

적으로 전화상담을 한 실험군의 이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화를 통

한 강화요법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표

준화된 교육이 두 군에서 식이요법 점수를 향상 시켰다(Racelis, Lombardo &

Verdin , 1998)는 것은 본 연구의 치료지시 이행정도 항목이 식이요법과 관련

된 항목이 전체 9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차지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한 강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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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식이요법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밖에 전화중재가 이행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살펴보면 간염 예방 백신 필

요시기를 회상시킴에 있어서 편지를 통한 것 보다 전화가 이행을 증가시켰다

(Martin, 1998). 고지혈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을 전화를 통한 강

화요법이 이행정도를 증가시켰다(Racelis, Lombardo & Verdin, 1998).

이처럼 이행에 대한 모든 노력은 과정을 향상시키고(Swope, 2000), 가정에서

의 건강관리를 이행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의사소

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Loveland & Sims- Perry , 2000).

가설3의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

최종적으로 프로토콜을 적용한 전화상담이 편도선절제술 후 환아를 관리하

는데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 방법이며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며, 이것의

결과를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의 인지정도로 비교 해 보았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나인재(1998)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에 의해 전

화추후관리를 제공받은군이 환자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Rosbe(2000)의 연구에서 보험급여부분이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편도아데

노이드선절제술 후 추후관리를 위한 전문간호사의 전화상담이 수술 후 관리를

위한 안전한 방법이며, 외래방문을 하는 것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

난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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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편도선절제술 후 나타나는 합병증에

대한 발생시기가 주로 수술 후 24시간 내에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수술 후 출혈이나 발열과 같은 위험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환아수는 아주 미

약하나 출혈은 수술 후 10여일 동안 잠재적인 심각한 합병증으로 누군가에 의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동통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감

소를 보이긴 하나 수술직후부터 퇴원 7일째까지 지속되는 동통으로 인해 환아

와 보호자 모두 소진을 느끼고 있고, 수술 후 동통은 수술당일 치료지시이행

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퇴원 후 지속적으로 이행정도를 강화시

키고 합병증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

문간호사의 확대된 역할로 전화상담은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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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1 . 결 론

본 연구는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퇴원 후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추후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

상담 적용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합병증 발생 및 치료지시 이행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3월 5일부터 2001년 5월 3일까지 수원시내 A대

학교병원에서 편도선절제술을 시행 받고 수술 후 1일째 퇴원한 환아를 임의표

출 하여 선정된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과정은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과정과 개발된 프로토콜을 적용

하여 실험군에게 퇴원 후 1일째 전화상담을 시행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퇴원 후 1주일동안 가정에서 기록하는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

가기록표와 치료지시 이행정도로서 본 연구자와 A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두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 - test로

분석하고, 가설검증은 χ2 - test , Mann- Whitney U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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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추후관리 프로토콜 개발은 다빈도증상 및 문의내용을 분석, 다빈도증상 목

록화, 문헌고찰, 예비 프로토콜 개발, 임상과의 협의, 예비 프로토콜에 의한

전화상담 추후관리 실시, 수정·보완, 임상과로부터 프로토콜 인준의 단

계를 거쳐 최종프로토콜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6개의 질문내용과 그에 따

른 응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환아 및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군

과 대조군의 두 집단간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3.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 1 ; 합병증 발생정도에 대한 가설검증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

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편도선절제술 후 합병증 발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부가설 1-①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동통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1- ①은 채택되었

다 (z=2.42, p =.02).

부가설 1-②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발열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은 분석이 불가능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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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 1-③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

군과 전화상담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출혈환아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1- ③은 기각되었

다(χ2 =1.87, p=.28).

2) 가설 2 ;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대한 가설검증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

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수술 후 치료지시 이행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라는 가설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z=1.86, p=.06),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술 3,4,5일은 죽으

로 먹었다 라는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2.19, p=.03)가 있어 가설 2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3) 가설 3 ; 전화상담 후 퇴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 인지정도에 대한 검증

퇴원 후 추후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은 실험군과 전화상담

을 받지 않은 대조군간에 1주 후 외래방문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3은 채택

되었다(χ2 =5.98, p=.02).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수술 후 퇴원한 환아의 동통, 출혈, 식이관리에 있어서

퇴원 후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전화상담 중재가 환자의 만족도 뿐

만 아니라 이행정도를 상승시키고, 합병증 발생시 경·중 정도에 따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줄이고 특히, 전화중재를 통한 강화요

법이 치료지시 이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효율적이고 개별화

된 정보에 따른 간호사의 적절한 중재는 합병증 관리와 수술로부터의 회복을

촉진시키므로 전화상담중재와 더불어 비디오테입을 이용한 강화요법이 더욱더

치료에 대한 이행정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59 -



2 . 제 언

1 ) 간호행정 측면에서의 제언

(1) 최근 변화된 의료환경의 변화로 3차 진료기관의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재

원기간 단축으로 직결되고, 병원도 하나의 마케팅으로 부각되어 홍보전략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좋은병원 나쁜병원 의 차이가 의료기술

이 아니라 서비스 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어 있다. 따라서 효

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문화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전문간

호사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2) 향후 늘어나는 당일수술에 대비하여 추후관리를 확대 실시함으로서 그에 따

른 환자 및 보호자의 전화상담중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전화상담 간호

산정료 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Law son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당일수술로 Critical pathw ay를 적용한 편

도선절제술이 치료의 비용은 감소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향상되

고, 간호의 질은 향상되거나 또는 유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본 연구

의 결과 또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발생건수도 극소수 이

고, 전화상담중재의 효과도 입증된 바 당일수술로 전환하여 병원과 환자모

두 비용절감효과에 대한 도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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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간호연구측면

(1) 퇴원당일 환아의 동통정도의 동질성을 확립한 충분한 대상의 표본을 표출하

여 객관성을 유지하여 일관성 있는 통제로 반복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2)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Critical pathway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3)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합병증발생에 관한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3 ) 간호교육측면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합병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수술당일 치료지시 이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당일 이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즉, 비디오

나 만화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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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편도선수술 후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편도선 수술을 받으신 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수술이 끝난(단,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을 했을 때는 마취가 완전히 깨서 의식이 명

료 하게된) 직후부터 수술 후 며칠동안은 가정에서도 유동식(미음)을 드셔야 합니다.

수술 후 1,2일은 냉우유, 카스테라, 다져진 채소, 고기국물 또는 미음과 같은 부드러

운 음식을 차거나 미지근하게 만들어 드시고, 수술 후 3,4,5일은 계란후라이나 다져

진 육류 등이 섞인 죽을 만들어서 드시고, 수술 후 6일부터는 너무 뜨겁지 않게 만

든 보통음식을 잘 씹어 드심으로 수술부위의 치료경과가 좋아집니다.

2.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좋으나 콜라나 사이다 등과 같은 자극성 음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술 후 약 1- 2일간은 목의 양측에 얼음주머니를 대어주면 출혈과 부종 및 동통을

없애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수술 후 2일부터 껌을 씹으며 침을 삼키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동통을 없애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아프다고 음식을 안 먹거나 침을 삼키지 않는 것은 치유를 더디게 하는 결과가 되

며 상처와 입속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한 양치약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6. 수술 후에 이통(귀아픔)을 호소하게되는 수가 있으나 이것은 신경성인 것으로 4- 5일

지나면 상처가 나아지면서 없어지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수술 후에 양측 편도선이 있던 자리에 하얗게 곱이 낀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상처가 곪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8. 수술 후에 출혈이나 기타 동통이 심할 때에는 병원으로 연락(219- 6958)하여 주십시오.

9. 수술 후에 상처가 다 치유되려면 약 3주가 걸립니다.

10. 수술 후에 복용 할 약은 퇴원 시 드리겠습니다.

출처 :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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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의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유

숙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퇴원 후 전화상담 추후관리를 환아(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수술 후 환아에게 발

생될 수 있는 합병증 감소를 위한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에 따른 치료지시 이행정도와 합병증 발생 등 전화상담 추후관리

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결과는 앞으로 편도선절제술을 시행한 환아의 퇴원 후 전화

상담 추후관리의 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어려우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연구자 : 조유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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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귀하의 만 나이는?

2. 환아의 만 나이는?

3. 환아와의 관계는?

4. 귀하의 거주지역은?

5.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7. 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8. 귀하의 경제상태는?

① 상 ② 중 ③ 하

9. 귀하의 담당 의사는?

10. 환아의 수술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 30분이하 ② 30∼60분 ③ 60∼90분 ④ 90∼120분

11. 퇴원 후 전화추후관리를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12. 편도선절제술 후 일주일 후의 외래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모름

13.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을 읽으시고 기록하시거나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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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잘

했 다

보통

이다

아 니

다

1 수술 1일, 2일은 미음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

2. 수술 3,4,5일은 죽으로 먹었다.

3. 미음이나 죽은 차거나 미지근하게 해서 먹었다

4. 딱딱하고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하였다

5. 사이다 등 자극성 음료는 피하였다.

6. 수술1,2일간은 목에 얼음주머니를 대어 주었다.

7. 껌을 씹거나 침을 삼키는 운동을 했다.

8. 목이 붓거나 동통이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9. 퇴원약은 제때에 복용하였다.

퇴원 후 가정에서 지켜야 할 편도아데노이드선 절제술 후 주의사항 이행정도와 관

련된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 정에 서 환 아가 이 행 한 사 항 에 귀 하

의 생 각 과 일 치 되 는 칸 에 V 표 하 여 주 십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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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화상담 자료 수집표

날 짜 나 이 주 치의 성 명 전화 번 호 전 화 상 담 내 용
처 치

(o ,x )

외 래

방 문 일

외래 방 문

판 정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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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M c Grath P . A 의 얼굴그림 동통척도

기록방법 :

환아가 음식(미음, 죽 등)을 삼킬 때 아래의 얼굴그림표정을 보고 제일 비슷한

표정의 숫자를 합병증 증상 자가기록표에 매일 기록합니다.

얼굴표정

▶ 1 ∼ 4번까지는 아프지 않은 표정입니다.

▶ 5번은 무표정입니다.

▶ 6(조금 아프다) ∼ 9(참을 수 없이 아프다)로 삼킬 때마다 아파하는 표정

을 6, 7, 8, 9로 구분하여 심할수록 숫자가 큽니다.

● A =1, B=2, C=3, D=4, E =5, F =6, G=7, H =8, J =9로 영어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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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수술 후 합병증 증상 자가 기록표

환자이름 ( ) 전화번호( )

증 상

구 분

출 혈 동 통 열

0: 출혈 없음

1: 가래에 검은색의

피가 섞여 나옴

2 : 선홍색의 피가

스며나옴

1(통증이 없다)에서

9 (참을 수 없이 아프다)
1∼9로 기록

* 미음 (식사)을 삼킬 때

얼굴그림 표정을

참고하여 기록

체온계로 측정

하여 기록한다.

퇴원당일
pod

1#

퇴원 1일
pod

2#

퇴원 2일
pod

3#

퇴원 3일
pod

4#

퇴원 4일
pod

5#

퇴원 5일
pod

6#

퇴원 6일
pod

7#

퇴원 7일
pod

8#
내원 해야 하는

경우

선홍색의 피가

스며 나올 경우

통증이 심하여 아무 것도

삼키지 못하는 경우

38℃ 이상일

경우

○ 기타 문의 사항은 ☎ 주) 000- 6116, 야) 017- 000- 6106 (이비인후과 수간호사)으로

하십시오.

○ 위의 자가기록표는 빠짐 없이 기록하여 외래 방문 시 이비인후과 외래에 접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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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D e v e lopm ent o f proto c o l for t e leph on e fo llo w - up

an d th e e f fe c t o f t e leph on e c oun s e lin g

by u s in g s t an dardize d prot oc o l

for p at ient w h o un derw ent t on s ille c t om y .

Cho, You Sook

Department of Nur s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 sity

T 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the protocol for telephone

follow - up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counseling for postoperative

complication in patient s who underwent tonsillectomy by using standardized

protocol .

By using a quasi- experimental design , fourty one patient s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and w ere de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20 patient s and the control group 21 patient s by random convenience

assignment after discharge following tonsillectomy at Ajou Univer sity

hospital in Suwon from March 5, to May 3, 2001.

T he experimental group had received the telephone counseling from the

fir st day after discharge by using standardized protocol for evaluation of

pain , fever , bleeding , diet therapy while the control group had not received

the telephone counse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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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ere collected by using checklist an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using SPSS-PC and χ2 - test , Mann-Whitney U test . T he checklist included

the intensity of pain , fever , bleeding during 7day s after discharge. T 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measurement for compliance of discharge education

on 7th day after discharge at OPD by their parent s .

T he result s of the study are as follow s

1. Protocol for telephone follow - up consisted of six - questions and answer s

to inquiries .

2. According to homogeneous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one of the variables show 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3. T he fir st hypothesis

T 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intensity of their child ' s experienced complication . T hus ,

hypothesis 1 was accepted partly as follow s .

Actu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 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intensity of their child ' s pain based on McGrath

P A ' s face interval pain (z=2.42, p=.02). T hus, hypothesis 1- ① wa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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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intensity of their child ' s fever (hypothesis 1- ②) can 't not be analyzed

betw 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ecause I can 't

ignore their complain so I served telephone counseling to the control group.

T here w 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leeding complication betw 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χ2 =1.87, p=.28). T hus, hypothesis

1- ③ w as not accepted.

4. T he second hypothesis

T 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lia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z=1.86, p=.06). However ,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higher score of compliance than the control group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tem for patient taking soft diet for 3∼5days

after an operation ' (z=2.19, p=.03). T hus , hypothesis 2 was accepted partly .

5. T he third hypothesis

T 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acknowledgement for

necessity of OPD follow - up at 1weeks after discharge betw 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χ2 =5.98, p=.02). T hus, hypothesis

3 w a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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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is study, telephone follow - up for counseling patient s by

using standardized protocol provided an opportunity to evaluate postoperative

pain , fever , bleeding , diet therapy, not only to reduce the number of

hospital visit s related to postoperative complication but also to reinforce

discharge instruction to patient .

T herefore, telephone counseling by standardized protocol is an effective

method to apply in intervention for outpatient s in the clinical nursing

practice.

key w ords : standardized protocol for the follow - up, telephone counseling ,

complication , compliance, tonsillect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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