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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스텐트 삽입술 후 상동맥질환자에 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개발 효과

우리나라의 허 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암 는 뇌 질환 사망률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상동맥질환자에서 재

착은 시술받은 환자의 약 30-50%에서 발생되고 있고, 첫 시술 후 6개월 이

내에 심장질환 재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dell, Grip,

& Hallberg, 2006).

사망률 뿐 아니라 재발율과 재 착율이 높은 허 성 심장질환의 재발방지

를 하여 심장재활 로그램의 용이 필수 이며, 이는 상동맥질환자의

회복을 도와주고 험요인을 교정함으로써 재 착 는 심장마비의 험을

낮출 뿐 아니라 사망률을 20-25%로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Oldridge,

Guyatt, Fischer, & Rimm, 1988; O’Connor et al., 1989; Taylor et al., 2004).

미국과 유렵의 심장재활 표 지침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American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and Pulmonary Rehabilitation

(AACVPR), European Association for Cardiovascular Prevention &

Rehabilitation(EACPR)에 의하면 3-4단계로 구성되며, 다학제간 문가에 의

한 험요인 수정 생활습 변화에 한 교육과 상담, 운동에 한 재

를 어도 8주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Balady et al., 2007; Perk et

al., 2012; National Health Stud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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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심장재활 로그램을 건강교육, 양상담, 운동처방이 통합

된 형태로 주로 형병원에서 제공하며 일부 환자에게만 근이 가능하고,

로그램에 한 평가가 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생활습

변화를 한 자가 간호가 필수 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가정 연계

의 통합 인 자가 리 재 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기 마다 시행되는

로그램 내용이 달라 시술 후 심장재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진

수, 2005; 손연정, 2008; 송 숙, 2009; 조원정, 최모나, 김소선과 조은희, 2010).

따라서 스텐트 삽입술 후 병원에서 제공되는 심장재활 로그램을 기 로

지역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상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안 하고 효율 인

통합 자가 리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홍경표와 성지동, 2006).

이에 본 연구의 설계는 국내외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문헌검색 고

찰을 하고 표 지침에 근거하여 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게

간호사의 주도로 건강상태 평가, 교육, 운동,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퇴원

후 화 상담,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된 다학제간 구조화된 병원-가정 연계 자

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 연구와 그의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상동

맥 질환을 진단받고 환자실에 입실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유한

모집단으로 하여 상자 선정기 에 맞는 환자에게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설명 후 참석하기로 동의한 상자 20명을 실

험군으로 하고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자 20명을 조군으로 하 다.

실험군에게는 간호사, 양사, 운동 치료사에 의해 재 서울시내 일개

심장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상태 평가, 교육, 운동으로 구성된 1

단계 병원기반 로그램에 간호사 주도로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화 상

담, 외래 방문 시 건강 상담으로 이루어진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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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 다. 조군에게는 일반 인 퇴원교육을 제

공하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

다.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상자의 진단명, 동반질환, 착

수 부 , 압,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LDL, LVEF,

Blood sugar, BMI, 가족력, 당 등은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

반 특성,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0.0을 이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 편차로, 실험군과 조군의 사

동질성 검정은 X²-test와 t–test를 이용하 으며,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용시기에 따른 실험군과 조군의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은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 다.

실험군과 조군 두 군 간의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질병 련 특성,

환경 특성, 종속 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불안이 감소하는 정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F=2.721,

p=.072).

가설 2.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우울이 감소하는 정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F=5.873,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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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기능 상태가 향상

되는 정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3은 기각되

었다(F=.052, p=.949).

가설 4.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행 이행이 증가

되는 정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4은 지지되

었다(F=30.570, p<.001).

가설 5.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이 향

상되는 정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설 5는 지지

되었다(F=4.809, p=.011).

   

따라서 스텐트 삽입술 후 상동맥질환자를 하여 간호사 주도의 다학제

간 병원기반에서 제공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이 퇴원 후 가정

에서도 자가 리를 통해 건강행 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상 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상자수가 다는 것과 무작 추출이 아닌 임의표출

방법으로 시행되어 연구의 일반화에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텐트 삽입술 후 상동맥질환자

들에게 약 3개월간의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재 로그램을 용하여

상자의 우울,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확인하 다.

임상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 인 로그램 개발을 통해 환자 스스로 건강

행 에 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으로 자가 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

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스텐트 삽입술 후 상동맥질환자,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 건강 련 삶의 질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만성질환의 발병과 함께 식생활 생활습 의 변

화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로 상동맥질환은 사망률이 지속 으로 높아져

2012년 우리나라의 허 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

명으로 암 는 뇌 질환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5).

허 성 심장질환에 한 치료는 좁아진 부 를 경피 풍선 확장술

는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하여 넓히는 상동맥 재술이 치료 방법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40여개 의료

기 에서 연간 5만 건 이상 시행하고 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3).

그러나 상동맥 재술 후 재 착은 시술받은 환자의 약 30-50%에서 발

생되고 있으며, 첫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심장질환 재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dell, Grip, & Hallberg, 2006). 국내 국 65개 병원

에서 성 상동맥증후군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 509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27%의 환자가 재시술을 받았으며 2년 이내 재발될 확률은

40-60%에 이른다고 하 다(심 연구원, 2012).

따라서 사망률뿐 아니라 재발율과 재 착율이 높은 허 성 심장질환의 재

발방지를 하여 심장재활 로그램의 용이 필수 이며, 이는 상동맥질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고 험요인을 교정함으로써 재 착 는 심장마비의

험을 낮출 뿐 아니라 사망률을 20-25%로 감소시킨다(Oldridge, Guyatt,

Fischer, & Rimm, 1988; O’Connor et al., 1989; Taylor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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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American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and Pulmonary Rehabilitation(AACVPR), European Association for

Cardiovascular Prevention & Rehabilitation(EACPR)의 심장 재활 표 지침

은 3단계 는 4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병의 회복 2차 방을

하여 신체 , 정신 , 사회 상태를 가능한 최 화시킬 수 있도록 다학제

간 문가들이 험요인 교정 생활습 변화에 한 교육과 상담, 운동에

한 재를 어도 8주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alady et al.,

2007; Perk et al., 2012; NHS, 1998).

우리나라에서는 심장재활 로그램을 건강교육, 양상담, 운동처방이 통합

된 형태로 주로 형병원에서 제공하며 일부 환자에게만 근이 가능하고(진

수, 2005), 로그램에 한 평가가 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발과

악화를 방하기 하여 자가 간호가 필수 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정 연계의 통합 인 자가 리 재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손연정,

2008; 조원정, 최모나, 김소선과 조은희, 2010). 한 주로 외국의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심장재활을 실시하여 기 마다 시행되는 로그램 내용이 달라

시술 후 리가 매우 요함에도 심장재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 숙, 2009).

따라서 스텐트 삽입술 후 병원에서 제공되는 심장재활 로그램을 기 로

지역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상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실용 인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이 개발되어 안 하고 효율 으로 활용된다면 상동맥질

환의 험요인을 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사망률 감소에 효과 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홍경표와 성지동,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양사, 운동 치료사에 의해 재 서울시내 일

개 심장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

그램으로 구성된 1단계 병원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에 퇴원 후 가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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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주도로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화 상담,

건강 상담으로 이루어진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를 용함으로써 상동맥질환자의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 등에 미치는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게 간호사의 주도로

시행되는 건강상태 평가, 교육, 운동,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퇴원 후 화

상담,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된 다학제간 구조화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의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스텐트를 삽입한 상동맥질환자의 심장재활을 한 병원-가정 연계 자

가 리 로그램을 개발한다.

2)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이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

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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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가설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제공받은 군(이하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군(이하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

안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체기능 상태가

향상 될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강행 이행이

증가될 것이다.

가설 5.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강 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NHS(1998)에서는 “심장재활은 질병이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고 회복을 돕

기 하여 건강행 를 증진시키며 환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서 최 의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 , 정신 , 사회 환경을

최 의 상태로 만들뿐 아니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 인 향을 끼치는 활동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한 통합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은 운동과 더불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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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생활습 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한

상담을 제공하는 정신 인 재가 포함된 로그램으로 권고되고 있다

(Taylor & Anderson, 2015).

본 연구에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은 서울 시내 일개 상 종

합병원에서 재 다학제간 문가에 의해 건강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그램으로 제공되는 1단계 병원기반 로그램과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으로 퇴원 후 환자 스스로 건강행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주도의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화 상담, 외래 방문 시

건강 상담이 포함된 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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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스텐트 삽입술 후 상동맥질환자들이 심장재활을 조기에 체계 으로 받을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상동맥질환자들의

건강 문제와 리, 상동맥질환자를 한 심장재활 로그램,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에 하여 고찰하 다.

1. 상동맥질환자의 건강 문제와 리

상동맥질환은 심근에 액을 공 하는 상동맥 내벽에 지방과 섬유질이

축 되는 죽상경화성 변화로 인해 심근에 불충분한 액공 이 일어나는 질

환으로 심증, 심근경색증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질환은 발병 후 지속 인 치

료, 식이 리와 활동량의 조 등 험인자 교정을 통한 생활양식의 개선이

없으면 심장발작 재발 험이 있는 만성질환으로(Smith et al., 2006) 재발

방지와 최 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상동맥질환의 험요인을 수정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상동맥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흔히 수정 가

능한 요인과 수정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분된다(Grundy, Pasternak,

Greenland, Smith, & Fuster, 1999). 수정 가능한 험요인이란 건강행 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흡연, 고지 증, 비만, 운동 부족, 부 한 식습

, 고 압, 당뇨, 심리 스트 스 등이 있다(Balady et al., 2007). 이와 같은

험요인은 질병 발생요인일 뿐 아니라 재발에도 향을 끼쳐 험요인을 2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발생률 재발 가

능성이 4-8배 높아질 수 있다(Cornett & Wats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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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의 Adult

Treatment Panel Ⅲ(ATPⅢ)에 의하면 상동맥질환의 최고 험군은 재

상동맥질환이 있으면서 당뇨병과 같은 다수의 주요 험인자가 있는 경우,

연에 실패한 경우와 같이 험요인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조 되지 못하는

경우, 사증후군의 험인자가 다수 있는 경우, 성 상동맥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이다(Grundy et al., 2004).

그러나 상동맥질환 험요인에 한 환자들의 인지정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상자 105명의 상동맥질환자 79%가 세 개의 수정 가능한 험

요인(흡연, 고 압, 콜 스테롤) 한 가지만을 알고 있었으며 7%만이 모두

알고 있었다.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 64%에서 흡연이 험요인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고 압 환자 에서는 15%만이 고 압이 상동맥질환의 험요인

인 것을 알고 있었다. 환자의 13%가 상동맥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잘 몰랐으며, 28%에서는 단기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Zerwic, King, &

Walsowicz, 1997).

Fernandez, Griffiths, Juergens, Davidson, & Salamonson(2006)는 202명의

스텐트를 삽입한 상동맥질환자를 상으로 1년 뒤 흡연, 신체 활동,

압, 콜 스테롤, Body Mass Index(BMI), 우울, 불안, 스트 스 등과 같은

험요인에 하여 자가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사연구를 시행하 는데 어도

삼분의 일 이상의 환자가 수정 가능한 험요인을 2개 이상 갖고 있었고 가

장 일반 인 심장질환의 험요인은 신체 활동의 하, BMI의 증가, 고 압,

고콜 스테롤 증이었다. 상동맥 재술 18%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나 1

년 뒤 11%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불안과 우울은 25%의 환자에게서 나타났으

며 17%의 환자에게서 스트 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환자의 삼분의 일

은 자신이 더 이상 심장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수정 가능한

험요인에 한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험요인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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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활습 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화 상담과 같은 재활 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상동맥질환자들은 입원 시 자가 리에 해 강한 의지를 나타

내지만 퇴원 후에는 상당수의 환자가 이 의 운동, 식이, 흡연, 식습 으로

쉽게 되돌아가는데, 이는 치료로 인해서 격한 가슴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사라지고 시술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활

로그램이 재발률을 25%이상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아진 입원기간으

로 험요인에 한 재를 받을 기회가 감소하 으며 질병에 한 인지부족

으로 심장재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ssette, Frasure-Smith,

Dupuis, Juneau, & Guertin, 2012).

비만은 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독립 인 험요인이며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험요인과 련이 있으며(Cossette et al., 2012) 재

발의 주요한 험요인으로 인슐린 항성, 고 압, 고지 증, 제 2형 당뇨병

과도 련이 있으므로 체 감소 당조 이 필요하다(Hanna & Wenger,

2005). 체 감소는 심장질환과 동반되는 험요인을 리할 수 있으므로 키,

체 , 허리둘 , BMI 측정은 필수요소이다. BMI의 목표치는 18.5-24.9kg/m2

이며 허리둘 는 남자는 40인치 이하, 여자는 35인치 이하로 수립되어야 한

다. 체 은 식사, 운동, 활동 로그램으로 조화롭게 리되어야 하고 하루에

30분 시행되는 운동은 세계 인 권고사항이며 체 을 감소하고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루 60-90분 정도 계획되어야 한다(Wenger, 2008). 신체활동 감소는

비만, 고 압,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당뇨병 환자의 당 리에 향을

주며 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험요인이 된다(Hanna & Wenger,

2005; Smith et al., 2006; Grace, Barry-Bianchi, Stewart, Rukholm, & Nolan,

2006).

고지 증은 총 콜 스테롤,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 지방의 증가가

특징으로 상동맥질환의 험요인이다. 재의 치료 이행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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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 Triglyceride에 한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2001년 NCEP의 ATPⅢ의 이상지질 증 치료지침에 의하면 LDL-C는 100mg/dl

미만으로 낮춰야 하며 Triglyceride가 200mg/dl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을 경

우에 비 HDL-C의 목표치는 130mg/dl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보다 더

엄격한 리를 하여 고 험 환자에 있어서 LDL-C는 70mg/dl 미만으로 낮

추어야 한다. 식이에 있어서 Omega-3 fatty acid, 섬유소 stanol/sterols를

더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심장 문의에 의해 약물이 조 되어야

한다(박미경, 강도 과 김덕규, 2001; Hanna & Wenger, 2005; Wenger, 2008).

고 압은 상동맥질환, 뇌 질환, 말 질환의 주요 험요인으로 나

이가 증가함에 따라 의 탄력성이 나빠져 쉽게 압이 상승할 수 있어 수

축기 압의 리가 상동맥질환 방을 하여 필요하다. Joint National

Committee의 7번째 보고(JNC7)에 의하면 압을 리하기 하여 기립성

압, 재치료 건강이행, 처방되지 않은 약물사용 등에 한 사정이 먼

필요하며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험요인을 감소시키기 하여 지속 으로

압이 조 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여 규칙 인 운동 활동, 체 리,

당량의 소 섭취, 신선한 과일 채소 섭취, 지방 유제품의 섭취, 알코올

조 , 연, 투약지침에 한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세

계 으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 환자의 압은 140/90mmHg 미만으로 유지되

어야 하며 철 한 리를 해서는 130/80mmHg, 심실기능이상이 있는 환자

는 120/80mmHg 보다 낮아야 한다(Hanna & Wenger, 2005; Wenger, 2008).

당뇨와 부 한 당수치는 장기 으로 심장질환에 좋지 않은 결과를

래하며 상동맥질환 재발의 주요한 이유이므로 공복 시 정상에 가까운 당

을 유지하고 당화 색소 리를 함으로써 이환율과 사망률을 여나갈 수 있

다. 투약, 식사, 당수치, 건강행 이행 등 모든 사항을 자세히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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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HgA1c는 7%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운동, 인슐린 사용법,

자가 리 방법에 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치료는 내분비 문의와 함

께 해야 한다(Wenger, 2008).

흡연은 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험요인이다. 미국에서 상동맥

질환의 가장 큰 험요인은 고지 증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인구의 높

은 흡연율로 인하여 흡연이 가장 요한 험요인이 되고 있다(서일, 2006).

흡연으로 인하여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완 물질이 감소됨으로

확장 장애가 생겨 수축이 래되고 형성이 조장된다. 한 인슐린

항성을 증진시키고 복부지방을 증가시키며 사증후군 당뇨병, 심장

질환의 험요인을 증가시키게 된다(Chiolero, Faeh, Paccaud, & Cornuz,

2008). 담배를 끊으면 심장발작이 어도 50% 이상 감소하므로 연은 상

동맥질환이 있는 흡연자에게 가장 효과 인 치료법이다. 재 과거의 흡

연 상태에 한 사정이 요하며 경피 상동맥 재술 후 1년간 임상경과

를 추 한 결과 흡연을 지속하 을 경우는 연을 했을 경우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므로 연의 요성이 교육되어야 한다(설수 등, 2011).

연을 자발 으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교육, 카운슬링, 약물요

법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간 흡연의 험성, 흡연을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방법등이 교육되어야 한다(김은경, 김매자와 송미령, 2002; Wenger, 2008).

우울증과 성 상동맥증후군은 동반 이환율이 매우 높아서 성 상동

맥증후군 환자의 약 65%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이 약 20%가 주요 우울

장애를 앓는다고 보고되었다(Thomas, Michael, Gary, Pharm, & Eugene,

2001). 이와 같이 높은 동반 이환율은 두 질환 간에 깊은 상호연 성이 있는

데 우울증이 성 상동맥증후군의 발병을 진하고 한 성 상동맥증후

군 발병 후에 우울증이 흔히 발생한다(배경열, 김재민과 윤진상, 2008). 우울증

이 성 상동맥증후군의 발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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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우울증은 통 인 성 상동맥증후군의 험요인인 흡연, 고콜 스테

롤 증, 당뇨, 고 압등과 함께 독립 인 험요인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Rozanski, Blumenthal, & Kaplan, 1999). 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20-50%가 발병 이 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으며(Glassman & Shapiro,

1998) 우울증이 있는 경우 성 상동맥증후군의 발생 험이 1.5-2배 정도

높았다. 한 우울증은 성 상동맥증후군의 경과 후에도 부정 인

향을 끼쳐 우울증이 동반된 성 상동맥증후군 환자는 동반하지 않은 환자

에 비해 재발 사망 등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며 험률이 2-2.5배 높았다

(Goldston & Baillie, 2008). 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주요 우울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심장사의 험이 4배 증가되며(Frasure-smith, Lespérance, &

Talajic, 1993), 5년간 900여명의 성 상동맥증후군 환자를 추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이 사망률 증가와 연 이 있었다(Lespérance, Frasure-smith,

Talajic, & Bourassa, 2002). 우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심 질환의 후를

악화시키는지에 한 기 은 아직 명확히 밝 지지는 않았으나 병태생리 인

기 측면에서 보면 소 의 활성화, 내피의 기능 이상, 응고인자의 증

가 등으로 액응고 경향의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심박수의

증가, 심박변이성(Heart Rate Variability, HRV)의 감소와 카테콜라민의 증가

와 같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장애로 반 되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A)의 조 장애, C-Reactive

Protein(CRP)등의 염증 생체 표지자의 증가 등 증가된 염증반응 수 등이

주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배경열 등, 2008). 행동학 기 측면에서 상동

맥질환과 우울증 증상과의 계를 살펴보면 우울증 증상이 생활습 , 약물치

료, 흡연, 음주 등과 련되어 사회 고립을 조장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스

트 스가 가 되어 궁극 으로 상동맥질환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 인 평가를 해서는 표 화된 인터뷰 평가 스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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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우울, 불안, 화, 감, 사회 고립, 가족 갈등, 성기능 장애, 정신

과 약물, 약물남용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은 여성에게서 심장질환

이후 우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심

장재활 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 5배가 되며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우울해지기 쉽고 재활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 2배나 되므로 여성에

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육과 카운슬링을 통한 주의 지원이 필요하

다(Wenger, 2008; 배경열 등, 2008).

불안은 스트 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정 인 정서반응을 말하

는 것으로 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며 한 내

인 힘이나 외부 인 힘에 의해 압도되어서 큰 험이 닥쳐올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불쾌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긴장 상태이다. 상태

불안은 지 불안한 정도를 말하며 기질불안은 늘 불안한 수 을 말한다. 불

안은 우울과 더불어 심장질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로 심장질환

발병 후에 나타나는 불안은 증상이 동반되며 신체기능 상태 삶의 질을

하시키고 심장질환의 높은 유병율 사망률과 계가 있어 불안이 높은 환

자는 심근경색 후 재발 험이 높다(Roest, Martens, Denollet, & de Jonge,

2010). 정신 사회학 인 문제는 심장 환자에게서 흔히 있으며, 그 로 심각

한 우울증은 심근경색 후 10-20%, 불안은 5-10%에서 발생하여 사망률과 이

환율을 높이게 된다(Frasure-smith & Lespérance, 2003). 따라서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인 치료 근이 바람직하다(홍경표와 성지동, 2006). 경피 상동맥

재술 환자의 불안에 한 연구에서 상담을 통한 환자의 불안 감소를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텐트 삽입, 집 인 치료 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불안이 호 되지 않으므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로그램

의 개발이 요구된다(김남 와 최경옥, 2006). 불안이 상동맥질환자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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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재발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을 측정한 11편

의 연구 7편에서 불안이 심장질환 재발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11편의 논문 한편만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만을 측정하 기 때문이다. 불안은 우울에 비해 발 기간이 짧으며 기질불안

이 있을 때 심장질환 재발에 요한 향을 끼치므로 상태불안과 함께 기질

불안이 심장질환 재활 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

다(박진희와 배선형, 2011). 한 심장질환자에 있어 불안과 증상 경험과의

계에 한 6개월 간 추 한 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퇴원 당시와 퇴원 후 3

개월의 증상경험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김조자 등, 2006).

스트 스는 최근 고 압 생명에 험을 주는 심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

으로 두되고 있다(Rozanski et al., 1999).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카테콜라민

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며 을 수축시킬 뿐 아니라

고 압을 악화시키고 부정맥을 유발시킨다. 한 액 응고인자와 소 을

활성화시키며 콜 스테롤과 지질을 증가시킨다(Smith et al., 2006). 스

트 스 완화 로그램에 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므로(Grossman,

Neimann, Schmidt, & Walach, 2004) 사회 심리 역에서의 간호 재가 심장

질환자에게 필요하다.

2. 상동맥질환자를 한 심장재활 로그램

심장 질환의 80%를 차지하는 허 성 심장질환은 고 압, 이상지질 증,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요한 원인이며 어떤 질환보다 방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써 심장재활 로그램을 통하여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따

라서 심장재활 로그램은 질병의 회복 뿐 아니라 2차 방을 한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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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써 심장 질환자의 신체 , 정신 , 사회 상태를 가능한 최 화

할 수 있도록 다학제간 근을 함으로써 험요인의 수정 생활습 에

한 교육과 상담, 운동 건강행 에 한 재를 제공하는 총체 로그램

이다(Balady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심장재활 로그램의 목표는 상동

맥질환자의 험요인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허 증상을 완화시키며 건강을 개

선시킴으로써 상동맥질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한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효율 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추진아 등,

1997; Greenland et al., 2003), 심 계 사망률을 20-25%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Oldridge et al., 1988; O’connor et al., 1989).

심장재활 로그램은 3단계 는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

심장재활 로그램은 입원환자를 한 로그램이고 2단계 심장재활 로그

램은 의학 감시 하에 진행되는 8-12주 과정이다. 3단계 심장재활 로그램

은 의학 감시 없이 가정에서 평생 방을 목 으로 운동 험요인 리

를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Goble & Worcester, 1999).

1) 심장재활 로그램의 표 지침

1950년 이 에는 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6주 동

안 안정을 해야 하 으며 퇴원 후에도 6개월 동안은 신체활동을 제한하

다. 1952년 Levin과 Lown은 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의자에 앉게 하거나

진 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기 시작하 고 1960년 와서

Hellerstein과 Wenger는 조기 활동이라는 새로운 로그램을 시도하여 합병

증 방, 증상 호 , 재원일수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으로써 심장재활 로

그램의 기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 부터 병원기반 심장재활

이 이루어지면서 임상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89년 심장재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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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 계 사망률을 25%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 이후 1990년 후반에

는 운동요법과 생활습 조 뿐 아니라 다학제간 근을 통하여 정신 사회

학 지지가 포함된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추진아, 김매자와 홍경표, 2003; 도 형 등, 2004).

1995년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Agency

for Healthcare Policy and Research(AHCPR),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NHLBI)에서는 심장재활을 의학 인 평가, 운동처방, 험요

인 수정, 교육, 카운슬링, 건강행 재 등이 포함된 통합 으로 장기간 제

공되는 서비스로 규정 하 으며 다학제간 통합 이고 다양한 측면의 심장재

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효과 이다(Wenger, 2008). 이러한 다양한 측

면의 근은 신체 , 정신 건강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증상을 호 시키

고 재발이나 사를 이며 죽상경화증 진행을 막아 환자의 정신 , 직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 다. 심장재활 로그램은 운동 트 이닝, 교육, 카운

슬링, 건강행 재, 정신 사회학 인 재, 직업 재활 등으로 구성하며

로그램의 운 평가, 비용효과 인 측면에 한 고려가 포함되도록 권

장하고 있다(Goble & Worcester, 1999).

AHA와 AACVPR의 가이드라인은 2차 방을 하여 지질 콜

스테롤, 당, 압, 운동, 연, BMI, 허리둘 , 투약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Balady et al., 2000).

2006년 AHA,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CC)에서는 흡연, 압 조

, Lipid 리, 신체활동, 체 리, 당뇨 리, 항 소 제재 항응고제의

사용, 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blockers, β-Blockers, Influenza

vaccination에 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2006년 미국의 메디 어,

메디 이드에서는 심장재활 로그램을 필요하고 합리 인 서비스로 인정하

으며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는 삶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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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을 향상시키며 입원, 재발, 장기 인 사망률을 낮추는데 심장재활

로그램이 기여한다고 보고하 다(Wenger, 2008).

2007년 AHA, AACVPR에서 발표한 2차 방 로그램은 험요인의 감소,

건강행 강화 이행, 장애감소, 생활습 향상을 한 Core Component가 포

함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운동습 , 운동 내구력, Lipid

Lipoprotein profile의 개선, 체 , 당, 압, 연과 같은 심장 험요인에

한 신체 지표와 환자에 한 사정, 양상담, 험요인 리(지질, 압, 체

, 당뇨, 흡연), 정신 사회 측면의 재, 일상생활 활동상담, 운동 트 이닝

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이에 한 평가, 수행, 기 되는 결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Balady et al., 2007; Thomas et al., 2007; Wenger, 2008). 건강

행 이행을 측정함으로써 재활 로그램에 보다 많은 환자가 의뢰되어 지며

건강행 이행이 더 잘 수행되어질 수 있는 장 이 있다(Wenger, 2008).

한 취약한 인구 집단 즉 노인 환자, 정신 인 문제가 있는 환자, 험인

자들이 잘 수정되지 않는 후가 좋지 않은 은 심장질환자들을 해 지속

으로 재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여성 환자를 하여 신체, 정신, 사회 으로 안 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Sutton, Rolfe, Landry, Sternberg, & Price 2012).

AHA, AACVPR,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ACCF)

에서는 심장재활 로그램 평가에 한 권고사항을 제시하 는데 의료의 질,

효과, 시기, 안 성, 평등한 제공 여부, 효율 측면, 환자 심체계 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Thomas et al., 2010).

심장재활은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한 지 1-3주 내에 의뢰 되어져야 하고

만성 안정성 심증 환자나 안정성 심부 환자는 일차의료 기반 재활 로

그램에 등록되는 것도 하며(Wenger, 2008) 퇴원 심장재활 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홍수인, 최원호와 윤정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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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장재활 로그램의 수행평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인 지원 장비가 제 로 투입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구조 인 측면

의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로그램의 특별한 특성이 제 로 이행이 되어

지는가에 한 로세스 측면의 평가이다. 구조 측면에서의 평가는 의사가

반 인 로그램의 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응 구조 활동에 한

것 등으로 의사나 스태 의 책임과 의무가 AHA, AACVPR의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져 있는 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한 평가이며. 로세스 측면의

평가는 심장재활 의뢰가 제 로 되고 있는지, 심장 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모든 요인에 한 리가 규정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재활 로그

램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한 평가이다(Wenger, 2008; Thomas et al., 2007).

심장재활 로그램은 안 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별히 여성, 노인, 심

부 , 심장이식, 뇌졸 , 말 질환으로 인한 행환자는 안 에 한 지

침을 반드시 수하여야 한다(Wenger, 2008).

제 1기 심장재활은 심장 집 치료실(Coronary care unit)에서부터 시작

해야 하며 입원하여 증상과 심 도 심근효소치 등이 48시간 이상 안정상

태를 유지하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없는 단순 심근경색 환자

는 발병 2-3일경부터 의료진의 감시 하에 운동 강도를 진 으로 높일 수

있다. 호흡운동, 이완운동, 소근육을 이용한 동 운동을 시작하고 차 근

육 운동을 거쳐 서기, 걷기 등을 시도한다. 걷기 이상의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운동 , , 후에 각기 압, 심박수, 심 도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운동

에 심증 등도 이상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심박수가 운동 에

비하여 분당 20회 이상 증가하거나 10회 이상 떨어지는 경우, 새로운 부정맥

이 나타나는 경우, 수축기 압이 10-15mmHg 이상 하강하는 경우, 압이

비정상 으로 상승하는 경우 즉 수축기 압이 220mmHg 이상, 이완기 압

이 110mmHg 이상으로 올라갈 때에는 운동을 단시켜야 한다(김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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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심장재활은 략 으로 성 심장 질환 발병 후 2-3주경에 시작

되며 주로 통원치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선 증상제한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운동처방 심장재활의 지침을 마련한다(Fletcher et al., 2001).

검사 결과 ‘고 험군’에 속한 환자는 6-12주간 병원에서의 감시 하 운동에

참여하게 되며, ‘ 간 험군’에 속한 환자는 첫 4-6주간 병원 감시 하 운동

에 참여하되 이 기간 동안 비정상 소견이 찰되지 않을 경우 운동처방

교육에 따라 남은 6-8주간은 가정에서의 자가 운동으로 환한다. ‘ 험

군’에 속한 환자는 첫 1-2주간 병원 감시 하 운동으로 시작하되 이후 10-12

주간은 운동처방 교육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가 운동으로 환한다(김철,

2011).

이 시기의 운동은 주로 트 드 이나 자 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다. 매회 운동은 5-10분간 비운동, 30-50분간 본 운동, 5-10분간 정

리운동 등 총 1시간 정도로 이루어지며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고령인 경우에

는 운동시간을 짧게 끊어서 간에 여러 번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운동 강

도는 운동부하 검사 결과를 토 로 결정하며, 목표심박수(Target heart rate)

계산법이 가장 많이 사용 된다. 목표심박수 계산법은 [목표심박수=(최 심박

수-안정심박수)x(40-85)%+안정심박수]로써 목표심박수 강도로 운동을 하되

환자의 발병 시기 상태에 따라 40%에서부터 85%까지 진 으로 강도를

높여 나간다. 유럽지역에서는 주로 와트(watt) 단 를 사용하는 자 거 에르

고메터로 운동부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목표심박수에 도달한 와트( 는

METs)를 기록하여 그 값의 40-80% 범 에서 운동 강도를 정한다. 주

방법으로는 운동 자각 지수(Rate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이용하여 운

동 강도를 정하며 특히 이는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는 환자, 부정맥환자 등 심

박수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일반 으로 ‘약간 힘들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잘 회복된 험군 환자는 그 보다 조 더 센 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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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운동 횟수는 주 3-4회가 당하나 환자

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김철, 2011).

제 3기 심장재활은 운동에 따른 험성이 히 감소된 안정된 환자들에

게 용되며 개 발병 후 2-4개월경에 시작되어 평생 꾸 히 지속해 나가도

록 해야 한다. 이 때 부터의 운동에는 의료진의 감시나 모니터링이 필요치

않으나 허용되는 운동의 종류, 운동 강도, 스스로 모니터 하는 방법, 합한

운동 자각 지수 등이 포함된 운동 처방에 따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가

운동을 하게 되며 정기 으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운동시간은 충분히 즐

거워야 하며 1-1.5시간씩 주 3-4회 시행한다. 운동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얻어진 많은 운동의 효과들이 수 주 안에 소실되므로 운동을 꾸 히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운동이 개인의 여가 취미 활동의 일부가 되도록 유도

한다. 운동은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에 마련된 유산소 운동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 강도 조 자기 감시의 개념을 잘 이해하

고 조 할 수 있다면 학교 운동장이나 워킹트랙, 가 르지 않은 등산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김철, 2011).

운동 에 생긴 심근경색을 포함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할 사고는

5만 명에서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 으며 150만 명 환자 단 2명만

이 사망하 다. 2007년 AHA의 보고에 의하면 운동을 하던 심정지, 심근

경색증, 사망, 심장합병증 같은 사고는 6만 명에서 8만 명 환자 1건 정도

로 발생한다. 연구에 의하면 운동 심장으로 인한 사고는 5만 명당 1명 정

도로 발생하며 100만 시간당 1.3건의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하 다. 이러한 연

구 결과에 따라 운동 로그램의 운동 단계와 험 단계에 한 주의가 필요

하다. Class A환자는 운동으로 인한 심장 사고가 생기지 않는 건강한 환

자이고 Class B환자는 안정성 심장질환 환자로서 활발한 운동에도 합병증

발생이 낮은 환자들이며 Class C환자는 몇 번의 심근경색 심정지를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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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환자로서 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Class Ⅲ, Ⅳ에 해당하며

운동 에 합병증 발생 험이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Class D환

자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불안정 심증 환자 수술이 필요한 환자로

운동재활에 의뢰되는 환자는 Class B, Class C 단계이며 감시 하에서 운동

범 가 결정되어야 한다. 운동으로 상해의 험이 있는 Class C단계 환자는

운동 처방을 받은 후 어도 8-12주 정도의 의학 감시가 이루어지는 로

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험도가 낮은 환자도 의학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

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험도가 낮은 환자에 있어서는 가정기

반 자가 리 로그램도 그룹으로 진행될 때 이행율이 높아지며 안 하고

효율 인 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Wenger, 2008).

2) 심장재활 로그램의 유형

Taylor & Anderson(2015)에 의하면 운동이 심장재활에 있어 필수 이지만

건강한 생활습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트 스 감소를 한 상담 등 정

신 인 재가 포함된 통합 인 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 오로지 운동

로그램을 제공하던 형식에서 험요인의 수정, 식이요법, 정신 인 요인이 포

함된 리가 필요하며, 심장재활 로그램을 받아야하는 환자군을 확 시키

고, 병원기반 는 센터기반에서 벗어나 가정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을 병행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심장재활 로그램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건강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재입원율, 건강 련 삶의 질, 경제

측면의 고려 등과 같은 결과 지표를 제시하는 추세로 심장재활 로그램은

다학제간 통합 로그램으로 발 을 하 다.

AHCPR에서는 구조화된 감시가 이루어지는 재활 로그램에 참여하는 비

율이 낮기 때문에 안정성 심장질환자에게는 기존의 감독이 있는 그룹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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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재활 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원격 진료 등의 로그램에 하여 권고

하고 있다. 2005년 AHA에 의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활 로그램

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스 매니 로서 활동하

거나 헬스 어 제공자에 의해 그룹 로그램을 운 하는 방법, 인터넷 기반

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로그램에 한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가정기반 재활 로그램

참여율이 6개월 동안 72%에 달하고 4년 동안 41%가 지속된 것을 볼 때 가

정기반의 심장재활 로그램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Wenger, 2008).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심장재활 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의 연구에서는

운동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거나(Taylor et al., 2004), 일차

인 방 로그램 는 다학제간 재들이 많았으나 간호사에 의한 카운슬

링이 포함된 간호사 심의 병원차원 심장재활 방 로그램이 실용 이면

서도 험요인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 등 방을 한 목표달성에 훨씬

효과 임을 알 수 있다(Jorstad et al., 2013).

Fernandez, Rajaratnam, Evans, & Sprizer(2012)는 3차 교육 병원의 심장

재활 로그램에 참석한 환자들이 세운 목표에 해 조사연구를 진행하 는

데 실제 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심장재활 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는 요한 변수이며 세워진 목표에 하여 측정하고 기록함으로써 목표달성

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하 다. 심장재활 로그램에 참여한 환자가 세

운 목표는 험요인의 감소, 증상 호 , 정신건강 증진, 정상 생활로의 귀환

을 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험요인의 감소와 련된 목표를

세우는데 82%가 걷기, 건강한 모습 되찾기, 운동증진 같은 신체활동에 한

것들이었다. 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험인자가 있음에도 수정 가능한 목

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가 상동맥질환의 험요인이 무엇

인지 잘 모르거나, 자신이 험 요인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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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조 , 콜 스테롤 조 , 주, 당뇨조 같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임상

으로 상동맥 험요인과 부합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흡연, 비만,

스트 스에 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제 로 목표를 설정하지 못 할 뿐 아

니라 심장재활 로그램은 운동이 표되는 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어 운동에 해서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환자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Fernandez et al., 2012).

Janssen, De Gucht, Dusseldorp, & Maes(2012)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상동맥질환자의 자가 간호가 생활습 변화에 미친 향에 한 연구 23

편의 연구에 하여 체계 인 고찰과 메타분석을 한 결과 모든 사망률과 심장

사, 치명 이지 않은 심근경색재발, 재입원률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생

활습 변화를 한 로그램이 험요인수정에 효과 이며 건강행 를 33.7개

월 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 다. Janssen, De Gucht, Exel, & Maes(2014)

는 목표 설정, 자가감시, 계획, 피드백 등의 Self-regulation 테크닉이 식사와

운동행 등 생활습 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큰 효과를 보 다고 하 다.

Janssen et al., (2014)은 건강행 이론에 근거하여 자가 리, 동기유발 인터뷰,

7회로 구성된 교육, 가정에서의 건강이행으로 구성된 비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A Self-regulation lifestyle program’이 운동을 장기간 지속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 다. 장기 으로 건강행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6개월, 15개월 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

에 의하면 압, 허리둘 , 운동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신체활동 운동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 지속 으로 생활습 의 변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기반 로그램을 제

공하는 등과 같은 지속 인 찰과 지도로 환자를 도울 것을 제언하고 있다.

Fernandez, Davidson, Griffiths, Juergens, & Salamonson(2009)은 상동맥질

환자들이 퇴원 후 자가 간호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 설정과, 자가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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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자,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 ‘Health-related lifestyle self-management

(HeLM) intervention’이 퇴원 후 자가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며 생활습 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험요인을 수정하고 생활습 의 변화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하여 동기 유발 인터뷰와 그룹 교육, 과제를 주는 것이 효율 이

며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 환자가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비용 효과 인 측면과 만족도 측면을 고

려한 Home-based Cardiac Rehabilitation과 Center-based Cardiac

Rehabilitation의 사망률, 삶의 질, 연, 운동 능력, 압, 콜 스테롤, 병원 불

안 우울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험 심장질환 환자는 운동능력,

압, 콜 스테롤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 이 없었으므로 Home-based

Cardiac Rehabilitation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 이다(Jolly, Taylor,

Lip, & Stevens, 2006). 그러나 가정 는 센터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의

상자들에게서 운동능력이 향상되었을지라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하여 상자의 1년 후 운동능력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센터기

반 심장재활 로그램 상자들의 운동능력은 감소하 지만 두 군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상자가 운동 트 이

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가정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은 최소 1번은 감시 하에 시행하도록

하고 1주에 3-5번, 20-60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는 가정에서

5분 정도의 비 운동, 목표 심박수에 오르도록 20-60분 정도의 본 운동, 5분

정도의 정리 운동을 목표심박수와 운동 자각지수를 측정하며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Ramadi et al., 2015).

한 심리정서 인 역이 포함된 ‘Chronic Angina Self Management

Program’에 한 연구에서 간호사에 의하여 매주 2시간씩 6주 동안 가족과

함께 로토콜에 맞추어 테이 에 의한 교육, 발표, 문제해결 기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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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 한 결과 3달 후 삶의 질, 통증, 스트 스에 유의한 상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McGillion et al., 2008).

O’Neil et al.,(2014)은 화상담 로그램 ‘ProActive Heart’가 환자의 참여

를 이끌어 내어 건강 행 를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하 으며 정신

인 상담이 함께 제공 되어 진다면 불안 우울에 효과 이라고 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AHA에서는 짧은 입원 기간 외래 진료로 인하여 심

장 재활 이차 방 로그램이 보다 더 요해지고 있으므로 심장 재활이 필

요하나 참석하지 못하는 상동맥질환자들이 더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AACVPR에서 권고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 양질의 다양한 로그램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로그램으로는 ‘Hybrid program’,

Facility-based intervention’, Physician-supervised/Nurse-case-managed

intervention’,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 Disease management and life

style health coaching intervention’등이 제시 되고 있으며 이는 자가보고 형

식, 화, 인터넷, 지역사회 시설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Balady et al., 2011).

3) 심장재활 로그램의 참여 진 요인 장애 요인

성공 으로 심장재활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상동맥질환의 험요인을

조 하고 기존에 습 으로 행하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생활습 을

수정하고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Miller, Wikoff, McMahon, Garett, &

Smith, 1990; 이 진, 2007). 상동맥질환은 건강행 가 장기간에 걸친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을 때 가장 효과 으로 리될 수 있는 만성질환이며 체

조 , 운동, 연, 약물 수와 같은 통제를 함으로써 건강행 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건강행 는 잘 실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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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 Leclerx, Erskine, & Linden, 2005). 김남 와 최경옥(2006)은 허

성 심장질환의 재발원인이 되는 죽상경화증의 험요인은 퇴원 후 생활습

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환자의 지 , 인지 능력에 맞

추어 면 면으로 개별교육을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으며 지 까지 임상

장에서는 책자와 집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부분이어서 치료지시에 한

이행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 다.

최근 미국심장학 회의 ‘ 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심장 발작과 사망 방 보

고서(AHA consensus panel statement : Preventing Heart Attack and

Death in Patients with Coronary Disease)’에 의하면 험요인을 감소시켜

심근경색증 환자의 임상상태를 개선하기 하여서는 환자의 건강행 이행이

핵심 요소이며 성공 인 심장재활 로그램은 환자의 이행정도에 달려 있다

고 한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삼분의 일 정도에서 장기 으로 험요인을

이고자 재행 를 지속하며 의사, 간호사, 양사 등 에 의한 재를 외래

기반 는 일차 의료기 에서 시행하거나 화방문을 이용하여 리하 을

때에 참가하는 환자가 증가하 다(Smith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동맥질환자들의 건강 련 행 변

화율은 매우 조한 편이어서 상자들의 행 변화를 일으키는데 요한 요

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의하면 사회 지지의 감소(Schulz et al., 2008)와 우울

이 심장재활 훈련의 주요한 탈락 원인이라고 하 다(송 숙, 2009).

퇴원 후 건강행 이행정도를 추 한 연구에 의하면 퇴원 1개월 이후부터

이행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Miller et al., 1990) 실제로 많은 환자들

이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습 변화에 성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Castelein

& Kerr, 1995). 심근경색증 환자의 운동에 한 이행 정도는 심장재활 로

그램에 참여 후 6개월이 되면 30-40%가 탈락하고 1년이 되면 40-50%의 탈

락률을 보인다고 하 다(Oldridge, 1991). 국에서는 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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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이 심장재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Clark, Barbour, White, &

MacIntyre, 2004), 참석을 했을지라도 지속하지를 못하여 3개월 내에 20%가

탈락하며 6개월 내에는 40%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eury, Lee,

Matteson, & Belyea, 2004). 한 치료 시작 후 1개월 동안의 이행은 장기

인 이행을 한 강력한 측인자이기 때문에(Kribbs et al., 1993; Wadden et

al., 1992) 조한 이행율을 높일 수 있는 재 략이 필요하다.

특히 상동맥질환자는 행 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만성질

환 군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생활습 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 자신의

행 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생활습 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Rollnick, Heather,

& Bell, 1992).

한 건강행 를 지속 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생활습 변경에

한 환자의 비와 수용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진이 일방 으로 재를 제공하

는데 문제가 있다(Smith et al., 2006). 환자가 변화의 필요성, 변화시킬 행

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ollnick et al., 1992).

이에 Motivational Interviewing은 만성질환자의 건강행 를 수정함으로써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 공감, 양가감정의 표출, 변화로

인한 결과제시, 자기효능감 증진 등의 과정이다(Mason & Butler, 2010).

Motivational Interviewing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rapport를 형성하고 신뢰를 다지며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Miller

& Rollnick(2002)은 이 단계를 OARS ‘Open-ended questions, Affirming our

patient, continuous Reflective listening, and Summarizing’으로 설명하 는데

개방형 질문과 정 받아들임, 공감 경청, 요약정리의 순으로 환자와

화를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화를 한 비가 되어 있으며 동기

유발이 고조된 단계로써 D.A.R.N.(Desire: ‘I want to change’, Ability: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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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t’, Reasons: ‘This will affect my health’, Need: ‘I must do it’)으로 표

되는 단계이다(Miller & Rollnick, 2004).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성 상동맥질환자에게 심장재활 로그램이 필수

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용률이 10-20%로 낮

고, 등록한 후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등 지속율이 낮은데 다른 원인은 동

기 부족, 비용 부담, 로그램의 제한 때문이다(Evenson & Fleury, 2000). 미

국의 경우 심장질환 환자나 심부 환자의 30% 이상이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 유색인종, 65세 이상 특별히 75세 이상의 환자, 의료 보험

이 없는 환자는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매우 조하다

(Wenger, 2008). 동반질환이 많을수록, 경제 인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한

심장재활 기 이 멀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며 다른 주된 요인은 의사에 의

한 의뢰율이 낮을 때, 환자에게 동기부여가 안 될 때, 부 당한 보험수혜, 지

역 으로 근성이 떨어지는 심장재활 장소 등의 이유로 참여율이 낮아진다

(Wenger, 2008).

한 환자의 질병에 한 신념, 동기, 감정 등 수정 가능한 정신 인 요인

이 참여율에 향을 미치며 이는 질병에 한 인식, 자기효능감, 흡연, 운동,

식이 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Herber, Jones, Smith, & Johnston, 2012).

심장재활 로그램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탈락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

하면 질병에 한 인식, 성별, 정신 인 문제, 삶의 질이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189명의 환자가 6주간 재활 로그램에 등록되었으나 147명

의 환자가 심장재활 로그램을 완료하 고 22%에서 심장재활 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 는데 이는 여성, 은 환자, 병원 불안 우울 척도가 높은 환

자 다(Yohannes, Yalfani, Doherty, & brundy, 2007).

이 외에도 의사의 처방, 질병, 보험, 자기효능감, 재활 로그램의 효과, 재

활기 의 근성, 거리, 재활에 한 생각, 동기유발, 가족의 지원, 사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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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기존 감, 직업, 나이, 여성, 교육의 정도, 심증, 경제사정, 일, 시간 부

족, 여가 활동으로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의사의 지지 의뢰 부

족으로 환자들은 재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 을지라도 지속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y et al., 2002).

이러한 장애요인을 사회 생태학 으로 분류하면 개인 내 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조직과 규정에 의한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며 개인 간

문제는 가장 은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의 인지부족 외에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재활 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지속하지 못

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Evenson & Fleury, 2000).

미국에서는 교육과 카운슬링을 포함하여 12주 동안 3회에 한하여 36회까지

심장재활 로그램을 보험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로그램에 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뢰, 등록, 시행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사가 의뢰를

활발히 할수록, 상자의 교육수 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로그램

에 쉽게 근할 수 있을 경우, 기혼일 경우에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 다.

장소가 멀거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경우 참여율이 조해지나 의사에

의하여 심장재활 로그램의 참여율은 가장 많이 변화될 수 있다(Jackson et

al., 2005).

3.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

자가 간호는 개인의 삶,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하여 상자 스스로가 주

도하고 수행하는 행 이며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있어 요한

향을 끼치는 건강 지향 이고 통합 인 개념으로 자신의 건강 리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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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하므로 상동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리하고 성질환을 방

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 인 략이다(Orem, 1985).

만성질환의 자가 리는 기존의 건강 련 정보만 제공하던 환자교육과는

달리 만성질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인지 의사결정이 포함된 자가 간호의 한 요소로서 증상에 한 반응이며

(Riegel, Carlson, & Glaser, 2000), 자가 리 행 는 증상과 체 , 압 등을

스스로 모니터하고 이에 따라 치료계획을 이행하는 행 로써 목표를 달성할

때 정 인 자기강화가 이루어져 자기 리 행 를 더욱 효과 으로 달성하

게 된다(Dunbar, Jacobson, & Deaton, 1998). Becker & Levine(1987)은 환자

역할 행 는 질병에 이환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려는 욕구와

목 의식을 가지고 취하는 행동으로 치료를 받은 후 환자가 의료인 의료

기 과 장기 으로 하면서 투약, 식이, 운동, 습 , 정기검사 병원방문

등의 처방을 실행하고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Miller

et al., (1990)에 의하면 상동맥질환의 발생과 재발을 방지하기 해서는 기

본 으로 생활습 을 바꾸고 상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리하도록 하는

환자역할 행 의 이행이 요하다고 하 다.

평생 동안 자가 간호를 통해 건강이행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때 죽상경화

의 진행을 막고 질환의 재발과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조원정 등, 2010; 이

휘, 김화순과 조의 , 2002). 상자가 자가 간호 역량을 향상시킬 때 일상생

활 능력이 증 되고 보다 정 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각하게 되며 궁극

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Naylor et al., 2004).

심근경색증 발병 후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에 한 두려움과 지식 부족으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하와 건강행 불이행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Conn, Taylor, & Wiman, 1991), 문제에 한

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달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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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생활습 으로 변화시켜 자가 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하 다(김남 와 최경옥, 2006).

상동맥 재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자가 간호 이행에 향을 끼치는 요

인에는 소득 수 자존감 지지와 같은 사회 지지 정도가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조 이 필요한 자가 간호는 사회 계를 통하여

변화가 유도되어야 하는데 사회 지지의 감소는 상자들의 자가 간호 이행

에 부정 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조원정 등, 2010). 소득수 이 낮은 취

약한 그룹을 해 자가 간호 교육, 심장재활 로그램의 보험 용, 상동맥

질환자를 한 지역사회기반의 자가 간호 서비스개설 국가보건에 한 정

책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고, 자존감 지지를 한 사회참여, 회상요법 등

의 심장재활 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다.

상동맥 재술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병원방문, 부부생활 등의

환자역할 이행정도가 호 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흡연, 음주, 운동, 일상생활

역 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경

자, 유 정과 이희주, 2010).

그러므로 경피 상동맥 재술을 받은 후 재 착 발생과 합병증 방을

해 개별화된 환자역할 행 를 하게 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재발방지를 하고

국가 인 측면에서는 질병치료 건강 리 비용을 효과 으로 일 수 있으

며 개인 인 측면에서도 질병경과에 따른 불안감, 좌 감, 신체활동 제한, 직

장복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김순희와 이선희, 2014).

따라서 스텐트를 삽입한 상동맥질환자에게 퇴원 직후부터 동기부여를 하

는 것이 필요하며 기에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퇴원 시 환자

역할 행 이행 정도가 낮은 군을 상으로 자가 간호 이행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이고 개별화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강경자와 유수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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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 기틀

본 연구의 이론 기틀은 Wilson과 Clearly(1995)에 의해 개발된 건강 련

삶의 질 모델(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Model)을 기 로 하

다<Figure 1>.

AACVPR에서는 심장재활 로그램의 목표를 신체 , 정신 , 사회

직업 상태를 회복시켜 최 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며(Shephard &

Franklin, 2001), AACVPR, North Carolina Cardiovasculary Rehabilitation

Association(NCCRA)에서는 재활 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심장재활 로그램의 효과를 삶의 질로 평가한 연

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 질환자 같은 만성질환자에게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는 질 인 삶의 이며 의료인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법을 개발하고 수행하여 환자들이 보다 질 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이은 , 탁승제와 송 숙, 2005).

이에 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가정 연계 자

가 리 로그램을 용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Wilson과

Clearly(1995)에 의해 개발된 건강 련 삶의 질 모델(HRQoL Model)을 기

로 하 다.

Wilson과 Clearly는 질병의 원인에 을 두는 임상 패러다임과 환자의

기능과 반 안녕에 을 두는 사회과학 패러다임을 통합하는 모형으

로 생물학 ‧생리 요인, 증상, 기능 상태, 반 건강지각, 삶의 질이 연

속 으로 구성되어 있는 HRQoL Model을 구축하게 되었다.

Wilson과 Cleary(1995)의 건강 련 삶의 질 개념 모델은 Sousa, Holzemer,

Henry, & Slaughter(1999)가 AIDS 환자, Wettergren, Björkholm, Axdorph,



- 32 -

& Langius-Eklöf(2004)가 호지킨 림 종 환자, Höfer et al., (2005)가 상동

맥질환 환자, Krethong, Jirapaet, Jitpanya, & Sloan(2008)가 심부 환자에

한 연구를 하여 다양한 질환자를 상으로 연구되어졌다.

그러나 Wilson과 Cleary의 HRQoL Model이 생물학 ‧생리 요인, 증상,

기능 상태, 반 건강지각, 삶의 질의 5가지 단계는 명확하게 정의하 지

만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 는데(Krethong et

al., 2008), Ferrans, Zerwic, Wilbur, & Larson(2005)가 간호와 보건 간호에서

건강 련 삶의 질 개념 모델의 활용을 해 Wilson과 Cleary의 HRQoL

Model에서 3가지를 수정하여 제시하 다. 첫째 생물학 기능이 개인 , 환

경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화살표를 추가하 고, 두 번째는

Nonmedical factors를 삭제하 으며 세 번째는 개념들 간의 계성을 제한하

는 화살표 의 수식어를 삭제하 다(Ferrans et al., 2005)<Figure 2>.

이로써 Ferrans et al., (2005)의 수정 모델은 생물학 ‧생리 기능을 생물

학 기능으로 명명하고 검사결과, 신체사정, 의학 진단이 포함되는 생물학

기능은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에 향을 받으며 이는 증상에 향을

끼치고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Bakas et al., (2012)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에 한 체계 고찰에 의하

면 Wilson과 Cleary의 HRQoL Model에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을 명확

히 정의함으로써 건강 련 삶의 질을 더욱 잘 설명한 Ferrans et al., (2005)

의 수정 모델이 건강 련 삶의 질 연구와 임상 용에 있어서 가장 유용할 것

이라고 하 다.

그러나 Ferrans et al., (2005)의 수정 모델에서 건강인지는 건강에 한 다

양한 측면의 주 인 평가이므로 삶의 질의 인지와 개념이 유사하다고 생각

하여 건강인지를 신하여 건강행 를 포함시켜 이론 기틀을 제시한 김유

정(2014)의 상동맥 재술 환자의 삶의 질 구조 모형 연구를 참고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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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지 신 건강행 를 포함시켰으며,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은 생리 요인, 증상, 신체 기능, 건강행 , 간강 련 삶의 질과 계가 있

는 것으로 연구의 개념 기틀을 완성하 다.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상동맥 질환자의 개인 요인, 생리 요인, 환경

요인을 외생변수로 하고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 건강

련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여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이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개념 기틀을 완성하 다<Figure 3>.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을 토 로 개념과 변수를 구체화시키고 연구에서 직

사용될 구체 인 연구도구를 선택하기 한 과정으로 각 개념의 하 구조

를 기술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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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Wilson

& Cleary(1995)

Figure 2. Revised Wilson and Cleary model for HRQoL by Ferrans, Zerwic,

Wilbur, & Lars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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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 work of this study

Construct Determinants Outcome

Concepts Characteri-

stics of the

individual

Characteri-

stics of the

Biological

function

Characteri-

stics of the

environment

Symptom

Status

Functional

Status

Health

Behaviors

Overall

Quality

of Life

Variables Sociodemo-

graphic

factors

Disease

related

factors

Social

support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mpirical

indicates

Sociodemo-

graphic

factors

Risk factor

index

MSPSS HADS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SAQ

Table 1. Theoretical su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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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개발을 한 설계는 다음

과 같이 진행 되었다. 먼 국내외 문헌검색 고찰을 통하여 재 국내외

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장재활 로그램의 운 효과를 악하 다.

1단계 병원기반 로그램은 표 지침에 근거하여 재 일개 심장 병원에

서 다학제간 근으로 용하고 있는 건강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그

램을 검토 후 사용하 다.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개발을

하여 퇴원 후에 상동맥질환자가 자가 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주도로

개별 건강 상담을 통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 다. 이후 화 상담을 통하여 건

강문제와 설정된 건강행 목표 이행을 검하 으며 첫 번째 외래 방문 후 약

1개월, 2개월 시 에 해피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진

행하도록 계획하 다. 마지막으로 1차 외래 방문 시 건강상태 자가 리에

한 상담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상담기록지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계획하

다. 상동맥증후군 발병 이후 퇴원 후 1개월부터 이행정도는 감소하기 때문

에 퇴원 병원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을 시작하 으며 퇴원 후 2-3주 이내에

1차 외래 방문을 하고 약 3개월 시 에서 2차 외래 방문을 하도록 구성하 다.

개발된 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을 해 문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 심

장 병원 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에 의해 자문을 받았다.

타당성 검증 후 연구자가 연구 보조자에게 연구의 목 방법을 설명하

고 목표 설정, 화 상담, 건강 상담 설문방법에 하여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하여 일 되게 재가 제공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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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럿 테스트를 통해 로그램의 반 인 이해 정도를 평가하 으며 조

용한 상담실로 교육장소를 결정하 다.

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4>.

국내 심장재활에 한 연구 문헌검색

국내 심장재활 로그램 분석,

국외 심장재활 로그램 문헌 고찰, 표 지침 참조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 개발
(1단계 병원기반 로그램: 재 로그램으로 용,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개발)

1단계 병원기반 로그램
문가 집단의 자문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 수정

연구보조자 교육, 일럿 테스트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 용

Figure 4.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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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스텐트 삽입술을 한 상동맥질환자에게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써 비 동등성

조군 후 시계열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용하고 종속변수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하여 두 군을

상으로 사 조사를 한 후 실험군에게는 심장재활을 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제공하고, 조군에게는 일반 인 심장재활 로그램

을 제공하여 퇴원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외래 방문 시 환자의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을 반복 측정하여 효과를 검

증하 다<Table 2,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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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

-up

Admi

-ssion
CCU

Inter-

vention

Dis-

charge

1st OPD

(About
11 days

after Pretest)

1st-2nd OPD

(About
1 & 2 months
after 1st OPD)

2nd OPD

(About
74 days

after 1st OPD)

E E0 X1 X2, E1 X3 E2

C C0 R C1 C2

Table 2. Research designⅠ

E : Experimental group

C : Control group

E0, C0 : Sociodemographic Factors, Disease related Factors, Social Support,

Risk Factor Index,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1, C1 :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2, C2 : Disease related Factors, Risk Factor Index,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X1 :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X2 : Individual counseling

X3 : Telephone counseling

R : Routin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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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입원 퇴원 재

1st OPD

(사 조사 후 약 11일)

1st-2nd OPD
(1st 외래방문

약 1달 후, 2달 후)

2nd OPD

(1차 외래 후 약 74일 )

실험군 - 설문지

‧일반 특성(12문항)

‧사회 지지(12문항)

‧불안 우울(14문항)

‧신체기능 상태(9문항)

‧건강행 (30문항)

‧삶의 질(10문항)

- 증례기록지

- 험요인 사정표

-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건강 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그램

‧개별상담 목표설정

‧퇴원 후 화 상담

‧외래 방문 시

건강 상담

- 설문지

‧불안 우울(14문항)

‧신체기능 상태(9문항)

‧건강행 (30문항)

‧삶의 질(10문항)

- 화 상담

- 필요시

환자가 직

화 상담

- 설문지

‧불안 우울(14문항)

‧신체기능 상태(9문항)

‧건강행 (30문항)

‧삶의 질(10문항)

- 증례기록지

- 험요인 사정표

조군 - 설문지

‧일반 특성(12문항)

‧사회 지지(12문항)

‧불안 우울(14문항)

‧신체기능 상태(9문항)

‧건강행 (30문항)

‧삶의 질(10문항)

- 증례기록지

- 험요인 사정표

- 일반 퇴원 간호

로그램

- 설문지

‧불안 우울(14문항)

‧신체기능 상태(9문항)

‧건강행 (30문항)

‧삶의 질(10문항)

- 설문지

‧불안 우울(14문항)

‧신체기능 상태(9문항)

‧건강행 (30문항)

‧삶의 질(10문항)

- 증례기록지

- 험요인 사정표

Table 3. Research desig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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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상동

맥질환을 진단받고 환자실에 입실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유한

모집단으로 하여 상자 선정기 에 맞는 환자에게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설명 후 참석하기로 동의 한 상자를 실험군

으로 하고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자를 조군으로 하여 약 3개월간 향

연구를 실시하 다.

상자 선정기 은

1)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2) 상동맥질환자 스텐트 삽입술을 성공 으로 시술받은 환자

3) 외래를 통해 추후 리를 받을 환자

3) 부정맥이나 심부 등의 합병증이 없는 환자

4) 의식이 명료하고 국문 해독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환자

5)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로 하 다.

집단별 표본 수는 Cohen(1988)의 공식에 근거하여 추정하 다. 본 연구 설

계는 두 집단의 세 시 에 한 반복측정으로 설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

로 구하 다. 효과크기를 .40으로 하고 유의수 (α)을 .05, 검정력을 .80으로

하여 산출한 표본 수는 집단별 18명으로 총 표본 수는 36명이었다. 그러나

약 3개월간의 향 추 조사기간 상자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실

험군과 조군에 각각 20명씩 할당하여 총 연구 상은 40명을 모집하 으며

자료 수집서 계획 로 진행되지 않은 7명(실험군 4명, 조군 3명)의 상자

는 도탈락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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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도구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

하 다<부록 5>.

(1) 일반 특성

키, 체 , 결혼상태, 동거인, 교육정도, 직업, 경제 상태, 운동의 종류 횟

수, 흉통 수를 조사하 다.

(2) 증례기록지

질병 련 특성 생리학 지표를 알아보기 하여 증례기록지를 이용하

여 진단명, KILLIP Class, 동반질환, 상동맥 재술 시행일, 착 수

부 , 압,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LDL, LVEF, Blood

sugar, BMI 등을 조사하 다.

(3) 상동맥질환 험요인 사정표

Cleveland Parma Cardiac Rehabilitation Center에서 미국 심장 회의 기

에 따라 개발한 상동맥질환 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송라윤과 이해정(2000)

이 국문으로 번역한 상동맥질환의 험요인 사정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에는 나이, 성별, 가족력에 한 불변 험요인과 수축기 압,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흡연, 비만, 당수치, 당뇨병 가족력, 스트

스 처, 운동에 한 가변 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한 기 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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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총 을 계산하여 사용하 다. 각 험요인은 0 에서 5 으로 가 치에

따라 수화되어 수가 높을수록 심 질환 험요인이 많음을 의미하며

수의 분포상 10 이하는 심장병 험이 거의 없음, 11-19 이하는 험

정도가 매우 낮음, 20-29 은 건강향상의 필요가 약간 있음, 30-39 은 건강

향상의 필요가 있음, 40-49 은 건강향상의 필요 많음, 50 이상은 즉시 건

강향상을 하여 치료가 요망되는 상태이다.

(4) 사회 지지

Zimet, Dahlem, Zimet, & Farley(1988)이 개발한 사회 지지를 측정하는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작권자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복순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2

문항으로 가족의 지지 4문항, 친구의 지지 4문항, 특별한 사람(의사, 간호사)

의 지지 4문항이며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는 12-6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5) 불안 우울

Zigmond & Snaith(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HADS는 작권자인

GL Assessment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MAPI RESEARCH TRUST에  한

국어로 번안된 도구 사용료를 지불한 후 승인을 받아 측정하 다. HADS는

총 14문항으로 불안 역이 7문항(HAD-A) 우울 역이 7문항(HAD-D)으로

4 척도로 평가한다. 불안과 우울의 수 범 는 각각 최 0 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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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총 이 0

에서 7 이면 정상, 8 에서 10 이면 경증, 11 이상은 증의 불안 우

울로 본다(Snaith, 2003).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s α 는 .86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 .63, 우울 .59이었다.

(6) 신체 기능

Spertus et al., (1995)가 개발한 Seattle Angina Questionnaire(SAQ)를

Cardiovascular Outcomes Inc. 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SAQ-Korean 측정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SAQ는 총 19문항,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

상생활 활동 시 허 성 심장질환의 임상증상으로 인한 제약정도를 측정하

는 신체활동제한 역으로 측정하 다. 혼자서 옷 입기, 집안에서 걷기, 샤워하

기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 뿐 아니라 언덕이나 1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빠른 걸음으로 100미터 이상 걷기, 달리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격렬한 운동

참여하기 등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척도로 수를 합산한 후 100

만 으로 환산하며 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 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7) 건강 행

건강 행 는 건강을 리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한 행 로서(Pender,

1990), 송경자(2001)가 개발한 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 측정도구를 승인을

받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투약 4문항, 식이 13문항, 운동과

활동 8문항, 흡연 1문항, 외래 방문 등 추후 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통이다’에 편 되는 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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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상을 방하기 하여 4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 다. 수 범 는

30-120 이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행 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

었다.

(8) 건강 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Spertus et al., (1995)이 개발한 SAQ를 Cardiovascular

Outcomes Inc. 로부터 도구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승인을 받고 한국어로

번안한 SAQ-Korean 측정도구를 이용하 다. Cardiovascular Outcomes Inc.

SAQ는 총 19문항, 5개 역으로 구성되어 역별 사용이 가능하며 신체기능

상태에 하여 9문항, 심증에 한 증상, 빈도, 투약에 한 3문항, 치료 만

족도에 하여 4문항, 삶의 질에 하여 3문항으로 각 문항은 5 척도로 평

가하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 s α 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62이었다.

4) 자료 수집방법 차

(1) 연구 상자 보호 심사 원회 승인

본 연구는 S병원의 연구심의 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과제 승

인 번호: 4-2015-043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 다<부록 1>. 연구에 한

목 구체 인 차를 설명 후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았

으며<부록 2, 3> 연구 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결과는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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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었으며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 연구 상자는 심장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

은 후 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로서 선정기 에 합한 상자를 추출하여 병

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에 한 설명을 제공한 후 참여하기로 동의

한 상자를 실험군으로 일반 인 퇴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상자를 조군

으로 할당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미리 설문지에 하여 연구자에게 사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자와 함께 구

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실험군과 조군 모두 일 일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

다<부록 4>. 스텐트 삽입술이 끝난 후 두 군 모두에게 설문지와 증례기록

지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실험군에게는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을 제공하 고 조군에게는 일반 으로 퇴원 간호 시 제공되어 오던 교육을

퇴원 간호요약지와 약물정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 다. 실험군은 첫 번째 외

래 방문 시 상담실에서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과 상담을 같이 진행하 으

며, 매월 1회 화 상담과 필요시 환자가 직 화 상담을 할 수 있게 하

다. 두 번째 외래 방문 시 두 군 모두에게 설문지와 증례기록지를 이용하여

외래 상담실에서 조사하 다. 사 조사 후 첫 번째 외래 방문 시 까지 걸린

기간은 약 11일이었으며 첫 번째 외래 방문에서 두 번째 외래 방문 시 까지

걸린 기간은 약 74일이었다. 한 화방문은 첫 번째 외래 방문 약 1달 후

와 2달 후에 하 으며 상담시간은 5-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첫 번째 외래 방

문 시 상담시간은 평균 2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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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산처리를 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 편차로 구하 다.

(2) 실험군과 조군의 사 동질성 검정은 X²-test와 t–test를 이용 하 다.

(3) 통계 유의수 은 .05로 하 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추정하 다.

(5)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용 후 시간에 따른 실험군과

조군의 불안 우울, 건강행 이행,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은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 다.

(6) 본 연구의 분석 상군은 ITT(Intention to treat) 원칙에 따라 분석하

다. 종속변수가 탈락된 건은 LOCF(Last observation carrying forward)

원칙에 따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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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개발

1) 국내·외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문헌검색 고찰

본 연구의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개발을 하여 한국 교육학

술정보원, 국회 도서 , PubMed, Google scholar 검색 엔진을 통하여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의료분야의 학술지 학 논문 ‘심장재활’이라는

주제어로 검색된 자료를 수집하 다. 심장재활 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한 유

사실험 연구 에서 외과 수술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 선별하

으며 그 결과 24편으로 나타났다. 그 운동 로그램 없이 교육으로만

로그램을 구성한 12편의 연구와 단일군만이 연구된 2편, 재내용이 명확하

지 않은 1편을 제외하 고, 학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학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총 9편을 표본으로 선정하 다<부록 7>. 선정된 9편의

연구논문의 내용 분석기 은 AHA, AACVPR에서 권고한 심장재활 로그램

의 구성항목을 참고하여 연도, 상자수, 나이, 성별, 운동 로그램의 특징,

평가 기간, 통합 심장재활 로그램의 시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실

수와 평균값, 백분율의 통계기법을 사용하 다(Balady et al., 2000).

운동 로그램의 총 상자 수는 177명이었으며 평균 으로 약 20명 정도의

상자가 운동 로그램에 등록을 하 다. 평균 나이는 59.3세이었으며 상자

남자의 비율은 82%이었다. 운동기간은 6주 8주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9주이었다. 운동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간은 6주에서 24주까지 으며

평균 12주 후에 효과에 한 평가를 하 다. 운동의 빈도는 주 3회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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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 걷기, 트 드 , 자 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 고 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운동 로그램 이외에 교육 상담

을 같이 제공하는 통합 심장재활 로그램은 55%로 조사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약 3,000개 정도의 심장재활 로그램이 병원 등에서 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심장질환 유발 험인자의 수정과 신체 심리

회복과 더불어 삶의 질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 다(김남 와 최경옥, 2006).

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상으로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체계 고찰

과 메타 분석을 한 22개의 실험연구에 의하면 운동기반 심장재활과 운동을

제외한 심장재활 로그램을 비교하 을 때 운동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모든 사망률에 있어 20-25%의 감소 효과를 보

다(O’Connor et al., 1989).

그러나 최근 Taylor & Anderson(2015)는 운동이 심장재활에 있어 필수 이

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스트 스 감소를 한 상담을

제공하는 정신 재가 포함된 통합 인 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

Jolliffe et al., (2001)는 성 심근경색증으로 재성형술을 받은 8440명

환자를 상으로 한 32개의 무작 조군 연구로 이루어진 운동기반 심장재

활 로그램에 하여 고찰을 하 으며, 이후 심부 환자의 운동기반 심장

재활 로그램, 가정기반 센터기반의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비교 연

구, 심장질환자들에 한 정신 인 재, 심장질환자를 리하기 한 교육,

심장재활에 참여와 지속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 등에 한 고찰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 로그램 만을 제공하던 유형에서 험요인,

식이요법, 정신 인 요인이 포함된 재활 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심부 환자

뿐 아니라 심장재활 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환자군에게 확 시키고, 감독이

있는 병원기반 는 센터기반에서 나아가 가정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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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심장재활 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정책 입안자

들에게 재입원율, 건강 련 삶의 질, 경제 측면의 고려등과 같은 지표를 제

시하는 추세로 심장재활 로그램은 발 되었다(Taylor & Anderson, 2015).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 환자가 쉽게 근할 수 있고 심장재활 로그

램의 이용률과 지속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 인 측면, 비용 인 측면과 만족도

측면이 고려된 가정기반 심장재활 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Wenger, 2008).

한 간호사의 주도로 국내외 지침에 근거하여 로토콜을 활용한 건강한 생

활습 , 생리 험요인, 투약 이행 등에 하여 교육하는 병원기반 방 로그

램은 매우 유용하며 간호사의 상담이 심장질환의 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효과 인 재이며 병원의 재입원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Jorstad et al., 2013).

Fernandez et al., (2012)에 의하면 실제 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심장재활

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한 변수로서 환자 스스로 실제 험요인을

인지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수립한 목표에 해 측

정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달성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 다.

Wenger(2008)는 원격의료, 인터넷기반 로그램을 활용해 험요인을 수

정, 교육, 지도받을 수 있는 방법과 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행 이행을 진시키기 하여 동기유

발 강화를 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실제 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심

장재활 로그램을 운 하 을 때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 다.

2)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구성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은 국내외 문헌검색 고찰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재 시행되고 있는 심장재활 로그램의 운 효과를 악하

다. 서울시내 일개 상 종합병원에서 다학제간 근으로 제공되고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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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그램으로 구성된 병원기반 1단계 로그

램은 재 운 되고 있는 로그램을 용하 으며, 퇴원 후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운동을 비롯한 건강행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주도로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화 상담, 건강 상담이 포함된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심장재활 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 다<Table 4>.

(1) 건강 상태 평가

스텐트 삽입술 후 환자 개인별로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스텐트 삽입술 결과

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환자에게 상동맥 조 술과 스텐트 삽

입술 결과, 정확한 진단명과 병변, 개인의 험요인, 액검사 결과를 심장이

그려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먼 작성한 후 환자와 같이

심장그림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질병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 다.

(2) 교육 로그램

① 질병 리 교육

실험군에게 제공된 질병 리 교육은 서울 소재 일개 상 종합병원 심장내

과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튼튼한 심장, 건강한 ’이라는 교육용 책자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간호사가 교육을 실시하 다. 상동맥질환의 이해, 시

술부 리, 상동맥질환과 련된 험요인 리, 건강한 생활습 , 가

정 내 운동, 복약지도, 응 상황 처법, 정기 진료 일상생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약 30분 정도이고 장소는 조용하며 편안한 심장

병원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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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할 수 있는 분 기에서 시행하 다. 교육 후 소책자와 진단 치료

부 를 설명한 심장그림은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 다<부록 6>.

② 양 리 교육

양교육은 양사에 의해 교육을 시행하 으며 서울 소재 일개 상 종합

병원 심장내과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식습 조사지를 활용하여 환자의 식

습 을 평가하고 스스로 자신의 식습 을 인지하게 하 다. 올바른 식습 을

한 식사요법 교육은 이상지질 증, 제한해야 할 음식, 섭취가 필요한 음식,

1일 식사섭취량, 체 리,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에 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질병 리 교육과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 다. 교육시간은 약 30

분 정도 소요되고 소책자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교육하 다. 교육 후 소책

자는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 다<부록 6>.

(3) 운동 로그램

운동 로그램은 스텐트 삽입을 한 상동맥질환자가 퇴원하여 시행할 수 있

도록 컨디셔닝 조 기본 체력 리를 한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

교육과 운동실습 운동처방에 하여서는 미국 스포츠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ACSM)에서 발간한 ACSM's resource manual

for guidelines for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ACSM's certification

review의 표 지침을 근거로 하 다.

운동 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는 텔 메트리를 이용한 심 도 모니터링 상

황에서 심장재활 물리치료사로부터 운동교육과 실습을 받았다. 운동교육은

상동맥질환 발생 의 환자 개개인에 한 생활습 , 운동여부, 체력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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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고 상동맥질환의 험증상 자각증상, 올바른 리와 방을 한 운

동법과 잘못된 운동법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별, 질환별

특성에 합한 운동방법을 추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실습은 환자

가 운동교육을 받은 후 앞으로 하고자 하는 운동 거주지 주변 환경에서 쉽

게 이용 가능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을 선택하여 심 도 모니터링을 하

면서 실제로 시행해야 할 운동을 체험하는 것으로 구성하 다. 실습을 하는 동

안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에 경험했던 자각증상의 개선 여부, 부정맥 허

성 증상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 으로 찰하며 시행하 다. 처방은 소책자를

이용하여 운동 명칭으로 하지 않고 운동 강도로 처방하 다. 소책자에는 운동

강도별 종류가 분류되어 있는데 강도로 구분을 지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 다. 한 환자가 디스크, 퇴행성 염 등의 기 질환을 가지고 있

을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할 운동에 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 다. 운동 종류

나 강도는 심증과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질환의 상태, 이용 가능한 가정 주

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처방하게 되지만 약 3-5 METs에 해당되는 운동을 실

시하도록 처방하 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운동은 좌식자 거이며 신 유산소

운동보다는 하지 유산소 운동이 호흡곤란이나 심장에 주는 부담이 낮기 때문

이다. 가장 운동효과가 좋고 역효과를 최소화 시켜주는 리컴번트 사이클 운동

은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호흡곤란이나 심장부담을 감소시키고 하지의

신 근을 주요하게 사용하게 하여 기능 재활효과가 높다. 칼로리 소비량은

처방받은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나 시속 5-6km의 속보는 1시간 동안 약

250kcal, 실내 자 거는 60-80RPM의 속도로 할 경우 1시간에 약 350kcal, 산

보는 약 400kcal를 소비하게 되고 소책자를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 다<부록

6>. 운동시간은 비운동 5-10분, 본 운동 30분 이상, 마무리 운동 5-10분을

하도록 교육하 으며 운동 자각증상이 있으면 즉시 단하도록 교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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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퇴원 후에도 환자가 변화의 주체로 자가 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생활습

변화의 필요성 변화시킬 행 를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하여 퇴원

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일 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여 생활습 을

변화시키고 건강행 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목표를 3-4개 설정하게 하 다. 이

때 환자가 제공받은 심장재활 로그램을 기 로 변화시킬 행 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Motivational Interviewing기법을 활용하 다. 개방형 질문

과 정 받아들임, 공감 경청, 요약정리의 순으로 환자와 화를 이끌었

으며 건강상태가 평가된 심장그림 자료에 구체 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수

립하여 기록한 후 집으로 가져가게 하 다. 장소는 운동 로그램 종료 후 심

장내과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며 상담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추후

화 상담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환자는 언제든지 화로 문의를

할 수 있고 외래 방문 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 후에도 지속

으로 리를 받을 수 있게 하 다.

(5) 퇴원 후 화 상담

환자의 자가 리를 도울 수 있도록 1차 외래 방문 후 약 1달 2달 후 1

회씩 화 상담을 하 고 2차 외래 방문 까지 총 2회 시행하 다. 필요시

환자는 언제라도 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화를 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재의 문제

에 하여 경청하 으며 환자 스스로 설정한 건강행 실천 목표의 시행

정도를 검하 다. 1차, 2차 화 상담 내용을 질병, 투약, 운동, 식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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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정서 상담, 외래 행정 차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는 해피

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다<부록 4>.

(6) 외래 방문 시 건강 상담

1차 외래 방문 시 건강행 실천 목표의 시행 정도를 검하고 환자의

문제를 상담하여 자가 리를 돕도록 하 다. 상담내용을 질병, 투약, 운동,

식이, 건강 행 , 정서 상담, 외래 행정 차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는 상담기록지를 이용하 다<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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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성 내용 방법

소요

시간

(분)

담당자

1단계

병원기반

로그램

(기존

로그램

용)

건강상태

평가

- 상동맥조 술 결과

- 시술 결과

- 진단명 병변

- 험요인

- 액검사 결과

- 식습

소책자,

설명

5-10 간호사

교육

로그램

- 질환의 이해

- 시술부 리

- 험 요인 리

- 건강한 생활 습

- 가정 내 운동

- 복약 지도

- 응 상황 처법

- 정기 진료 일상생활

- 이상지질 증

- 제한해야 할 음식

- 섭취가 필요한 음식

- 1일 식사 섭취량

- 체 리

소책자,

슬라이드,

교육

60 간호사/

양사

운동

로그램

- 운동치료의 필요성 효과

- 단해야 할 험한 증상

- 실제 가능한 개인별 운동처방

실제 운동

모니터링

30 운동

치료사

2-3단계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개발

로그램)

개별 상담

목표 설정

- 생활 습

- 식사

- 운동

- 스트 스 해소 취미 활동

인터뷰,

목표 설정

기록

15 연구자/

연구

보조자

화 상담

- 건강행 실천 목표달성

- 상담

화,

기록지

작성

1회/

월,총

2회

10-15

외래

방문 시

건강 상담

- 건강행 실천 목표달성

- 상담

상담,

기록지

작성
10-15

총 소요 시간 140-160분

Table 4.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Contents



- 57 -

2.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 검증

본 연구는 스텐트 삽입술을 한 상동맥질환자에게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원 입원 시부터 퇴원 후 2차 외래 방문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로그램을 용 후 우울 불안,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

행,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으며 우울의 감소, 건강행

이행의 증가, 건강 련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상자의 동질성 검증

상자의 동질성 검증은 인구사회학 특성, 질병 련 특성, 환경 특성,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종속변수로 검증하 다<Table 5>.

(1)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실험군 20명, 조군 20명으로 총 40명이며 남자가 29명

(73.0%), 여자는 11명(27%)이었으며 남녀의 비율이 약 3:1이었다. 실험군의 평

균 연령은 62.5세, 조군은 60.6세이었다. 체 상자의 연령은 34세부터 82

세 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11세 더 많았다. 동거인의 유무에 있어서는 실

험군 16명(80.0%), 조군 18명(90.0%)이 동거인과 함께 있다고 하 다. 교육정

도는 실험군 9명(45.0%), 조군 4명(20.0%)이 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직업의

유무에 있어서는 실험군 11명(55.0%), 조군 12명(60.0%)이 직업이 있다고

답하 다. 경제 상태에 있어서는 실험군 15명(75.0%), 조군 17명(85.0%)이 충

분하다고 응답하 다. 이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모든 변수에 하여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조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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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련 특성

연구 상자의 BMI 평균 수는 실험군 24.87, 조군 25.72이었다. 흉통의

평균 수는 실험군 3.20, 조군 1.70이었다. Total Cholesterol의 평균 수치

는 실험군 185.90mg/dL, 조군 169.70mg/dL이었다. Triglyceride의 평균 수

치는 실험군 142.05mg/dL, 조군 131.35mg/dL이었다. HDL의 평균 수치는

실험군 41.75mg/dL, 조군 42.60mg/dL이었다. LDL의 평균 수치는 실험군

115.10mg/dL, 조군 98.40mg/dL이었다. LVEF의 평균 수치는 실험군

62.04%, 조군 60.12%이었다. 당의 평균은 실험군 140.95mg/dL, 조군

127.60mg/dL이었다.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상자는 실험군 16명(80.0%), 조군 17명(85%) 이

었으며, 당뇨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각각 8명(40.0%), 고 압은 실험군

10명(50.0%), 조군 12명(60.0%)이 갖고 있었다. 재술의 횟수는 실험군은

평균 1.10번, 조군은 평균 1.40번 시행하 다. 착 수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평균 2개 이하 다. 상동맥질환의 험요인 사정표에 의한 불변

험요인의 총 은 실험군 평균 5.65, 조군 평균 4.95이었다. 가변 험요인

총 은 실험군 평균 17.05, 조군 평균 15.80이었다.

이상 질병 련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결과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환경 특성

실험군과 조군의 환경 특성을 사회 지지로 평가하 으며 실험군의

평균은 43.50, 조군의 평균은 40.75으로 두 군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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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종속변수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받기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

수에 한 동질성 검증은 우울, 불안,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행, 삶의 질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불안은 실험군 4.90, 조군 5.00이었으며 우울은 실험군 8.40, 조군 7.10

으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우울의 수 이 높고 불안의 수 은 약간 낮았

다. 신체 기능 상태는 실험군의 평균 수가 76.67, 조군이 75.56으로 실험군

이 조군에 비해 약간 높았고, 건강행 이행의 평균 수는 조군이 72.90,

실험군이 70.25으로 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약간 높았다. 삶의 질의 평균

수는 실험군이 58.21, 조군 59.39으로 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약간 높았다.

실험군과 조군 간의 종속변수에 한 사 동질성 검증결과 두 군 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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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20)

Control

group(n=20) x2 or t p value

n(%), Mean±SD n(%), Mean±SD

Sex Male 17(85.0) 12(60.0) 3.135 .078
Female 3(15.0) 8(40.0)

Age Total 62.55±12.91 60.60±10.77 .519 .607
Male(n=29) 58.72±12.09
Female(n=11) 69.09±6.79

Type of
dwelling

With family 16(80.0) 18(90.0) .784 .331

Single 4(20.0) 2(10.0)

Education ≦High school 11(55.0) 16(80.0) 2.849 .088
≧College 9(45.0) 4(20.0)

Employment Yes 11(55.0) 12(60.0) .102 .749
No 9(45.0) 8(40.0)

Economic status Moderate 5(25.0) 3(15.0) .625 .347
Excellent 15(75.0) 17(85.0)

BMI 24.87±3.17 25.72±3.42 -.815 .420

Chest pain score 3.20±3.49 1.70±2.94 1.470 .150

Total Cholesterol 185.90±54.53 169.70±46.87 1.008 .320

Triglyceride 142.05±70.09 131.35±53.90 .541 .592

HDL 41.75±10.31 42.60±9.08 -.277 .783

LDL 115.10±44.51 98.40±39.87 1.250 .219

LVEF 62.04±11.93 60.12±11.02 .495 .624

Blood sugar 140.95±54.53 127.60±30.55 .955 .347

Comorbidity Yes 16(80.0) 17(85.0) .173 .500
No 4(20.0) 3(15.0)

DM Yes 8(40.0) 8(40.0) .000 1.000
No 12(60.0) 12(60.0)

Hypertension Yes 10(50.0) 12(60.0) .404 .525
No 10(50.0) 8(40.0)

Numbers of
closed C.artery

1.10±0.45 1.40±0.69 -1.648 .108

Numbers of
Angioplasty

1.90±0.97 1.50±0.69 1.506 .141

Non-Modifiable
Risk factors

5.65±2.98 4.95±2.82 .763 .450

Modifiable
Risk factors

17.05±6.08 15.80±6.62 .622 .538

Social support 43.50±6.53 40.75±7.88 1.202 .237

Table 5. Homogeneity test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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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20)

Control

group(n=20) x2 or t p value

n(%), Mean±SD n(%), Mean±SD

Anxiety 4.90±4.08 5.00±2.22 -.096 .924

Depression 8.40±3.63 7.10±2.63 1.296 .204

Physical function
capacity

76.67±19.69 75.56±23.61 .162 .872

Health behaviors 70.25±16.33 72.90±10.15 -.616 .542

HRQoL 58.21±15.15 59.39±11.81 -.273 .787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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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사 조사, 퇴원 후 1차 외래 방문 시

2차 외래 방문 시의 불안, 우울, 신체기능 상태,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 <Figure 5>와 같다.

가설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제공받은 군(이하 실험

군)은 제공받지 않은 군(이하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불안이 감소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불안의 감소 여부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 불안 수가 감소하는 정

도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교호작용)가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

(F=2.721, p=.072). 그러나 실험군의 사 조사 시 불안 수는 4.90, 1차 외래

방문 시 3.40, 2차 외래 방문 시 1.65로 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폭이 더 컸

으며 시 간에 차이가 있었다(F=4.999, p=.009).

가설 2.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이 감소

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울의 감소 여부를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교호작용)가 있어 가설 2는 지지되었다(F=5.873, p=.004).

실험군에서는 사 조사 시 8.40, 1차 외래 방문 시 7.25, 2차 외래 방문 시

6.05으로 시간에 따라 일 되게 꾸 히 감소하 으나 조군에서는 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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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 7.10, 1차 외래 방문 시 7.35, 2차 외래 방문 시 8.95으로 시간에 따라

꾸 히 상승하는 추세이었다.

가설 3.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체기능 상

태가 향상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체기능 상태 향상을 검증하기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집단과 측정 시기간의 유의한 차

이(교호작용)가 없어 가설 3은 기각되었다(F=.052, p=.949).

사 조사 시 신체기능 상태는 조군 75.56, 실험군 76.67이었으나 1차 외

래 방문 시 조군 90.97, 실험군 90.42으로 격하게 향상된 후 2차 외래 방

문 시에는 조군 92.64, 실험군 91.81으로 1차 외래 방문시 에 비해 소폭

상승하 다.

가설 4.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강행 이

행이 증가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건강행 의 증가 여부를 검증하

기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 통계 으로 유의한

(교호작용)가 있어 가설4는 지지되었다(F=30.570, p<.001).

건강행 이행의 내용을 운동, 활동, 투약, 연, 식이, 외래 방문과 추후

활동 6개 역으로 구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하 다<Table 7>,

<Figure 6>.

연을 제외한 운동, 활동, 투약, 식이, 외래 방문과 추후 활동 역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별 상호작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교호작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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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운동의 경우, 실험군이 사 조사 시 6.55, 1차

외래 방문 시 9.50, 2차 외래 방문 시 10.10으로 상승한 반면, 조군은 사

조사부터 2차 외래 방문 시 까지 꾸 히 감소하며 상반된 결과가 나타

났다. 활동의 경우, 실험군은 사 조사 시 11.05 , 1차 외래 방문 시 17.30,

2차 외래 방문 시 17.25로 로그램 용 후 격하게 수가 향상하여 유

지된 반면, 조군은 큰 변화가 없었다. 투약을 살펴보면 실험군은 사 조

사 시 10.15, 1차 외래 방문 시 13.50, 2차 외래 방문 시 14.15로 차 으로

상승한 반면, 조군은 소폭 상승하 다가 감소하 다. 식이는 사 조사에

서 실험군 29.75, 조군 33.45로 실험군의 수가 더 낮았으나,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1차 외래 방문 시 43.55, 2차 외래 방문 시 43.15로 격

히 상승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군은 오히려 더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방문과 추후 활동의 경우에는 실험군이 사

조사 시 9.85, 1차 외래 방문 시 13.90, 2차 외래 방문 시 14.05로 로그램

용 후에 격하게 수가 향상하여 유지되는 반면, 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연은 실험군이 사 조사 시 2.90, 1차 외래 방문 시 3.75, 2차 외래 방문

시 3.80으로 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폭이 더 컸으나 집단 간과 측정 시기별

상호 작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31, p=.970).

가설 5.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에 따라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이다.

실험군과 조군간에 삶의 질 수가 증가하는 정도에 있어 집단 간과 측

정 시기별 상호작용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교호작용)가 있어 가설

5는 지지되었다(F=4.809, 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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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

ables
Group

Mean±SD
F

p value

Pretest 1st OPD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Anxiety Cont.G. 5.00±2.22 3.75±3.85 4.40±2.30

3.885 4.999 2.721

Exp.G 4.90±4.08 3.40±2.44 1.65±1.18 .056 .009 .072

Depre-

ssion

Cont.G. 7.10±2.63 7.35±2.83 8.95±2.74

1.208 .261 5.873

Exp.G 8.40±3.63 7.25±2.36 6.05±2.42 .279 .771 .004

Physica l
function
capacity

Cont.G. 75.56±23.61 90.97±9.49 92.64±10.37

.001 14.941 .052

Exp.G 76.67±19.69 90.42±14.66 91.81±19.04 .981 <.001 .949

Health
behaviors

Cont.G. 72.90±10.15 73.30±12.80 72.95±12.32

43.713 31.415 30.570

Exp.G 70.25±16.33 101.50±10.50 102.50±10.08 <.001 <.001 <.001

HRQoL Cont.G. 59.39±11.81 60.95±11.42 56.87±8.48

11.664 3.802 4.809

Exp.G 58.21±15.15 69.44±8.50 70.52±8.84 .002 .027 .011

(Exp.G. n=20, Cont.G. n=20)

실험군은 사 조사 시 58.21, 1차 외래 방문 시 69.44, 2차 외래 방문 시

70.52으로 시간에 따라 삶의 질이 꾸 히 향상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조

군은 1차 외래 방문 시 소폭 상승하 다가 2차 외래 방문 시에 오히려 감소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Table 6.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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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 of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groups an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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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

ables
Group

Mean±SD
F

p value

Pretest 1st OPD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Exer-
cise

Cont.G. 6.40±2.64 4.85±1.87 4.65±1.87

40.975 2.227 20.350
Exp.G 6.55±2.56 9.50±2.21 10.10±2.77 <.001 .115 <.001

Acti-
vity

Cont.G. 11.25±2.34 11.60±2.39 12.45±2.26

58.173 40.253 24.658
Exp.G 11.05±2.09 17.30±2.11 17.25±1.86 <.001 <.001 <.001

Medi-
cation

Cont.G. 9.75±2.17 10.80±1.51 10.50±1.88

23.648 37.505 14.946
Exp.G 10.15±2.25 13.50±1.96 14.15±0.93 <.001 <.001 <.001

Smok-
ing

Cont.G. 2.35±1.23 3.30±1.08 3.30±1.13

4.455 13.675 .031
Exp.G 2.90±1.29 3.75±0.72 3.80±0.70 .041 <.001 .970

Diet Cont.G. 33.45±5.55 32.90±8.36 32.30±6.41

16.700 15.797 20.200
Exp.G 29.75±8.72 43.55±5.01 43.15±4.63 <.001 <.001 <.001

Follow
up
care &
OPD

Cont.G. 9.70±2.03 9.85±1.93 9.75±1.71

40.892 17.947 16.333
Exp.G 9.85±2.46 13.90±2.25 14.05±1.79 <.001 <.001 <.001

Table 7.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health behavior variables

(Exp.G. n=20, Cont.G.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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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 of health behavior variables according to groups an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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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본 로그램은 2007년 AHA, AACVPR에 의하여 권고된 심장재활 로그

램의 표 지침에 맞추어 험요인 수정을 한 Core Components 즉 운동습

, 운동 내구력, Lipid Lipoprotein profile의 개선, 체 , 당, 압, 연

과 같은 심장 험요인에 한 신체 지표와 환자에 한 사정, 양상담,

험요인 리(지질, 압, 체 , 당뇨, 흡연), 정신사회 측면의 재, 일상

생활 활동상담, 운동 트 이닝에 한 기 (Balady et al., 2007)등을 포함시

키고 있다. 한 2011년 AHA에서는 기존의 통 로그램을 변형시켜 의

학 감시 하에 실제 많은 환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다양한 심장 재

활 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Balady et al., 2011) 기존의 통 인 병원

기반 심장 재활 로그램에 가정 기반 심장 재활 로그램을 통합하여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짧아진 입원기간으로 심장재활 교육을 제 로 받기 어려운 실을

감안하여 체계화, 구조화된 심장재활 교육을 문가가 병원 기반에서 입원

시부터 조기에 개별 맞춤으로 제공하 으며, 여러 문가들과 의사소통하면

서도 환자에게는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간호사가 주도 으로 리하

다. 한 성공 으로 심장재활이 이루어지기 하여 상동맥질환의 험요

인을 조 하고 기존에 습 으로 행하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생활

습 을 바꾸고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는 병원에서 단기간에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여 간호사 주도의 상담과 지지를 받으

며 자가 리를 통해 가정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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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letcher et al., (2001)가 제 2기 심장재활을 하여 운동처방 지침

을 퇴원 에 교육하도록 제언하 는데 본 연구의 상자들에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한 교육과 실습, 건강행 수정을 한 목표설정을 퇴

원 병원에서 시행한 후 퇴원할 수 있도록 구성 한 것이 효과 이었다.

Jorstad et al., (2013)는 간호사 주도로 제공된 병원 차원 심장재활 로그

램이 목표 달성, 방 재입원율 감소에 효과 이라고 하 다. 만성질환자

들의 생활습 을 바꾸기 하여 간호사 주도로 동기부여 상담을 통하여 개별

건강상태에 따른 목표 설정을 하고 자가 리에 의하여 건강행 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건강 행 변화에 있어 정 인 효과를 보 다.

이는 Fernandez et al., (2012)가 건강행 이행을 해 실제 인 목표 설정

이 매우 요한 요인이었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와 Janssen et al., (2014)의

연구에서 자가 간호가 생활습 변화에 매우 효과 이었으며 후를 좋게 하

다는 결과와도 일치 하 다.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생활습 을 수정하기

하여 환자는 좋은 계가 형성되어 있는 간호사로부터 자신의 심장 병명과

시술 부 가 힌 심장그림 자료를 활용해 상담을 받고 목표를 설정하 으며

화 상담 외래 상담을 통해 정서 지지를 받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특

별히 자신의 질병과 련하여 변화시켜야 할 생활습 을 악하고 시행가능

한 자신의 목표를 직 기록한 것이 자가 리를 한 효율 방안을 제시하

다.

Jolly et al., (2006)에 의하면 만성 인 생활습 을 수정하기 하여 병원에

서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상담과 지지를 통하여 가정에서 꾸 히 건강행

이행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생활습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 기반 자가 간호가 상담을 통하여 효율 으로 이루

어졌다. 한 심장 재활 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행 변화에 한 효과 평가

가 이루어야하는데 련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교육이나 운동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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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활 로그램을 용하여 상동맥질환과 련된 변수들의 변화를 측정

한 연구가 많았고(김남 와 최경옥, 2006; 김정선, 김 주와 정명호, 2009;

원희와 윤형숙, 2012; 송라윤, 박문경, 정진옥, 박재형과 성인환, 2013; 임민호,

2013) 최근에 들어서 상동맥질환자의 건강행 이행 증진을 한 심장재활

로그램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추진아 등, 2003; 이 진, 2007; 손

연정, 2008; 강경자, 2009; 조혜 과 김희승, 2010), 본 연구에서 자가 간호 수

행을 높이기 하여 목표 설정, 화 상담 개별 상담이 포함된 심장재활

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 평가를 한 것은 의의가 있다.

자가 간호 교육 로그램이 상자의 지식정도를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 리에 한 반 인 자가 간호 수행을 통해

재 착이나 질병의 재발을 사 에 방하고 나아가 평생 건강 리 차원에서

건강한 생활양식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조경진과 양진향, 2014).

한 Schulz et al., (2008)는 사회 지지의 감소와 우울이 심장재활을 지

속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탈락 원인으로 제시하 는데 본 연구에서 간호사에

의한 화 상담 외래 상담을 통하여 정신사회 지지를 받음으로써 건강

행 를 지속하여 우울, 건강행 이행,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OARS 상담 단계(Miller & Rollick, 2002)와 D.A.R.N. 경청 기법(Miller &

Rollick, 2004)은 시간에 제약을 받는 교육 상담 제공자인 간호사가 실무에서

쉽게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로그램에서는 건강행 에 한 목표 설정을 환자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 다. 가장 많이 세워진 목표는 운동으로 구체 인 방법과 횟수를 설

정하 으며 두 번째는 스트 스 리 해소방법에 한 것이었다. 노래하

기와 웃기 등이 계획으로 수립 되었으며 다음으로 식이 조 에 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염식 섭취, 식사방법, 간식 이기 등으로 구체 인 목표를 세

웠으며 마지막으로 연에 한 계획을 세웠다. Fernandez et al., (20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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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3차 교육 병원의 심장재활 로그램에 참여한 환자가 세운 목표는

험요인 감소 활동, 증상 호 , 정신건강 증진, 정상생활로의 귀환 등의 4가

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험요인의 감소와 련된 목표와 걷

기, 건강한 모습 되찾기, 운동증진 같은 신체활동에 한 것들이었다. 본 연

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운동 정신건강 증진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본

연구에서는 식이, 연 등 실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구체 으로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를 기록하도록 하여 추후 상담에 이용한 것이 효

과 이었다.

외래 상담 내용을 분석하면 평균 20분 정도 진행되었고 20명 19명의

환자가 질병에 한 문의를 하 으며 다음으로 운동과 식이에 한 내용이

었다. 그 다음으로 복약상담과 건강행 에 한 것이 많았으며 35%에서 우

울 스트 스 리에 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질병에 한 상담 내용

68%는 증상에 한 것이었다. 교육을 받은 후 생활습 을 수정하여 일상생

활에 잘 응하고 있다는 정 인 내용도 있었다. 운동 역에 있어서는

다수의 환자가 운동을 해 걷기, 산책, 자 거 타기, 등산을 수행하 으며

약 24%는 운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 다. 식이에 있어서도 다수

가 조 을 잘 하고 있으나 18%의 환자가 음식 조 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

소하 다. 복약상담에 있어서는 부분의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었으

나 14% 정도의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한 상담을 요청하 다. 연을 시

행하는 환자는 25%이었고 병원 방문일정 진단서, 보험 련 서류 등에

한 질문도 상당수 있었으며 응 상황 시의 처 방안에 한 것도 있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간호사에 의한 건강상태 평가 질병 리 교

육이 실제 으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에서 가장 유익했으며

외래 방문 시 조용한 상담실에서 간호사와 면 면으로 만나 추후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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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계획을 검하며 상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건강행 이행에 도움

이 되었던 것으로 응답하 다.

따라서 미래의 심장재활 로그램은 로그램 종료 후에도 식사습 , 흡연,

압, 체 , 콜 스테롤 등을 계속 으로 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환자를 격려

하고 치료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신 이면

서도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한 원격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지속 으로 험요인

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가정기반의 자가 간호

로그램은 압, 체 , 심박수, 투약, 증상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Janssen et al., 2014; Wenger, 2008).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은 시

간과 비용, 근성의 제약을 받는 환자들이 선호하는 가정기반 하에서 실행

할 수 있으며 참여율이 낮은 문제 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병

원기반의 다학제간 교육과 감시 하 운동이 최소 1회 포함한(Ramadi et al.,

2015) 본 로그램은 비교 간단하게 구성되어 효과 으로 임상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

1) 불안에 미치는 효과

가설 1. 불안의 변화 양상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간에 불안이 감소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군에

서는 불안 수가 큰 폭으로 지속 으로 감소하는 반면 조군에서는 1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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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방문 시에는 불안 수가 감소하 다가 2차 외래 방문 시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사 조사 시 불안은 정상범 안에 있었으나

조군에서 다시 불안 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때에 불안에 한

재가 효과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조경진과 양진향(2014)의 연구에

의하면 경피 상동맥 재술을 받은 노인 환자에게 자가 간호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기 과 후의 불안 수 차이는 조군은 3.54(±2.28) 낮아진

것에 비하여 실험군은 6.64(±2.61) 낮아졌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t=4.74, p˂.001)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이은숙, 신은숙, 황선 , 채명정과 정명호(2013)의 연구에 의하면 맞춤형 지

지교육이 심부 환자의 불안에 정 인 향을 끼쳤으며 실험군에서는 시

간에 따라 불안이 감소한 반면 조군에서는 4주 만에 불안이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김남 와 최경옥(2006)의 연구에서 경피 상동맥 재술을 받은

환자에게 심장재활 교육을 실시한 후 불안 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다. Spielberger(1975)는 불안에는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이 있으며, 기질불안

이 있을 때 심장질환 재발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태불안과 함

께 기질불안이 심장질환 재활 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박진희와 배선형, 2011).

불안, 우울, 성격유형과 같은 심리사회 요인들이 심장 질환의 유병율

과 사망률, PCI 후 재발을 증가시키고 건강상태의 호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진희, 탁승제와 배선형, 2010). 본 연구에서도 불안 수가

정상 범주 안에 있지만 조군은 불안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담을 통하여 불안을 표출하게 하고 심리 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으로 화 상담 정보제공을 하며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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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가 함께 근하여 통합 으로 불안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경표

와 성지동, 2006).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제공받은 환자는 조군에 비해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군의 수가 조군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본

로그램이 불안 감소에 어느 정도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2) 우울에 미치는 효과

가설 2. 우울의 변화 양상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우울이

감소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 조군 모두 사 조사에서는 경증의 우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실험군에서는 시간에 따라 우울이 일 되게 지속 으로 감소하

고 조군에서는 시간에 따라 상승하여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이

우울 감소에 효과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Frasure-smith, Lesperance, &

Talajic, 1993; Rozanski et al., 1999; Glassman & Shapiro, 1998; Goldston

& Baillie, 2008).

본 연구에서 우울 측정 도구의 Cronbach’ s α 는 .59이었다. 신뢰도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인 것은 본 로그

램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은숙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맞춤형 지지교육이 심부 증 환자의 우

울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실험군에서는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우울이 차 으로 감소한 반면 조군에서는 입원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 다.

조원정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이 노인의 자가 간호에 유의한 변인

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우울증과 성 상동맥 증후군은 동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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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매우 높다(Thomas et al., 2001). 성 상동맥 증후군의 경과

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심장재활 훈련의 주요한 탈락 원인이므로(송

숙, 2009) 우울에 한 극 인 재가 필요하다. 한 심장 질환자에

서는 우울증 발생 빈도가 높아 재발의 험이 있고 후를 악화시키므로

성 상동맥 증후군환자의 우울증은 리가 필요하다(Lichtman et al., 2008).

이를 토 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동맥질환자에 한 우울증 선별 검사가 필

요하며 상동맥질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우울이 상동맥

질환자에게 미치는 기 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Roest, Martens, Denollet,

& De Jonge, 2010).

3) 신체기능 상태에 미치는 효과

가설 3. 신체기능 상태의 변화는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교호작용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사 조사 시 두 군 간의 비슷했던 수가 퇴원

후 1차 외래 방문 시 격하게 향상된 후 2차 외래 방문 시에는 소폭 상승하

다. 한 신체기능 상태는 총 합계 수가 100 으로 1차 외래 방문 시에

측정된 90 은 기능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 로그램은 사망율을 20-32% 정도 감소시키므로(Taylor et al., 2004)

신체기능 향상을 하여 30-60분간 낮은 강도에서부터 차 기간과 강도를

올려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회복된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인

리가 필요하다.

상동맥질환자들은 입원 시 자가 리에 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지만 퇴

원 후에는 상당수의 환자가 이 의 운동, 식이, 흡연, 식습 으로 쉽게 되돌

아가는데, 이는 치료로 인해 격한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들이 사라지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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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히 향상

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하여 건강행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퇴원 후 지속 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행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기반

지지 로그램, 지역사회 동호인 그룹 활동, 국가의 정책 지원, 쉽게 근할

수 있는 운동 로그램 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장재활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건강행 이행에 미치는 효과

가설 4. 건강행 의 변화 양상은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교호작용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실험군에서는 1차, 2차 외래 방문 시 건강행 이행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조군에서는 세 측정 시 모두에서 변화가 없었다. 조경

진과 양진향(2014)의 연구에 의하면 자가 간호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기

과 후의 자가 간호 수행은 조군이 0.04(±3.55) 낮아진 것에 비하여 실험군

은 10.82(±3.15)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t=12.10, p<.001)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강경자(2009)의 연구에서도 동기 증진 교육상담 로그램이 건강행 이행

에 정 인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 세부 항목 투약, 식이, 외래 방문

추후 리에 있어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운동과 연행 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투약, 식이, 퇴원 후 추후 리가 일치하

고, 운동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강경자(200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로그램 운동 로그램이 운동 치료사에 의해 교육 실습이

이루어져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과 활동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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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측정하 는데 실험군에서는 운동뿐 아니라 활동에 있어서도 건강 행

를 극 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연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통합 증상 리 로그램 용을 받은 실험군에서 퇴원 후 1, 3, 6개월 시

의 자가 간호 이행 정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체 조 , 운동, 연, 복약 이행

등의 건강행 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습 화 되었을 때 상동맥질환은 가장

효과 으로 리될 수 있는 만성질환이나 실제 잘 실천되지 않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고(Jackson et al., 2005),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연에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과가 일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강행 이행의 구체 세부 항목을 운동, 활동, 투

약, 연, 식이, 외래 방문 추후 활동 등으로 나 어 살펴본 결과 연을

제외하고 모든 건강행 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강경자 등(2010)의 연구에서

도 상동맥 재술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병원방문, 부부생활 등의

환자역할 이행정도는 호 되었으나 연에는 행 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오랜 생활습 은 질병에 노출된 이후에도

변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에 한 민감도가 떨어져 환자역할 행

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흡연과 같은 험요인에 있어

서는 연에 한 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Fernandez et al., 2006)는 을 고려해 볼 때 연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

원 직후부터 개선을 한 반복교육 상담이 필요하다.

5)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가설 5.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은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교호작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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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서는 1차, 2차 외래 방문 시 삶의 질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조군에서는 1차 외래 방문 시 약간 상승하 다가, 2차 외

래 방문 시에는 오히려 사 조사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연정

(2008)의 연구에서 통합 증상 리 로그램의 용을 받은 실험군과 조

군이 퇴원 시 보다 퇴원 후 6개월에서 삶의 질이 상승하 고 실험군은

1, 3, 6개월 시 에서 조군에 비해 삶의 질 수가 훨씬 높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실험군에서만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송라윤 등(2013)의 타이치 용 심장재활 로그램은 건강 련 삶

의 질 향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상으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에 한 평가 결과는

도 탈락된 7명을 제외하고 Per-Protocol 분석 상군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8>.

6) 질병 련 험요인 주요 심장 사건 평가

2차 외래 방문 시 조사된 실험군과 조군 간의 가변 험요인에 한 변

화 양상을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27.572, p<.001). 사 조사 시 실험군은 17.05, 조군은 15.80이었으

나 2차 조사 시 실험군은 9.40로 유의하게 낮아졌고 조군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이 가변 험요인 감소에 효과 이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부록 9>

Major Adverse Cardiac Events(MACE)는 심장사, 심근 경색증, PCI

상동맥 우회술 등의 재 류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다(조진만 등, 2007).

MACE에 향을 미치는 독립 인 인자는 65세 이상, Serum creatine

1.3mg/dl 이상 환자, 뇌 수축, 수축기 압 100mmHg 이하, Killip class



- 80 -

Ⅱ 이상, 다 병변, LVEF 40% 이하이며 고령 환자에서 PCI 후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경우, 당뇨병이나 신부 등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동맥질환자의 스텐트 삽입술 후 주요 심장 사건

(MACE)에 한 조사를 시행하 으나 의무기록 분석에서 MACE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 의의를 실무, 연구, 교육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텐트 삽입을 한 상동맥질환자들이 재 자신의 건강상태

수정 가능한 험요인을 악하고 건강 행 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간호사의 주도로 다학제간 질병 리 교육 양 리 교육, 운동 로그램

을 제공하고, 상담 후 환자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건강행 에 한 목표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 상담 외래 상담으로 지지를 함으로써 만

성질환자가 자가 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 인 재로 생각된다.

평생 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있어 병원-가정 연계 통합 자가 리

로그램은 근성, 실용성, 경제성이 고려된 유용한 심장재활 로그램 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행 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임상 가정에서 실행 가능한 효율 인 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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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비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심장재활 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료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는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을 이론 기틀로 하여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구성하 으며 이를 용한 결과 스텐트를 삽입한

상동맥질환자의 우울,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끼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자가 간호를 통한 건강 행 증진이 필수 인

다른 만성질환자에게 본 로그램을 용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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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텐트를 삽입한 상동맥질환자들이 질병을 회복하고 2차 방

을 할 수 있도록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써, 국내외 연구의 문헌검색 고찰과 표 지침을 근거로

건강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그램, 개별 상담 목표 설정, 퇴원

후 화 상담, 건강 상담이 포함된 로그램을 개발하여 다학제간 문가 집

단으로 구성된 간호사, 양사, 운동치료사에 의해 소책자, 슬라이드, 상담기

록지 등을 활용하여 제공되었다.

개발된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서울 시내 소재 일개 상 종합

병원 심장내과에서 상동맥질환을 진단받고 환자실에 입실하여 스텐트 삽

입술을 받은 환자를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각각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어

약 3달간 추 찰을 시행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가설 1.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제공받은 군(이하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이하 조군)은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불안이 감소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 2. ‘실험군과 조군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이 감소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가설 3. ‘실험군과

조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체기능 상태가 향상될 것이다’는 기각되었

다. 가설 4. ‘실험군과 조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강행 이행이 증가

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가설 5. ‘실험군과 조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강 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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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그램은 스텐트를 삽입한 상동맥 질환자가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제공받아 스스로 건강행 에 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으로 가정에서도 자가 리를 하여 만성질환자가 생활양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임상 가정에서 실행 가능한 로그램으로 구성하 다. 상동맥

재술의 놀라운 발 과 투약의 효과가 입증되어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여주

고 있지만, 만성질환자들이 질병에서 회복하며 2차 방을 할 수 있도록 자

가 간호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

이며 효과 인 로그램이다.

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실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 동안 효과가 입증된 구조화된 교육을 병원에서 최소 한 번은 제공 받은

후 가정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건강행 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수가 작고 무작 추출이 아닌 임의표출 방법으로

진행하여 연구의 일반화에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텐트 삽입술 후 상동맥질환자들에게 약 3개월간의

재 로그램을 용하여 상자의 우울, 건강행 이행, 건강 련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끼쳤다.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을 통해 상동

맥질환자의 회복과 2차 방을 함으로써 재입원이나 추가 인 치료, 검사, 수

술 등의 요구가 어들어 개인과 의료기 의 의료비용 감에 기여할 수 있

으며, 상동맥질환의 재발로 인한 개인의 신체 , 정신 피해를 이고 만

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증진 활동을 하게 하는 자가 리 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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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실무와 교육, 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상자수를 확보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것을 제언한다.

2)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평가해 볼

것을 제언한다.

3) 스텐트 삽입 후 상동맥질환자를 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

그램을 간호 실무에 용할 것을 제언한다.

4) 효율 이고 다양한 자가 리 심장 재활 로그램을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임상에 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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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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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상담기록지

Ⅰ.  특

※ 다   사항 니다. 해당란에 ∨ 또는 질 에 답  하여 주십시 .

1. 키:         cm.    몸 게:          kg

2. 결혼상태 

□ 미혼 □ 혼 □ 혼 □ 사별

□ 타 (     )

3. 가 계 

□ 혼  산다. □ 만 산다.

□ 우  없  녀  산다. □  녀가 같  산다. □ 타

4. 수  

□ 학 □ 초 □ □ 고 □ 

□ 학원 상

5.  

□ 없 □ 독 □ 천주 □ □ 타 (     )

6. 직업 

□ □ 비 □ 퇴 □ 직

□ 학생 □ 가 주 □ 타 (     )

7. 현재 경  상태 :

□ 생활하  매우 힘듦 □ 다  함

□ 그럭 럭 생활 가능 □ 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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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주 간호 공  :

□ 배우 □ 녀

□ 형 / 매 □ 나 신 □ 타 (     )

9. 귀하  치료 계획  알고 계십니 ?   □ □ 아니

10. 운동  하시는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 ?

  운동  :                      ,    운동 횟수 : 1주 에                회 

11. 통  발생 하  때 통  어느 도 었습니 ?          

    (견딜 수 없  도  통  10, 혀 통  없는 경우 0 로 가 한 경우)

12. 퇴원 후 질병에 한 보는 어디에  공 받 십니 ?

□ TV □ 책 □ 문

□ 비 문 □ 병원에 화 □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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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심하게 

제약 

았

상당히 

제약 

았

어느

정도 

제약 

았  

약간 

제약 

았

전혀 

제약 지 

않았

다 로 

제약 거  

해당 활동  

하지 않았

혼   □ □ □ □ □ □

집안에  걷 □ □ □ □ □ □

샤워하 □ □ □ □ □ □

언  1층 계단  쉬지 않고 
□ □ □ □ □ □

진공 청 하 , 식료품 , 

정원 가꾸
□ □ □ □ □ □

빠  걸 로 100미터 상 

걷
□ □ □ □ □ □

달리  또는 조 하 □ □ □ □ □ □

가 등 무거운 물건  들거  

 또는 어린 아  들
□ □ □ □ □ □

격렬한 운동(수 , 테니스)에 

참여하
□ □ □ □ □ □

Ⅱ. 삶의 질

※ 귀하  상황과 가  치하는 칸에 ∨ 또는 질문에 답  하여 주십시 .

1. 지  4주 동안 가슴 통 , 흉부 압 감 또는 협심  상 로 해 얼마  제약  

았는지 해당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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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심  상               느낀 적  다.

나는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심  상               느낀 적  다.

나는 니트로 리 린               복용했다.

2. 지난 4주 전과 비 하여 가  격렬한 활동  할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

심  상  얼마나 주 느끼십니 ?

□ 훨씬  주 □ 약간  주 □ 거  동 하게  

□ 약간  주 □ 훨씬  주 □ 4주 동안 전혀 없

3. 지난 4주 동안 평균적 로  차례나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심  상  느

끼 습니 ?

□ 하루 4  상 □ 하루 1-3 □ 1주  3  상      

□ 1주  1-2 □ 1주  1 미만           □ 4주 동안 전혀 없

4. 지난 4주 동안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심  상 문에 니트로 리 린 (정

제 또는 무제)  평균적 로  차례나 복용해야 했습니 ?

□ 하루 4차례 상 □ 하루 1-3차례

□ 매  아니지만 1주  3차례 상 □ 1주  1-2차례

□ 1주  1차례 미만 □ 4주 동안 전혀 느낀 적 없

5.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심  상 로 처 에  라 약  복용하는 것  얼

마나 가십니 ?

□ 심하게 가심 □ 상당  가심

□ 어느 정도 가심     □ 약간 가심

□ 전혀 가시지 않 □ 사가 약  처 하지 않았

6. 가슴 통 ,  압 감 또는 협심  상  치료하  해 가능한 든 수단  강



- 125 -

하고 는  해 얼마나 만 하십니 ?

□ 혀 만 하지 않 □ 체  만 하지 않

□ 어느 도 만 함 □ 체  만 함 □  만 함

7. 가슴 통 , 흉  압박감 또는 협심  상에 해 사가 했  에 해 얼마나 

만 하십니 ?

□ 혀 만 하지 않 □ 체  만 하지 않

□ 어느 도 만 함 □ 체  만 함 □  만 함

8. 반  가슴 통 , 흉  압박감 또는 협심  상에 한 현재  치료에 얼마나 

만 하십니 ?

□ 혀 만 하지 않 □ 체  만 하지 않

□ 어느 도 만 함 □ 체  만 함 □  만 함

9. 지난 4주 동안 가슴 통 , 흉  압박감 또는 협심  상 때문에 삶  거움  얼마

나 약  받았습니 ?

□ 심하게 약 받았 □ 상당히 약 받았

□ 어느 도 약 받았 □ 약간 약 받았

□ 혀 약 받지 않았

10. 지 과 같  가슴 통 , 흉  압박감 또는 협심  상  여생  보내야 한다  

 어떠하시겠습니 ?

□ 혀 만 하지 않 □ 체  만 하지 않

□ 어느 도 만 함 □ 체  만 함 □  만 함

11. 심 마비  키거나 사할지도 다는 생각 나 걱  얼마나 주 하십니

?

□ 끊 없 그런 생각 나 걱  함 □ 그런 생각 나 걱  함

□ 가끔 그런 생각 나 걱  함 □ 그런 생각 나 걱  거 하지 않

□ 그런 생각 나 걱  결코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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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가끔 

그 다

자주 

그 다

거  

그 다 

나는 좋아  것들  여 히 즐 다.*

나는 웃  수도 있고 어떤  재미있는  

볼 수 있다.*

나는 명랑  분  든다.*

나는 마치 행동  느 진 것처럼 느껴진다.

나  모에  심  없어 다.

나는   쁘게 다린다.*

나는 좋  책 나 라 , 텔  그램  즐  

수 있다.*

나는 신경  곤 거나 장감  든다.

나는 가 끔찍   어날 것처럼 공포감  든다.

나는 걱 스러운 생각  든다.

나는 편히 앉아 장  풀 수 있다.*

나는 안 부  못 게 운 느낌  든다.

나는 언가  고 있어야  것 같  불안 다.

나는 갑작스럽게 극심  공포감  느낀다. 

* 역코딩 문항

Ⅲ. 불안 – 우울 증상

지난 7  동안 자신  경험 고 있는 감 과 가장 가 운 답에 ✓   주시  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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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
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매  규 적  운동한다.

2. 비 운동  매  한다.

3. 마무리 운동  매  한다.

4. 같  에 래  지 않는다.

5. 무거운 것  들지 않는다.

6. 동 후에는 맥박  정한다.

7. 처방받  약  규 적  복용한다.

8. 약  용  무엇 지 알고 는다.

9. 사 처방 없  다른 약  지 않는다.

10.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1. 식  싱겁게 는다.

12. 식  량씩 는다.

13. 닭고  껍질  제거하고 는다.

14. 고  름  제거하고 조 만 는다.

15. 계란 른 는 1주 에 3개 하  는다.

16. 식  튀 지 않고 거나 삶아  는다.

17. 고  내  지 않는다.

18. 새우, 징어, 생  알,  지 않는다.

19. 식   전에 스테  많  든 식 지 

살펴본다.

20.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21. 라를 마시지 않는다.

22. 야채를 많  는다.

23. 생  주 는다.

24. 병원 방문 날짜를 항상 지킨다.

25. 병원 방문해야 하는 험 상  알고 주 한다.

26. 나 에 갑  지 않는다.

27. 가능한 식  주 취한다.

28. 약  고 난 후 맥박  정한다.

29. 체  매  정한다.

30. 압  매  정한다.

Ⅳ. 건강 행

※ 귀하가 상생 에  실천하고 는 곳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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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 에는 내가 어려울  나  도   특별한 사

람( 사, 간호사)  다.

2. 나에게는 나  슬픔과 쁨  함께 나눌 특별한 사람

( 사, 간호사)  다.

3. 나  가족들  나에게 도움  주고  진정 로 력

한다.

4. 나는 내가 필 로 하는 정 적 도움과 지지  가족들

로  얻는다.

5. 나에게는 나  진정 로 로해  특별한 사람( 사, 

간호사)  다.

6. 나  친 들  나에게 도움  주고  진정 로 력

한다.

7. 어  들  못 었   나는 나  친 에게 지

할 수 다.

8. 나는 나  제들에 해 가족들과 야  나눌 수 

다.

9. 나는 나  슬픔과 쁨  함께 나눌 친 들  다.

10. 내 생에는 나  감정  보살펴 주는 특별한 사람

( 사, 간호사)  다.

11. 나  가족들  내가 어   결정할  꺼  도

움  주려고 한다.

12. 나는 나  제에 하여 친 들과 야  나눌 

수 다.

Ⅴ. 사회적 지지

※ 귀하  상황과 가  치한다고 생각 는 에 ✓ 해 주시  바랍니다.

  아래 항에  ‘특별한 누 가’는 가족 나 친  제 한 사람 로 병원주치 나 간

호사, 타 료 력 등도 포함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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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단  :  □ 협심증 (안 형, 안 형, 형 )     □ 심근경색증

  2. KILLIP class :           단계

  3. 동반질환

  □ 당뇨 □ 고혈압 □ 고지혈증 □ 뇌 중

  □ 신 질환 □ 말초혈 질환 □ 울혈 심

  □ 만 폐쇄 폐질환      □ 타 (     )

  4. 상동맥질환 최초 발병     :            년            월

  5. 상동맥중재  총 시행 횟  :            회

  6. 상동맥중재  시행        1)           년            월            

                                    2)           년            월            

                                    3)           년            월            

                                    4)           년            월            

  7. 협착혈  /  

     1)               2)                 3)               4)             

  8. 혈압            :             mmHg

  9. Total cholesterol :             mg/d

  10. Triglyceride     :             mg/dL

  11. HDL           :             mg/dL

  12. LDL           :              mg/dL

  13. LVEF          :              %

  14. Blood sugar    :              mg/dL

  15. BMI           :              kg/mg

Ⅵ. 증례 록지

련번호:                               

연락처 :                                      

원  :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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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 0 1 2 3 4 5

총

PR

E

총

4w

k

나이/성별 여성<40
여성40-50

남성<30
남성30-40

여성≥50

남성41-50
남성51-60 남성>61

가족력

0 4 8 8 15 30

없음
1명

60세 이상

2명 이상

60세 이상

1명

60세 미만

2명

60세 미만

3명 이상

60세 이상

불변 험요인

총

가변 험요인 0 1 2 3 4 5
PR

E

4w

k

수축기 압 <119 120-139 140-159 >160

콜 스테롤

증
<150 150-199 200-224 225-249 250-299 300+

Triglycerides <60 61-100 101-140 141-180 181-219 220+

흡연
연

5년이상

연

1-5년

연

1년 이상,

간 흡연

연

1년 미만,

(하루 10개비

이하)

하루 흡연

(10-20개비)

하루 흡연

(20-30개비)

6 :30+

비만
이상체

<5kg

이상체

5-10kg

이상체

10-15kg
15-20kg 20kg이상

당수치

(Blood sugar)
<110 110-140 >140

당뇨병 가족력

(가족)
없음 1-2명

스트 스 처
늘느 ,

여유

보통느

여유,

약간긴장

약 간 여

유,

다소긴장

약간여유,

한성격,

보통긴장

거의여유

없음,

보 통

함, 많이

긴장

여 유 없

음, 함,

매우긴장

운동

유산소

운동

주4-5회

유산소

운동

주2-3회

운동

주2-3회

때 로 운 동

약하게

가끔 운동

거의

안하는편
하지않음

가변 험요소

총

Ⅶ. 관상동맥질 의 위험요인 사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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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체  내용

1차 상담 2차 상담 

질병

투약

운동

식

건강 행

 상담

래 및 행  

차

기타

분 1차상담 2차상담

날짜

시작시각

종료시각

Ⅷ. 해피콜 체크리스트

등  번  :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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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작시각

종료시각

분 체  내용

질병

투약

운동

식

건강 행

 상담

래 및 행  

차

기타

Ⅸ. 상담기록지(첫 번째 외래 방문 시)

상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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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도구 사용승인서(HA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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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도구 사용승인서(M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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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도구 사용승인서(S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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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건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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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육자료(심장그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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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육자료(소책자-튼튼한 심장,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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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육자료(식습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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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육자료(운동 로그램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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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육자료( 양 로그램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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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atients Exercise intervention
Follow
-up
duration
(w)

Author
(Year)

Total
(N)

Age
(Mean±
SD)

Ma-
le
(%)

Key features of
exercise
intervention

Dura-
tion
(w)

Comprehen-
sive CR

Home
vs
hospital/group-
based CR

정혜선
(2002)

22 - 82 강도 증도 운동
(개별화된 걷기운동)
3˟/wk

10 Yes
(Education,
Telephone
counseling,
Letter)

Home 12

추진아
등
(2003)

15 52.1±7.2 87 TES program
(Aerobic exercise
training),
3˟/wk

8 Yes
(Education,
Telephone
counseling,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counseling,
Group therapy)

Hospital/group 11

안재기
(2004)

40 59.3±9.7 73 Treadmill, Bike,
3˟/wk

6 No Mixed 24

김 주
등
(2008)

23 57.3±8.4 - Treadmill, Bike,
3˟/wk

6 No Hospital 6

김정선
등
(2009)

10 69.7±4.4 90 Aerobic exercise,
Power walking,
2˟/wk

8 Yes
(Education,
Telephone
counseling)

Hospital/group 8

박용범
(2010)

16 55.2±10.3 87.5 Power walking,
3˟/wk

6 No Hospital 6

고진
(2011)

11 54.0±8.7 100 Treadmill,
3˟/wk

8 No Hospital 8

임민호
(2013)

10 62.0±7.1 80 Aerobic exercise,
Treadmill,
3˟/wk

6 Yes
(Education)

Hospital 6

송라윤
등
(2013)

30 66.2±6.3 57 Tai Chi exercise,
2˟/wk

24 Yes
Eeducation,
Multidisciplinary
professional
counseling,

Mixed/group 24

부록 7. Study and patient characteristics of research examining the effect of

exercise-based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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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
ables Group

Analysis set(FAS*)
(Cont.G. n=20, Exp.G. n=20)

Analysis set(PP†)
(Cont.G. n=17, Exp.G. n=16)

Mean±SD
F

Mean±SD
F

p value p value

Pretest 1st OPD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Pretest 1st OPD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Anxiety Cont.G. 5.00±2.22 3.75±3.85 4.40±2.30
3.885 4.999 2.721

4.94±2.38 4.24±3.99 4.59±2.45
5.813 4.264 3.033

Exp.G 4.90±4.08 3.40±2.44 1.65±1.18 .056 .009 .072 4.94±3.97 3.25±2.32 1.25±0.77 .022 .018 .055

Depre-
ssion

Cont.G. 7.10±2.63 7.35±2.83 8.95±2.74
1.208 .261 5.873

6.88±2.52 7.53±3.00 9.06±2.88
1.870 .668 10.112

Exp.G 8.40±3.63 7.25±2.36 6.05±2.42 .279 .771 .004 8.75±3.86 7.19±2.48 5.06±1.34 .181 .516 <.001

Physical
function
capacity

Cont.G. 75.56±23.61 90.97±9.49 92.64±10.37
.001 14.941 .052

75.82±23.89 90.36±9.63 92.32±10.74
.584 10.640 .026

Exp.G 76.67±19.69 90.42±14.66 91.81±19.04 .981 <.001 .949 79.69±17.65 92.88±13.42 94.62±18.91 .451 <.001 .974

Health
behaviors

Cont.G. 72.90±10.15 73.30±12.80 72.95±12.32
43.713 31.415 30.570

70.71±9.03 73.35±12.57 72.94±12.00
51.886 27.626 20.290

Exp.G 70.25±16.33 101.50±10.50 102.50±10.08 <.001 <.001 <.001 72.13±17.48 103.00±10.0
0

104.25±9.21 <.001 <.001 <.001

HRQoL Cont.G. 59.39±11.81 60.95±11.42 56.87±8.48
11.664 3.802 4.809

59.27±11.89 62.60±11.36 57.81±8.53
11.349 2.602 2.239

Exp.G 58.21±15.15 69.44±8.50 70.52±8.84 .002 .027 .011 60.51±15.67 69.60±8.61 70.94±8.98 .002 .082 .115

부록 8.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with

Per-Protocol treatment Group

* FAS : Full analysis set
† PP : Per-Protocol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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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Mean±SD
F

p value

Pretest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Modifiable
Risk Factors

Cont.G. 15.80±6.62 15.80±4.83
2.575 27.572 27.572

Exp.G 17.05±6.08 9.40±4.48 .117 <.001 <.001

부록 9.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modifiable risk factors



- 161 -

Abstract

Effectivenes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with Stent

Jeong Jeong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atients with established coronary artery disease(CAD) are at high risk

of recurrent coronary events, mortality and morbidity globally(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PCI) with intracoronary stent

placement has emerged as an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for the

management of CAD. Despite the effectiveness of PCI, however, the

presence of the underlying risk factors remains a significant problem.

Cardiac rehabilitation is a tremendously important component of the care

of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AMI) after coronary

revascularization. But to rectify barriers attributed to the underuse of

cardiac rehabilitation,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recommends

home-based and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s as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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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to traditional interventions in clinic-based and hospital-based

settings(Balady et al., 201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who have

undergone stent placement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in order to

improve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lessen their depression and anxiety.

This rehabilitation program was devised by integrating existing

hospital-based multidisciplinary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plus

home-based one personalized, nurse-coordinated, self-management

strategies and set-up goals to alter behaviors and dispel inappropriate

health beliefs according to case records of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for stent patients.

The study selected the experimental group from consenting patients

experiencing intracoronary stent placement for ischemic heart disease, who

received the newly developed integrated self-management program

consisting of individualized cardiac rehabilitation training with booklets

and presentation slides developed by professionals, and exercise training

using a treadmill and a bike, telephone counseling, individualized

face-to-face counseling for 140-160 minut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was measured using self-reported assessment tools such a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health

behaviors, and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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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use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ere 40, consisting of 2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evaluations were conducted to measure main variabl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to December 2015 and analyzed using

numbers, percentages, mean, t-test, X²-test, repeated measures ANOVA

with SPSS 20.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on anxiety(F=2.721, p=.072);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on depression(F=5.873, p=.004);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on physical function capacity(F=.052, p=.949);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on health behaviors(F=30.570, p<.001); and

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action between time and

group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F=4.809, 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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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health behavior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reduction in depress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measure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measur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level of anxiety and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In conclusion, patient-centered,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can be utilized effectively in the field of

nursing for ischemic heart disease patients after stenting.

Key words: CAD patients with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Health behaviors,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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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요약

Effectivenes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with Stent

Jeong Jeong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Coronary artery disease(CAD) remains the leading cardiovascular cause

of mortality and morbidity around the world. Patients with established

CAD are at high risk of recurrent coronary events(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PCI) with stent placement has

emerged as an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for the management of CAD.

PCI is a widely performed revascularization technique for CAD(Fernandez

et al., 2006). It offers immediate relief of symptoms, low risk and swift

return to normal activities.

Despite the technical innovations that have enhanced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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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CI, the presence of the underlying risk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original disease remains a significant problem.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participants who have undergone PCI to

adopt a recommended lifestyle and make behavioral changes to prevent

restenosis of the treated vessel and progression of coronary

atherosclerosis(Spertus et al., 2005).

Restenosis is the return of significant narrowing in the treated vessel,

so major efforts have been made in the prevention of restenosis; however,

it is a problem affecting 30–50% of the treated patients. The risk for

restenosis is greatest during the first 6 months following a PCI(Odell,

Grip, & Hallberg, 2006).

Effective secondary prevention can reduce this risk, and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AD have been

issued by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CC) (Smith et al, 2006; De Backer et al., 2003).

  Cardiac rehabilitation has been defined as “the coordinated sum of

activities required to influence favorably the underlying cause of

cardiovascular disease, as well as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physical,

mental and social conditions, so that the patients may, by their own

efforts, preserve or resume optimal functioning in their community and

through improved health behaviour, slow or reverse progression of

disease”(NHS, 1998). Cardiac rehabilitation focuses on promoting health

behavior change and risk factor modification by offering comprehensive,

multi-disciplinary programs that involve prescribed exercise, education,

stress-management and structured lifestyle counseling(Balady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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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lso improve exercise capacity, atherosclerotic risk markers, quality

of life, and patient adherence to medication and lifestyle recommendations.

The multifaceted interventions include exercise training, nutrition

counseling, cardiovascular risk factor reduction strategies, and psychosocial

and vocational support(Polk & O’Gara, 2015).

Despite the demonstrated benefit of such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on health outcomes(Clark et al., 2005), uptake of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is poor, lifestyle changes necessary to modify risk factor

profiles seem to be difficult to maintain in the long run.

There was remarkably wide treatment gap between the benefits of

cardiac rehabilitation and clinical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Therefore, to rectify barriers attributed to the underuse of cardiac

rehabilitation, AHA recommends home-based and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s as alternative models to traditional interventions in

clinic-based and hospital-based settings(Balady et al., 2011).

Balady et al.,(2011) suggested several strategies to increase completion

of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including policy initiatives to support

alternative delivery models that center on the patient. Such

patient-centered approaches include selective use of home-based exercise

programs coupled with smartphone applications to track heart rate, blood

pressure, glucose, lipids, body weight, and daily activity levels, along with

web/cellular/text-based coaching and motivational strategies. Social media

adds another way of communication to optimize patient adherence and

may provide a platform for friendly competition among participants who

keep their track outside of the program. The path forward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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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involves novel approaches that center on the patient.

Many studies suggested what can be accomplished with digital and

electronic health strategies, internet-based technologies, modifications to

traditional programs(Wenger, 2008).

These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hybrid programs, facility-based

interventions, physician-supervised/nurse-case-managed interventions,

computer-assisted interventions, disease management and lifestyle health

coaching interventions. Such alternative approaches should not replace

traditional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but should be used to engage the many patients who currently

do not participate to enhance existing clinical center interventions and to

provide ongoing monitoring and treatment after completion of traditional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Balady et al., 2011).

Recently, the research founded a telephone-delivere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 using health coaching which proved effective in

improving a range of key behavioral outcomes for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O’Neil et al., 2014).

Also,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appear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of rehabilitation, to

reduce the risk of relapses and to improve patients’ adherence to therapy.

Reduction in psychosocial risk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s also vital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a similar risk of CHD as

the conventional risk factors. In a study looking at anxiety and well-being

in first time PCI patients and repeaters, a trend of anxiety and well-being

was seen towards a worsening condition in the rep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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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and health behavior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AD patients after intracoronary stenting. This trial

initiated in an inpatient setting through exercise, health education and

applied a developed program within home settings.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evaluate what impact a practical,

hospital-based, nurse-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 management program has on patient’s quality of

life(HRQoL),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and health

behaviors. This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that nurse-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prevention program may contribute to better achievement

of preventive targets.

Aims

Aims for this research study are to develop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after stenting.

1) To develop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after stenting.

2)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after s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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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framework

This Research is based on HRQoL conceptual model Which Wilson and

Cleary(1995) proposed(Figure 1).

Wilson and Cleary(1995) proposed a conceptual model of HRQoL that

integrates both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health outcomes.

There are five different levels in their model such as physiological factors,

symptom status, functional health, general health perceptions, and overall

quality of life.

Wilson and Cleary's model(1995) includes a useful taxonomy of the

variables that commonly have been used to measure HRQoL. Although

the model was published in 1995, it has not been widely used.

Ferrans et al.,(2005) revised the Wilson and Cleary model HRQoL with

suggestions for applying each of the components, and facilitate the use of

HRQoL in nursing and health care. Their original model in three

substantive ways adding arrows to show that biological function is

influenced by characteristics of both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deleting

nonmedical factors and the labels on the arrows to restrict

characterization of the relationships(Figure 2).

Bakas et al.,(2012) recommend Ferrans and colleagues’ model because

they added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o the popular

Wilson and Cleary model to better explain HRQoL.

Therefore, Conceptual frame work of this study was based on Ferrans

and colleagu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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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frame work, arrows were added to show that biological

function is influenced by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and the general health perception was replaced by health

behaviors.

Finally, conceptual frame work of this study was established(Figure 3),

and empirical indices were deduced from variables(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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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Wilson

& Cleary(1995)

Figure 2. Revised Wilson and Cleary model for HRQoL by Ferrans, Zerwic,

Wilbur, & Larso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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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 work of this study

Construct Determinants Outcome

Concepts Characteri-

stics of the

individual

Characteri-

stics of the

Biological

function

Characteri-

stics of the

environmen

t

Symptom

Status

Functional

Status

Health

Behaviors

Overall

Quality

of Life

Variables Sociodemo-

graphic

factors

Disease

related

factors

Social

support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mpirical

indicates

Sociodemo-

graphic

factors

Risk factor

index

MSPSS HADS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SAQ

Table 1. Theoretical su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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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and Methods

This research was composed of 2 stages.

1st stage was methodological study to develop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of

ischemic heart disease after intracoronary artery stenting.

2nd stage was non-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trial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program.

1.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This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analyze the

total of 9 studies by AHA/AACVPR(2000),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5, and analysis of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home and abroad.

After developing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the researcher consulted specialists, provided education for

assistant, carried out a pilot-test and corrected errors(Figure 4).

Initially, several search engines were used to locate relevant articles.

PubMed, Google Scholar,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National Assembly Library were searched using the key words

‘cardiac rehabilitation’. Various types of cardiac rehabilitation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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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by researchers. This intervention was devised to develop the

standard protocol, to add psychosocial intervention such as personal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In the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d the intracoronary

artery stent placement for ischemic heart disease, received individualized

cardiac rehabilitation education using booklets and slides developed by

professionals: physical training on treadmill and exercise bike, goal setting,

telephone counseling and individualized counseling for 140-160 minutes.

Figure 4.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Analysis of domestic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Literature review of international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Refer to guidelines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Existing Program: the 1st Hospital-based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Developed Program: the 2n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Consult specialists

Correct the program

Educate research assistant, Pilot-test

Implement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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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1) Design

A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used. All data at baseline, 2-3 weeks later and 3 months later were

collected by researcher and research assistant(Table 2, 3). A pre-test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to measure main variabl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to December 2015.

2) Participants

An analyses carried out in G*Power showed that a sample of 36

patients would be sufficient to detect an effect size of at least 0.4 with

80% power at the 5% significance level.

Patients who experienced with CAD after stenting were non-randomized

into two groups: a control group(n=20) entailing usual care and an

intervention group(n=20) entailing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nts who had undergone PCI were eligible for the study if they

met the following criteria ;

• aged over 18 years

• CAD patients after intracoronary artery s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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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to the OPD

• no cognitive impairment, had a literacy

• had no condition of sufficient severity to impair cooperation in the

study, for example, arrhythmia, congestive heart failure

• understand purpose of the study, signed an informed consent.

3) Measur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was measured using self-reported assessment tools such a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health

behaviors, and HRQoL.

Routine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edical records at baseline.

Blood samples were analysed by the laboratories for the measurements

of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triglycerides,

glucose.

The data was collected at baseline and evaluated patients who were

followed for 1st and 2nd OPD visiting after either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or

routine cardiac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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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a collection and process

The approval was received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of

S Hospital of Seoul, Korea(Project number; 4-2015-0431). Those patients

that agreed to participate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fully explained.

Participants agreed to confidentiality and written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tients.

The program was delivered by a registered nurse using a individual

format in a comfortable classroom setting. Program sessions were offered

before discharge and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bring a family

member if they wished. The manual specified the intervention protocol in

detail to ensure consistent delivery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across sessions.

5) Statistical analys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0.0.

Numbers. percentages, frequencies and means were used to describe the

individual, clinical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Differences in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were tested using t tests and Chi squared tests as

appropriat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 less than 0.05. Change

over time within the two groups was assessed using analysis of repeated

measures ANOVA which was used to analyse difference in interaction

between two groups and times on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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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

-up

Admi

-ssion
CCU

Inter-

vention

Dis-

charge

1st OPD

(About
11 days

after Pretest)

1st-2nd OPD

(About
1 & 2 months
after 1st OPD)

2nd OPD

(About
74 days

after 1st OPD)

E E0 X1 X2, E1 X3 E2

C C0 R C1 C2

Table 2. Research designⅠ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ITT(intention-to-treat), and to estimate of missing

data, LOCF(Last observation carrying forward) was used to analyze.

E : Experimental group

C : Control group

E0, C0 : Sociodemographic Factors, Disease related Factors, Social Support,

Risk Factor Index,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1, C1 :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2, C2 : Disease related Factors, Risk Factor Index, Anxiety and Depressi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X1 :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X2 : Individual counseling

X3 : Telephone counseling

R : Routin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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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Group

Admission Intervention

1st OPD

(About 11 days

after Pretest)

1st-2nd OPD

(About 1 & 2 months

after 1st OPD)

2nd OPD

(About 74 days

after 1st OPD)

Experimen

-tal group

•Questionnai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isk factor index

•Case record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Assessment of health status

-Education program

-Exercise program

-Individualized counseling

and goal setting

-Telephone counseling

-Individualized counseling at

OPD

•Questionnaire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elephone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if

needed

•Questionnaire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Risk factor index

•Case record

Control

group

•Questionnai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Risk factor index

•Case record

•Routine program •Questionnaire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Risk factor index

•Case record

Table 3. Research desig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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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 Development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The main aims of cardiac rehabilitation are to educate the need for a

change in lifestyle and to help patients overcome the fear of returning to

everyday life activities and becoming part of society again.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consists of education, exercise, goal setting, telephone-delivered

health coaching, individual counseling(Table 4). Educational session was

administered 1 time by a nurse and a dietician and the lesson was lasted

more than 60 minutes. Exercise was individually prescribed and was

given 1 time for 30 minutes by a physical therapist using treadmill, and

cycle ergometer with telemetry monitoring. Goal setting,

telephone-delivered health coaching and individual counseling were

administered by a researcher/research assistant.

This program lasted for 3 months and followed, as in the inpatient

program and the outpatient program encouraged individually prescribed

physical exercise, to change health behaviors in order to reverse the

progression or slow down the coronary arte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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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Compo-

nents
Contents Materials

Use

time
Person

1st

Phase

Existing

Program:

Hospital-

based

cardiac

rehabili

-tation

Program

medical,

psychologic-

al,

social

assessment

-Results of coronary angioplasty

-Results of intracoronary artery

stenting

-Diagnosis

-Risk factors

-Blood samples

-Eating habits

Booklet 5-10mins Nurse

Education

program

-Comprehension of disease

-Management on stent site

-Management of Risk factors

-Healthy life style

-Home-based exercise

-Medication

-Emergency managing strategies

-Check-up, Everyday life

-Hyperlipidemia

-Food restruction

-Requisite food

-Food intake. Calory per day

-Management on body weight

Booklet,

Presenta-

tion slides
60mins

Nurse/

Dietician

Exercise

program

-Exercise training requirements

-Effects of exercise

-Sign and symptoms on

emergency

-Training of prescribed physical

exercise

Exercise

training
30mins

Physical

therapist

2nd-3rd

Phase

Developed

Program:

Hospital

to Home

Self-Man

-agement

Program

Individualiz-

ed health

counseling,

Set up

goals

-Necessity of lifestyle changes

-Healthy behaviors for lifestyle

modification

-Identifying individuals at

risk factors

-Diet

-Exercise

-Management of stress

Interview,

Case

recording

15mins

Researcher

/Research

assistant
Telephone

delivered

health

coaching

-Adherence of health behaviors

-Accomplishment of goal

-Counseling,

Telephone,

Case

recording

Once a

month,

total

: 2 times

Individualiz-

ed

counseling

at OPD

-Adherence of health behaviors

-Accomplishment of goal

-Counseling,

Case

recording

10-15

mins

Total : 140-160mins

Table 4.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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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rific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1) Equivalences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dividual characteristics,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psycosocial

characteristics,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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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20)

Control

group(n=20) x2 or t p value

n(%), Mean±SD n(%), Mean±SD

Sex Male 17(85.0) 12(60.0) 3.135 .078
Female 3(15.0) 8(40.0)

Age Total 62.55±12.91 60.60±10.77 .519 .607
Male(n=29) 58.72±12.09
Female(n=11) 69.09±6.79

Type of
dwelling

With family 16(80.0) 18(90.0) .784 .331

Single 4(20.0) 2(10.0)

Education ≦High school 11(55.0) 16(80.0) 2.849 .088
≧College 9(45.0) 4(20.0)

Employment Yes 11(55.0) 12(60.0) .102 .749
No 9(45.0) 8(40.0)

Economic status Moderate 5(25.0) 3(15.0) .625 .347
Excellent 15(75.0) 17(85.0)

BMI 24.87±3.17 25.72±3.42 -.815 .420

Chest pain score 3.20±3.49 1.70±2.94 1.470 .150

Total Cholesterol 185.90±54.53 169.70±46.87 1.008 .320

Triglyceride 142.05±70.09 131.35±53.90 .541 .592

HDL 41.75±10.31 42.60±9.08 -.277 .783

LDL 115.10±44.51 98.40±39.87 1.250 .219

LVEF 62.04±11.93 60.12±11.02 .495 .624

Blood sugar 140.95±54.53 127.60±30.55 .955 .347

Comorbidity Yes 16(80.0) 17(85.0) .173 .500
No 4(20.0) 3(15.0)

DM Yes 8(40.0) 8(40.0) .000 1.000
No 12(60.0) 12(60.0)

Hypertension Yes 10(50.0) 12(60.0) .404 .525
No 10(50.0) 8(40.0)

Numbers of
closed C. artery

1.10±0.45 1.40±0.69 -1.648 .108

Numbers of
Angioplasty

1.90±0.97 1.50±0.69 1.506 .141

Non-Modifiable
Risk factors

5.65±2.98 4.95±2.82 .763 .450

Modifiable
Risk factors

17.05±6.08 15.80±6.62 .622 .538

Social support 43.50±6.53 40.75±7.88 1.202 .237

Table 5. Homogeneity test between two groups



- 185 -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20)

Control

group(n=20) x2 or t
p

value
n(%), Mean±SD n(%), Mean±SD

Anxiety 4.90±4.08 5.00±2.22 -.096 .924

Depression 8.40±3.63 7.10±2.63 1.296 .204

Physical function
capacity

76.67±19.69 75.56±23.61 .162 .872

Health behaviors 70.25±16.33 72.90±10.15 -.616 .542

HRQoL 58.21±15.15 59.39±11.81 -.273 .787

(continued)

2) Hypotheses Test

In order to test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for CAD patients after stenting in this study,

five hypotheses were proposed to compare the depression and anxiety,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Table 6, 7).

1) According to hypothesis one, anxiety will de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n anxiety in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times(F=2.721, p=.072).

Therefore, hypothesis one was rejected in this study. But there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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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anxiety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scores of experimental

group(4.90, 3.40, 1.65) were lower than control group(5.00, 3.75, 4.40).

2) According to hypothesis two, depression will reduc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on depression in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times(F=5.873, p=.004).

Therefore, hypothesis two was supported in this study. In depression,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as decreased steadily but the score of

control group was increased with time.

3) Hypothesis three suggested that over time, physical function capacity

will improv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n physical function capacity in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times(F=.052, p=.949).

Therefore, hypothesis three was rejected in this study. The intervention

program did not lead to improvement in functional capacity in follow-up

compared with usual care. In terms of physical function capacity, the

score was measured 90.42±14.66 in experimental group and 90.97±9.49 in

control group at 1st OPD. The total score of physical function capacity

was 100, so many patients recovered their physical function capacity.

4) Hypothesis four assumed that health behaviors will in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on health behaviors in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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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F=30.570, p<.001).

Therefore, hypothesis four was supported in this study. In health

behaviors,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as increased sharply but

there was no change in control group. The intervention program improved

health behaviors in the follow-up compared with usual care.

5) Hypothesis five propose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ill improv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interaction between

groups and times(F=4.809, p=.011).

Therefore, hypothesis five was supported in this study. I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teadily but the

score of control group increased at 1st OPD, and then decreased at 2nd

OPD. The intervention program led to the promotion of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t follow-up compared with usu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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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

ables
Group

Mean±SD
F

p value

Pretest 1st OPD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Anxiety Cont.G. 5.00±2.22 3.75±3.85 4.40±2.30

3.885 4.999 2.721

Exp.G 4.90±4.08 3.40±2.44 1.65±1.18 .056 .009 .072

Depre-

ssion

Cont.G. 7.10±2.63 7.35±2.83 8.95±2.74

1.208 .261 5.873

Exp.G 8.40±3.63 7.25±2.36 6.05±2.42 .279 .771 .004

Physica l
function
capacity

Cont.G. 75.56±23.61 90.97±9.49 92.64±10.37

.001 14.941 .052

Exp.G 76.67±19.69 90.42±14.66 91.81±19.04 .981 <.001 .949

Health
behaviors

Cont.G. 72.90±10.15 73.30±12.80 72.95±12.32

43.713 31.415 30.570

Exp.G 70.25±16.33 101.50±10.50 102.50±10.08 <.001 <.001 <.001

HRQoL Cont.G. 59.39±11.81 60.95±11.42 56.87±8.48

11.664 3.802 4.809

Exp.G 58.21±15.15 69.44±8.50 70.52±8.84 .002 .027 .011

(Exp.G. n=20, Cont.G. n=20)

Table 6.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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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

ables
Group

Mean±SD
F

p value

Pretest 1st OPD 2nd OPD Group Time
Group

*Time

Exer-
cise

Cont.G. 6.40±2.64 4.85±1.87 4.65±1.87

40.975 2.227 20.350
Exp.G 6.55±2.56 9.50±2.21 10.10±2.77 <.001 .115 <.001

Acti-
vity

Cont.G. 11.25±2.34 11.60±2.39 12.45±2.26

58.173 40.253 24.658
Exp.G 11.05±2.09 17.30±2.11 17.25±1.86 <.001 <.001 <.001

Medi-
cation

Cont.G. 9.75±2.17 10.80±1.51 10.50±1.88

23.648 37.505 14.946
Exp.G 10.15±2.25 13.50±1.96 14.15±0.93 <.001 <.001 <.001

Smok-
ing

Cont.G. 2.35±1.23 3.30±1.08 3.30±1.13

4.455 13.675 .031
Exp.G 2.90±1.29 3.75±0.72 3.80±0.70 .041 <.001 .970

Diet Cont.G. 33.45±5.55 32.90±8.36 32.30±6.41

16.700 15.797 20.200
Exp.G 29.75±8.72 43.55±5.01 43.15±4.63 <.001 <.001 <.001

Follow
up
care &
OPD

Cont.G. 9.70±2.03 9.85±1.93 9.75±1.71

40.892 17.947 16.333
Exp.G 9.85±2.46 13.90±2.25 14.05±1.79 <.001 <.001 <.001

Table 7. Effects of the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on health behavior variables

(Exp.G. n=20, Cont.G.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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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 Integrated Hospital to Home Self-Management Program

The AHA/AACVPR recognize that all cardiac rehabilitation/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should contain specific core components that aim to

optimize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foster healthy behaviors and

compliance to these behaviors, reduce disability, and promote an active

lifestyle for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Balady et al., 2011).

In order to meet to the AHA recommendations, this program was

developed to consider the understanding that successful risk factor

modification and the maintenance of a physically active lifestyle is a

lifelong process.

The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should offer a multifaceted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overall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including baseline patient assessment, nutritional counseling, risk factor

management(lipids, blood pressure, weight, diabetes mellitus, and

smoking), psychosocial interventions, and physical activity counseling and

exercise training by the AHA/AACPR guidelines(Balady et al., 2007).

This program includes a medical, psychological, social assessment to

discover the needs of the patient. It provides education pertaining to the

causes of the illness and provides appropriate information describing the

necessary lifestyle changes to enable the patient to have the best possible

future health. It helps the patients to set up goals for lifestyle chan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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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 them.

This program shows that nurse case management and nurse-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prevention program is more effective than usual care in

reducing cardiovascular risk, and can be adapted to the hospital-to-home

healthcare settings. This study shows that effective methods, namely,

telephone-delivered health coaching and individualized health counseling,

nurse-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prevention program, self-management

program improves outcomes with CAD after stenting. Also

self-management program increas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tient for

the disease management and makes the patient a more educated partner

for counseling. Patients who involve in self-management program can

facilitate medical management and improve health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m.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cluding individualized

counseling, relaxation techniques and stress management, patient education

for lifestyle modification, such as smoking cessation, were provided by the

program according to AHA guidelines. A telephone counseling using

health coaching is effective in improving a behavioral outcomes for CAD

patients after stenting.

Therefor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has

shown more successful outcomes, including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enhanced health behaviors,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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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fect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1)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intervention

Even though hypothesis one was rejected in this study, anxiety was

redu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control group in the passage of time.

Les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ssociation of anxiety with CAD

compared to other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incident and adverse events following CAD.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an anxiety with valid and reliable

measures and focus o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xiety might

affect CAD patients(Roest et al., 2010).

2)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intervention

In the depression regression, association was significant which was the

link between this intervention and depression. Several studies suggest

psychosocial cardiac rehabilitation interventions(Frasure-smith, Lesperance,

& Talajic, 1993; Rozanski et al., 1999; Glassman & Shapiro, 1998;

Goldston & Baillie, 2008), because depression is highly prevalent after

acute cardiac events and an independent risk factor. This intervention

seems to relieve the adverse effect of depression compared with usu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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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function capacity and

intervention

The intervention program did not result in improvement of functional

capacity in the follow-up compared with usual care. The score of physical

function capacity was measured 90.42±14.66 in experimental group and

90.97±9.49 in control group at 1st OPD. The total score of physical

function capacity was 100, so many patients recovered their physical

function after PCI. According to a recent review, there is evidence that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function capacity and intervention(Taylor et

al., 2004).

4)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behaviors and intervention

In health behaviors,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harply

but there was no change in control group. This intervention program

resulted in promotion of health behaviors in the follow-up compared with

usual care. Adherence to behavioral advice such as exercise, activities,

diet, adherence of medication, smoking cessation, follow-up care and OPD

after stenting was associated with educating the patient and repeated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prescribed treatments and

recommended lifestyle. Therefore this intervention that includes

individualized assessment, communication, goal setting, individual

education, motivational interview is probably correlated with improved

health behaviors. The meaningful results of this intervention suppor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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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ustained contact is necessary to achieve changes in lifestyle and

improvement of compliance. Changing smoking behaviour is a cornerstone,

but this intervention program was not lead in cessation of smoking. A

friendly and positive interaction with nurse-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is

powerful to enhance an individual’s ability to cope with illness, to adhere

to recommended lifestyle changes and health behaviors.

5)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HRQoL and intervention

I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teadily but the score of control group increased at 1st OPD,

after then, decreased at 2nd OPD. The intervention program promotes

HRQoL at follow-up compared with usual care. The efficacy of this

important intervention modality positively affects the level of HRQoL, and

has the ability potentially impact for CAD after s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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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effective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based on nurse-coordinated,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action

progra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is that this program is

hospital-initiated, and focuses on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approach

with up to two outpatient clinic visits and personalized counseling,

telephone counseling sustained lowering of depression and anxiety,

promoting of physical function capacity, health behaviors and HRQoL in

patients with CAD after stenting. In other words, hospital-based

rehabilitation takes the initiative in interacting with home-based

rehabilitation, tries to draw an effects by nurse-coordinated efforts. The

other is that this program maintained the self-management skills for CAD

pati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ignificant improvement of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HRQoL, health behaviors.

Taking a nurse-coordinat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cardiac

rehabilitation by employing exercise, education, individualized counseling

and telephone counseling can increase outcomes over a short period of 3

months. As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 health increases, this program

aim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afe, effective, low tech, affordable

interventions that promote self-management and that can be delive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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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numbers of individuals. This interventions permeate CAD patients

more effectively than complex, expensive interventions that may have

large effects but fewer people can have access to and benefit from.

Consequently, this program was practically designed and can be readily

implemented into daily practice using active coping strategies that enable

individuals to help themselv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tak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a safe, relatively

brief intervention for CAD after stenting that is effective in the field.

Limitations of the Study

There is limitation in randomization which is an important concern.

Conducting a randomized trial to compare the two groups would be

optimal, but this is not possible under the present legal circumstances in

Korea, where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hey wish to be

referred to rehabilitation. Also, this study excluded patients unable to

attend the out patients department and was conducted over a short period.

Furthermore, data was self-reported, so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self-reported and reality.

Sugges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with

more groups of CAD after stenting, leading to verify the gener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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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and increase

the applicability into practice.

There is another ne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with enough time for

implementing the programs that also include the periodic provision of

follow-up intervention in order to measure the long-term effects of the

program. Clinical trials of the integrated hospital-to-home self-management

program are recommended in the field.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various effective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based on theory and its application on clinical

t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