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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2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것들을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많은 밤을 지새우며 감사의 을 

게 될 날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에 다다르니 아쉬움, 뿌듯함, 후련함과 같은 

여러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덕분에 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고, 한 층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  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애정과 열정으로 강의해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연세 학교 간호 학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첫 학기 수업을 인연으로 지 까지 애정과 

정성으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최모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논문의 방향을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신 교수님 덕분에 학 논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 

때마다 깊은 통찰력으로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끝까지 격려해주신 최지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진료와 수술, 여러 학회로 바쁘신 와 에도 

망설임 없이 흔쾌히 논문 지도를 맡아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조종호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원 진학부터 학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이유경 트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장님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이라는 마침표를 게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 

조해주시고 연구 과정을 지원해주신 미숙 장님과 김지 , 박계숙 트장님께도 

감사의 말  드립니다.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암병원 흉부외과 환자실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 

방문할 때마다 배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암9동, 암9서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았던 2년의 학원 과정 동안 선복, 다운, 효진, 혜림 언니, 슬기 언니, 지  

언니, 리 언니, 미슬 언니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학원을 통해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하고 모두 함께 졸업하지 못해 아쉽지만, 함께 보낸 시간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에서 응원해  소 한 친구들 혜 , 형은, 

정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바쁜 딸보다 더 바쁘지만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엄마, 항상 믿어주고 격려해주신 사랑하는 아빠, 학업과 일에 

바쁜 나와 함께 살며 묵묵히 응원해  고마운 동생 찬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하며 

함께 기쁨을 나 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의 논문을 해 큰 수술을 겪고 힘드신 와 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주신 90명의 폐암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 논문이 폐암 환자분들의 회복 과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김  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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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환 자 실  내  걷기  운 동 을  경 험한

폐  제 술  환 자 의 수 술  후  회 복  련  요 인

  본 연구는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가 퇴원  인식하는 수

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본 연

구는 서울 S 상 종합병원에서 폐 제술을 시행하고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실시

한 후 퇴원을 앞둔 폐 제술 환자 90명을 상으로 2019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

지 자료를 수집하 고, 특성  일부는 자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조사하 다. 수술 

후 회복은 Allvin et al. (2009)의 Postoperative Recovery Profile을 김 만 et al. 

(20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Schwarzer and Jerusalem (1995)이 개발한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한국어로 번역한 Schwarzer et al. (1997)의 도구

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고, 회복탄력성은 Connor and Davidson (2003)의 회복탄력

성 측정 도구의 한국 번역본으로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상  분석,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령은 63.23±8.12세 고, 성별은 남성과 여성 각각 50.0%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 66.7%, 기혼인 상자 80.0%, 배우자가 주 보호자인 경우 67.8%,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44.4%, 재 직업이 있는 경우 45.6%로 나타났다. 

2. 수술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 47.8%이었고, 36.7%는 수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

으며, 폐암의 병기는 1기가 61.1%로 가장 많았고, 77.8%가 선암이며, 70.0%가 흉강

경을 통해 수술하 다. 폐엽 제술이 74.4%를 차지하 고, 90.0%가 1일간 환자

실에 입원했으며, 평균 흉  유지기간은 4.62±3.17일, 수술 후 재원기간은 평균 

6.44±5.50일로 나타났다. 

3.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은 평균 61.69±44.97m 실시하 고, 운동 시 자각 증상  통

증이 4.88±2.39 으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운동자각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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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99 으로 ‘알맞음’과 ‘강함’ 사이 다. 운동 시 호흡곤란은 평균 1.57±1.62 으

로 ‘아주 약간 숨이 참’과 ‘약간 숨이 참’ 사이로 나타났다.

4. 수술 후 회복은 51  만 에 평균 11.83±7.03 이었고, 심리  역이 회복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  증상이 가장 낮았다. 회복 항목  통증, 식욕의 변화, 소화

기계 장애 순으로 회복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5. 자기효능감은 40  만 에 평균 30.60±4.18 이었고, 회복탄력성은 100  만 에 평

균 70.72±15.08 이었다.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양의 상 계(r=.67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6.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은 직업 유무(t=-2.689, p=.009), 

수술 유무(t=2.008, p=.048), 걷기 운동 자각 증상  통증(r=.296, p=.005), 어지러움

(r=.355, p=.001), 피로(r=.352, p=.001), 오심  구토(r=.424, p<.001), 주  운동자

각도(r=.428, p<.001), 운동 시 호흡곤란(r=.232, p=.028), 자기효능감(r=-.230, 

p=.029)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다 회귀분석 결과 직업 유무(β=4.353, p=.005), 걷기 운동 자각 증상  오심  

구토(β=0.596, p=.043), 주  운동자각도(β=1.105, p=.007)가 수술 후 회복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경우, 오심  구토 증상이 

을수록, 주  운동자각도가 낮을수록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모형은 수술 후 회복을 31.3% 설명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 따라서 수술 후 회복의 향상을 해 걷

기 운동 시 오심  구토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운동

자각도를 찰하여 한 정도를 유지하며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기 한다.

핵심되는 말 : 수술 후 회복, 환자실, 걷기 운동, 폐암, 폐 제술,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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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 구 의 필 요 성

폐암은 2015년 체 암 발생의 11.3%를 차지하고, 2011-2015년 발생한 폐암의 5년 

상  생존율은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인 26.7%로 나타났다(국가암정보센

터, 2018). 2017년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969명으로 체 암 사망자의 22.8%

를 차지하여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8). 이

처럼 폐암은 발생률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치료 방향과 후는 암의 종류와 병기, 

임상  상태,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Suda et al., 2014; 김혜 , 

2008). 수술은 폐암의 생존과 치료를 한 핵심 인 방법이지만 환자의 해부 생리학  

변화를 유발하여 성호흡곤란 증후군, 폐렴, 무기폐, 객담 배출 곤란 등의 호흡 련 

문제와 부정맥, 수술 후 출 , 7일 이상 지속  공기 출, 조기 흉막감염, 통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문 덕 et al., 2000; 이장훈, 2012; 조종호 & 최용수, 2014). 

특히 흉부 수술 환자의 경우 다른 종류의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폐 합병증의 험도가 

높다고 보고된다(Rupp, Miley, & Russell-Babin, 2013). 이는 일상생활 복귀의 어려움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 재원기간 증가, 높은 사망률 등 환자에게 치명 인 결

과를 야기하고 수술 후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수술 후 폐 합병증 방이 매우 

요한 간호 재임을 시사한다(이장훈, 2012; 조종호 & 최용수, 2014).

수술 후 폐 합병증 방을 한 간호 재로 기침, 심호흡, incentive spirometry, 흉

부물리요법, 호흡 근력 운동의 호흡 운동 재를 실시하여 합병증 방  폐기능 회

복의 효과를 확인하 으나(Thanavaro & Foner, 2013; 구미지 & 황선경, 2016; 이해

림, 2017; 정경주 & 이 숙, 2010), 효과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어(Agostini et al., 

2013) 보다 극 인 재로써 수술 후 조기 걷기 운동이 시행되었다. 이는 재원기간 

단축, 신체 활동량 증가, 호흡곤란 개선, 무기폐 감소, 불안  우울 감소 등의 효과를 

통해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Tsai, Wu, Lin, & Lin, 

2015; Moradian, Najafloo, Mahmoudi, & Ghiasi, 2017; Ni et al., 2018; 김인아 & 이

해정, 2014; 박형숙, 김남희, & 김은심, 2009; 임연정, 2018). 한 간호사 주도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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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한 선행연구들은 재원기간 단축, 운동량 증가, 기능  상태 개선, 우울과 불

안 감소를 보고하 다(Chau, Shiu, Ma, & Au, 2005; Drolet et al., 2013; King, 

Steege, Winsor, VanDenbergh, & Brown, 2016; Klein, Bena, Mulkey, & Albert, 

2018; Padula, Hughes, & Baumhover, 2009). 나아가 환자실에서부터 조기 운동의 

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환자의 회복 진, 기능  상태 개선을 통해 재원기간 

단축, 재입원율 감소, 합병증 감소, 사망률 감소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Booth et al., 

2016; Floyd, Craig, Topley, & Tullmann, 2016; Fraser, Spiva, Forman, & Hallen, 

2015; Pires-Neto, Lima, Cardim, Park, & Denehy, 2015). 즉, 조기 운동은 수술 후 

합병증을 방하고 퇴원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Topley, 

2015). 이처럼 환자실에서 시작되는 조기 운동과 간호사 주도의 걷기 운동 재의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국내의 경우 폐 제술 후 환자실에 입실하여 간호사 주도

의 걷기 운동과 련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수술 후 시행되는 재들은 환자가 지각하는 수술 후 회복을 진시켜 궁극 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수술 후 회복은 신체 , 심리 , 사

회 , 습  기능에 한 통제를 다시 얻어 정상과 체로 돌아오는 에 지가 필요

한 과정이다(Allvin, Berg, Idvall, & Nilsson, 2007). 수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매

우 요하며, 환자가 인식하는 신체  증상이나 심리  안정과 더불어 신체  활동을 

동반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진은 환자 에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Allvin, 

Ehnfors, Rawal, & Idvall, 2008). 수술 후 회복에 해 심장 수술(Yates, Kosloski, 

Kercher, & Dizona, 2010; 김수연, 2014), 장 암 수술(Jeon, Choi, Lee, & Noh, 

2016; 김 만, 정혜정, & 오의 , 2017), 인공 무릎  치환술(Riddle, Slover, Ang, 

Perera, & Dumenci, 2017), 립선 제술(Wu et al., 2005) 등을 상으로 연구가 시

행되었다. 이처럼 환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은 환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해 

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환자가 지각하는 회복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폐 제술 환자 상으로 거의 없었다.

한편, 수술 후 회복 증진을 한 운동 재를 수행하는 환자에게서 자기효능감은 

걷기, 신체  활동,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anks, Pohlig, Roos, 

Wright, & Reisman, 2016; DePew, Karpman, Novotny, & Benzo, 2013; Lee, Kuo, 

Fanaw, Perng, & Juang, 2012). 자기효능감은 건강 증진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

는 요한 요소로(Bandura, 1997), 수술 후 환자들이 운동을 유지하고 자가 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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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 으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기능  상태

가 회복되어 수술 후 회복을 진시키고(Dammeyer, Dickinson, Packard, Baldwin, & 

Ricklemann, 2013), 퇴원 후에도 운동을 지속하며 자가 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인 것이다(Lin, Liu, Tzeng, & Lin, 2015). 즉, 자기효능감은 수술 

후 회복에 향을  수 있으나,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와 련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고 히 처하여 회복하기 

해 개인의 여러 특성이 향을 미치게 된다. 이  회복탄력성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역경에 하여 극복하고 처할 수 있는 개인 인 특성으로(Connor & Davidson, 

2003),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진단, 치료, 증상, 암 련 스트 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들을 직면하는 역동 인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Eicher, Matzka, Dubey, & 

White, 2015).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 스를 받는 상황에서 건강 상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Baek, Lee, Joo, Lee, & Choi, 2010). 회복탄

력성은 수술 후 회복, 재활, 건강증진 행 ,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밝

졌다(Ye et al., 2017; 김 만 et al., 2017; 박주연 & 김나 , 2017; 신나연 & 강윤

희, 2015).

이에 본 연구는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환자실 걷기 

운동 특성을 확인하고 정서  요소인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포함하여 퇴원  

환자가 지각하는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궁극 으로 폐 

제술 후 회복을 진시킬 수 있는 간호 재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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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목

본 연구는 환자실 간호사가 주도하는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일반

 특성, 임상  특성,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을 악하고, 퇴원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것이다.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정도를 악한다.

둘째, 일반  특성, 임상  특성,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 계를 악한다.

넷째,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3 .  용 어 의 정 의

1 )  환 자 실  내  걷기  운 동

(1) 이론  정의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은 간호사가 활력징후와 보유한 의 상태를 감시하며 걸

터앉기부터 일어서기, 제자리 걷기를 거쳐 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Zomorodi, 

Topley, & McAnaw, 2012).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S 상 종합병원에서 폐 제술 시행 후 흉부외과 환자실에 입실

하여 수술 1일 후 약 30m의 환자실 내부에서 간호사가 심박수와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며 실시하는 걷기 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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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폐  제 술

(1) 이론  정의

폐 제술이란 폐암의 완  제를 목표로 시행되는 수술로, 병변의 범 와 환자

의 상태에 따라 기 제술(wedge resection), 폐분  제술(segmentectomy), 폐

엽 제술(lobectomy), 폐이엽 제술(bilobectomy)  폐 제술(pneumonec 

tomy)이 포함된다( 한폐암학회, 2011).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폐암을 의심하여 치료를 해 서울 S 상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상

태에 따라 개흉술 는 흉강경 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된 기 제술, 폐분  제

술, 폐엽 제술, 폐이엽 제술, 폐 제술을 의미한다.

3 )  수 술  후  회 복

(1) 이론  정의

수술 후 회복이란 수술  일상활동 수 과 심리  안녕감의 한 수 으로 돌

아가기 해 신체 , 심리 , 사회 , 습  기능을 획득함으로써 기 과 비교하여 

정의되는 정상과 체로 회복하는 에 지를 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Allvin et 

al., 2007).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Allvin, Ehnfors, Rawal, Svensson, and Idvall (2009)이 환자가 보

고하는 수술 후 회복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Postoperative Recovery Profile(PRP) 

도구를 김 만 et al. (20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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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 기 효 능 감

(1) 이론  정의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해 필요한 행동에 해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Schwarzer and Jerusalem (1995)이 일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해 개발한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GSE)을 Schwarzer, Born, 

Iwawaki, and Lee (1997)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

한다.

5 )  회 복 탄 력 성

(1) 이론  정의

회복탄력성이란 삶을 하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기와 역경에 해 극

복하고 수용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감사, 나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홍성경, 2009).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nnor and Davidson (2003)이 스트 스에 처하는 회복탄력성

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도구의 한

국  번역본을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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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고 찰

본 연구는 폐암으로 인해 폐 제술 후 환자실 간호사 주도 조기 걷기 운동 재

를 실시한 환자의 수술 후 회복과 련된 요인을 악하기 한 것으로, 폐암과 폐 

제술에 련된 임상  특성  수술 후 시행되는 재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자기효능감과 회

복탄력성을 악하기 해 국내외 연구 동향에 해 확인하는 문헌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1 .  폐  제 술  환 자 의 수 술  후  재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4%이며, 치료 방향과 후는 폐암의 병기와 련 있다(김

혜 , 2008). 폐암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은 조기 진단을 통해 폐 제술을 

시행하는 치료가 최선의 목표이자 효과 인 치료법으로 밝 졌다(Gadgeel, Ramalingam, 

& Kalemkerian, 2012; Morabito et al., 2014). 폐 제술은 기 제술(wedge 

resection), 구역 제술(segmentectomy), 폐엽 제술(lobectomy), 폐이엽 제술

(bilobectomy), 폐 제술(pneumonectomy) 등 수술 부 에 따라 분류되며, 기존 방

법인 개흉술과 최소 침습 제로 합병증이 은 흉강경(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을 통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주 & 한지연, 2011; 조종호 & 

최용수, 2014). 주요 폐 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은 수술 후 1개월 동안 일상 보행 활

동의 시간과 질이 감소하고(Novoa, Varela, Jimenez, & Aranda, 2009), 2주 후 폐기

능, 신체활동량, 산소포화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가 6개월 후에는 신체활동량만 회

복되는 것으로 밝 졌다(Brocki, Westerdahl, Langer, Souza, & Andreasen, 2018).

폐 제술은 암을 치료하기 한 방법이지만, 폐 환기량을 감소시키고 흉벽 손상을 

야기하여 수술 후 호흡과 활동에 지장을  수 있다(Kim et al., 2015). 이와 같은 합

병증을 방하기 해 여러 재가 실시되었고, 그  호흡, 기침, 흡기  호기 강화 

호흡운동 등을 포함한 호흡 운동 재는 기본 이면서 필수 인 재이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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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호흡 운동 재는 폐 제술 환자의 폐기능을 개선  증가시키고(이해림, 2017; 

정경주 & 이 숙, 2010), 수면을 향상시키며(서 희 & 강 숙, 2007), 진통제 사용량

을 감소시키고(이해림, 2017), 재원기간  수술 후 합병증 감소(Rodriguez-Larrad, 

Vellosillo-Ortega, Ruiz-Muneta, Abecia-Inchaurregui, & Seco, 2016)에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 다. 반면, incentive spirometry의 효과를 무작  실험 설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군간 폐기능, 수술 후 폐 합병증, 재원기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다(Agostini et al., 2013).

호흡 운동 재의 상반되는 결과로 인해, 보다 극 인 재로써 걷기 운동이 

두되었다. 폐암 환자 상으로 12주 동안 가정 기반 걷기 운동을 주 3회 실시한 연구 

결과, 실험군의 우울과 불안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Chen et al, 2015). 폐 제

술 환자 상으로 수술 4시간 후와 수술 1일 후 걷기 시행한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서

는 두 군간 흉  련 문제, 낙상, 배액량, 심박수 변화, 통증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조기 운동을 시행한 환자들의 평균 산소 용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조기 운동

의 안 함이 증명되었다(Kaneda et al., 2007). 국내의 경우 병원에서부터 퇴원 후까지 

시행되는 30일간 진  걷기 운동 재를 용하여 폐 제술 환자의 신체 활동량 

 6분 걷기 거리 증가, 흉  보유기간  재원기간 단축, 호흡곤란 정도 감소의 효과

를 확인하여(김인아 & 이해정, 2014; 임연정, 2018), 폐 제술 환자에게 걷기 운동 시

행의 필요성을 입증하 다.

이처럼 병동  가정에서 실시되는 걷기 운동에 한 효과가 확인되었고 차 환

자실에서 시행되는 조기 운동으로 확 되었다. 흉부  심장 수술 후 환자실에 입

실한 환자에게 진  운동 재를 용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임상

으로 재군의 재원기간, 환자실 재입실, 욕창 발생률이 감소하 다(Floyd et al., 

2016).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행 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이 내과, 외과, 심장외과 

환자실 환자 상으로 실시한 조기 운동 재를 받은 환자는 낙상, 욕창, 감염, 병원 

비용, 섬망, 환자실 재입실, 퇴실 시 기능  상태, 퇴원 후 장소에 해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Fraser et al., 2015). 간호사 주도의 경우, 내과  외과 환자실에 72시

간 이상 입원한 환자 상으로 간호사 주도 이동 로토콜을 용한 결과, 보행한 환

자의 비율이 로토콜 용  6.2%에서 용 후 20.2%로 증가하 다(Drolet et al., 

2013). 한 신경외과 환자실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재원 기간이 감소되고 불안, 우

울, 감과 같은 심리  스트 스를 여 환자에게 미치는 정  효과가 입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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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lein et al., 2018). 선행연구를 통해 환자실에서 실시되는 진  운동, 다학제 

 기반 운동, 간호사 주도 운동 등의 조기 운동에 한 임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조기 걷기 운동은 환자의 신체 , 심리 , 리  측면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반 인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요한 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폐 제술 후 환자실 재원  시작되는 걷기 운동에 한 연구는 제한 이다. 따라

서 증가하고 있는 폐 제술 환자들이 수술 후 회복을 진할 수 있고 일상생활 복귀

를 앞당기기 해 환자실 내 걷기 운동과 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  폐  제 술  환 자 의 수 술  후  회 복

수술 후 회복은 수술 후 상태에서 수술  일상활동의 독립 수 과 심리  안녕감

의 한 수 으로 돌아가며 신체 , 심리 , 사회 , 습  기능을 획득함으로써 

기 과 비교하며 정의되는 것으로, 정상과 체로 회복하는 에 지를 요구하는 과정

이라고 간주된다(Allvin et al., 2007). 단지 신체 인 역만이 아니라 정서 , 사회

인 역까지 포 으로 다루게 되는 개념인 것이다. Allvin et al. (2007)은 회복이 발

생하기 해 부상, 질병, 다른 요인으로 인한 수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신체 , 

심리 , 습 , 사회  방해가 야기된다고 하 다. 수술 후 3주에서 1년이 지난 환자

와 에서 함께 지켜보는 의료진의 에서 수술 후 회복이란 일상 생활을 지속하기 

해 노력하는 역동 인 과정이라고 표 하 다(Allvin et al., 2008). 일상 인 삶을 

살던 상황에서 수술 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일상 인 삶으로 돌아가기 한 노

력이 필요한 것이다. 불쾌한 신체  증상  감소된 정서  안녕감을 경험한 후 련 

기능을 다시 획득하는 시기를 거쳐, 일상  활동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

하게 된다.

수술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한 과정의 일환으로 수술 후 회복을 진하기 해 

여러 재가 시행되었는데, 이  2001년 외과 의사 그룹에 의해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로토콜이 표 이다. 이 로토콜은 다학제 에 의해 입

원 부터 수술 , , 후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  간호를 포함하고 있다

(Ljungqvist, Scott, & Fearon, 2017). ERAS society는 2012년 장 수술에 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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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재까지 다양한 수술에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수술 후 회복을 진하기 한 재들이 임상에 도입되고 있다. 2018년 

폐 제술을 포함한 흉부외과 ERAS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입원 , 입원, 수술 

, 수술 후 과정에서 제공되는 회복 향상을 한 4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Batchelor et al., 2018). 수술 후 과정에서 환자의 오심  구토, 통증, 수액 조 과 

흉  리 등에 해 을 맞추고 있으며, 이  조기 걷기 운동은 부동과 련된 

여러 합병증  재원기간 감소에 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Batchelor et al., 

2018). ERAS를 통해 환자의 재원기간과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입증되어 

심이 증가하고 있다(Martin et al., 2018).

수술 후 회복은 일상 생활로 복귀하기 해 필수 인 개념으로, ERAS를 포함한 

재를 통해 이를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기 걷기 운동은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진시키는 데 요한 요소이므로,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  폐  제 술  환 자 의 수 술  후  회 복  련  요 인

수술 후 회복을 진하기 해 의료진은 여러 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 으로 

재를 제공하기 해서 재 상인 환자가 인식하는 회복에 해 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환자가 보고하는 수술 후 회복에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들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회복에 차이가 나타났다(Allvin et al., 2008; 김수

연, 2014). 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시 인식하는 회복의 질에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가 반 인 회복의 질이 높게 나타나 성별이 련 있음을 확인하 다(김

수연, 2014). 암 수술 환자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Jeon et al., 2016), 65세 이상 암, 폐암, 비뇨기암, 장암 수술 환자의 수입이 높을

수록 기능  회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다음으로 임상  특성  동반질환, 수술, 증상이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 65세 이상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동반질환이 많을수록 수술 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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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게 보고하 다(Hodgson & Given, 2004; Van Cleave et al., 2011). 수술 종류, 

수술 후 경과기간 등 수술과 련된 특성이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Allvin et al., 2008; Jeon et al., 2016). 립선 제술 환자의 통증의 강도가 

높고 오심 증상이 많을 때 수술 후 회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증상이 

회복과 련 있음을 시사하 다(Wu et al., 2005). 암 수술 환자의 증상경험이 높을

수록 회복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 으며(Jeon et al., 2016), 65세 이상 암, 폐암, 비뇨

기암, 장암 수술 환자(Van Cleave et al., 2011)와 폐암, 립선암, 유방암, 장암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Hodgson & Given, 2004) 상 연구에서도 증상이 

많을수록 회복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심리  요인인 우울과 불안이 수술 후 회복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4). 심근경색 진단, 시술, 수술 8주 이후 회

복에 한 모형을 구축한 결과 질병 련 스트 스가 신체  회복에 향을 주며

(Yates et al., 2010), 암 수술 환자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회복 정도가 낮았다(Jeon 

et al., 2016). 반면, 정신건강과 심리  안녕감은 회복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밝 졌다

(Hodgson & Given, 2004; Van Cleave et al., 2011).

정서  요소  자기효능감은 수술 후 결과와 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

었는데(Riddle et al., 2017), 이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

로, 수행하려는 활동과 환경의 선택에 향을 주고 처하려는 노력에도 향을 미친

다고 하 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건강 진 행동을 야기하는 개인 인 변화

를 시작, 성취  유지하기 해 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Bandura, 1997).

폐암 환자를 상으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피로가 낮게 보고되었고(Akin & Kas 

Guner, 2018), 기 폐암 환자에게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 에 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다(박지 , 2014). 자기효능감은 폐암 환자의 걷기 운동  기능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 인 향을 미치며, 건강 증진 행 를 

수행하기 한 주요한 요소라고 나타났다(Lin, Lai, Lu, Lai, & Lin, 2013; Lin et al., 

2015; Yang et al., 2018; 박지 , 2014).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폐암 환자의 운동 재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신체 기능이 회복할 수 있도록 향을 주며 신체활

동, 건강증진행 , 삶의 질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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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하 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향을 주며, 성공 인 스트

스 처 능력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Connor & Davidson, 2003). 한 개인 , 

외부  요소와 환경에 향받는 역동 인 과정으로, 역경으로부터 회복하고 이겨내려

는 개인의 능력이다(Garcia-Dia, DiNapoli, Garcia-Ona, Jakubowski, & O'Flaherty, 

2013).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다양한 업무 련, 사회  상황, 심리  건강, 신체  

건강 상태에 응할 수 있는 통합  능력으로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는 정 인 

감정을 사용할 수 있다(Baek et al., 2010). 건강상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회복탄력

성은 역동 이고 수정 가능하며 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Connor 

& Davidson, 2003).

암 환자의 경우 암에 한 진단, 치료, 암 련 증상  스트 스로 인해 야기되는 

역경을 경험하기 때문에(Eicher et al., 2015)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은 암 

환자에게 요하다. 암 환자에게 회복탄력성이란 삶을 하게 되는 역경에 해 견

디고 극복하려는 특성으로 역경을 수용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홍성경, 2009). 즉,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원이나 사

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암 환자가 증진시킬 수 있는 역동 인 

과정이자 결과인 것이다(Deshields, Heiland, Kracen, & Dua, 2016).

회복탄력성은 암 환자들의 신체   심리  증상과 삶의 질에 정  향을 주게 

된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이 

활발하며, 심리  디스트 스가 낮게 나타났다(Matzka et al., 2016). 암 생존자 련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박정숙, 김유정, 

유 선, & 박미향, 2018). 폐암 환자에게 시행한 연구 결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불

안과 우울 정도가 낮게 확인되었다(Hu, Xiao, Peng, Kuang, & He, 2018). 폐엽 제

술을 시행한 폐암 환자(이정아 & 김민주, 2018),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폐암, 

암, 장암 환자(Ye et al., 2017), 방사선 치료 인 암환자( 소연, 주 정, 유제상, 

& 이지 , 2015)의 회복탄력성이 그들의 삶의 질에 향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 장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나,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김 만 et al., 2017).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성별, 연령, 직업, 경제  상태인 일반  특성과 수술 종류, 

동반질환 등 임상  특성,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정서  특성이 수술 후 

회복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다. 따라서 폐암으로 폐 제술 시행 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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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 걷기 운동을 실시한 환자의 수술 후 회복과 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 로 수술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한 환자가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

도록 수술 후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재 마련 기 자료가 되고자 한다. 

한 회복을 진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조기 걷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가 인식

하는 수술 후 회복을 확인함으로써 연구를 확 하기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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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폐암으로 폐 제술을 시행하고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경험한 환자를 

상으로 퇴원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횡

단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  연 구  상 자

본 연구의 상자는 기 제술, 구역 제술, 폐엽 제술, 폐이엽 제술, 폐 

제술 등 폐 제술을 시행한 후 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이다. 이들은 수술 후 회

복실을 거쳐 입실하거나, 환자실에 바로 입실하게 된다. 부분 기 내 을 발 한 

후 입실하고 흉 을 삽입한 상태이며, 통증 조 을 해 정맥 는 경막외 자가 통증 

조 기를 용한 상태이다.

폐 제술 환자는 환자실 입실한 당일 침상 안정 상태로 incentive spirometry, 

기침, 심호흡 연습을 실시한다. 수술 후 다음 날 새벽 심박수와 산소포화도를 감시하

는 pulse oximetry를 용한 상태로 간호사 동반하여 침상 내 걸터앉기, 일어서기, 제

자리 걸음,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단계 으로 실시한다. 환자실은 타원형 구조로 

한 바퀴당 거리는 30m이며, 걷기 운동 시 바퀴 수로 측정한다. 걷기 운동 시 침상 안

정 상태의 심박수, 산소포화도의 20% 이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단하고 안정되면 

다시 진행한다. 걷기 운동 후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수술 후 

다음 날 일반 병동으로 동을 실시한다. 이후 유지하던 흉 을 모두 제거하면 퇴원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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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 자  선 정

본 연구의 상자로 폐암을 의심  진단받고 폐 제술을 해 서울 소재 상 종

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 다. 구체 인 선정기 과 제외기 은 다음과 같다.

가 )  선 정 기

① 만 19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거나 확진 받은 자

② 폐 제술( 기 제술, 구역 제술, 폐엽 제술, 폐이엽 제술, 폐 

제술)을 시행받은 자

③ 수술 후 환자실에 입실하여 걷기 운동을 시행하고 일반 병동으로 동하

는 자

④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가능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 가능한 자

나 )  제 외 기

①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 보행 시 사람이나 기구의 도움이 필요

한 자

② 이성 폐암이나 결핵으로 수술 시행한 자

③ 수술 후 량 출  등 합병증이 발생한 자

2 )  연 구  표 본  수

본 연구의 표본 수를 계산하기 해 Cohen의 공식에 따른 G-power program 

3.1.9.2를 이용하여 양측검정에서 유의수  5%, 검정력 80%, 다 선형회귀 분석 시 효

과크기 0.2  측요인 9개로 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88명

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체 자료수집 인원은 91명이었고, 탈락자 1명을 제외하

여 최종 분석 상자는 9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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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도 구

상자에게 일반  특성, 임상  특성,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에 하여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임상  특성  운동 련 특성의 일부분은 자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조사하 다.

1 )  일 반  특 성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생년월, 성별, 종교, 결혼 상태, 주 보호자, 교육 수 , 직

업 유무,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조사하 다.

2 )  임 상  특 성

상자의 임상  특성으로 환자에게 수술  항암방사선 치료 여부, 퇴원 후 갈 곳

을 조사하 다. 흡연력, 미국마취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신체상태 분류 수, 과거 암병력, 과거 수술 유무, 수술  폐기능 검사 결과인 

FEV1(L/%predicted), FVC(L/%predicted), FEV1/FVC ratio  결과 해석, 폐암의 병

기, 병리학  진단, 수술 부 , 수술 방법, 폐 제 범 , 환자실 내 용한 흉부물리

요법, 재원기간 내 합병증 여부, 환자실 재입실 여부, 수술 후 용한 PCA 종류, 흉

 개수, 흉  유지기간, 환자실 재원기간, 수술 후 재원기간, BMI는 자의무기록

을 통해 조사하 다.

3 )  환 자 실  내  걷기  운 동  련  특 성

상자의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으로 환자에게 걷기 운동에 한 자각증

상, 주  운동자각도, 운동 시 호흡곤란을 조사하 다. 환자실에서 실시한 걷기 

운동의 바퀴 수  거리, 운동 시 최  심박수, 최  산소포화도, 산소 공  여부  

정도, 환자실 내 걷기 운동 첫 번째 시도 성공 여부, 실패 이유에 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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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걷기  운 동 에  한  자 각 증 상

폐 제술 후 환자실에서 시행한 걷기 운동에 한 환자의 자각증상을 측정하기 

해 련 문헌고찰  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5개 항목의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환자실에서 걷기 운동을 실시하며 환자가 경험하는 

통증, 숨참, 어지러움, 피로  기력 하, 오심  구토 총 5개 증상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각 문항은 11  수치 평가 척도(NRS)로 ‘  없음’ 0 부터 ‘매우 심함’ 10

으로 구성하 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해 흉부외과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

인, 환자실 트장 1인, 흉부외과 임상경력 7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총 5명의 문

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한 상자 선정 기 에 부합하는 환자 5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시행하여 각 문항에 해 이해하기 쉬웠는지 검토하여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3으로 나타났다.

( 2 )  주  운 동 자 각 도

본 연구에서는 환자실 내 걷기 운동 시 주 으로 인지하는 운동 강도에 해 

Borg (1998)의 Category Ratio 10 scale(CR 10) 척도를 김 회 et al. (2006)이 운동자

각도를 국내 남자 학생을 상으로 측정하기 해 번역한 도구를 번역한 자의 승

인을 받고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순  척도로, 0부터 10까지 수로 표 하 다. 0(

 힘들지 않음), 0.5(극도로 약함), 1(매우 약함), 2(약함), 3(알맞음), 5(강함), 7(매우 

강함), 10(극도로 강함)으로 구분되었다.

( 3 )  운 동  시  호 흡 곤 란

본 연구에서는 환자실 내 걷기 운동 시 경험한 호흡곤란 정도를 측정하기 해 

자가 보고식의 Modified Borg Scale(Borg, 1982)을 이윤경 and 윤혜상 (2005)이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환자에게 호흡곤란을 측정하기 해 번역한 도구를 번역한 

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 다. 이 척도는 호흡곤란 정도를 12등 으로 분류하는 순  

척도로, 0에서 10까지 수로 표 하 다. 호흡 상태의 힘든 정도에 해 0(  숨차

지 않음), 0.5(숨이 찰 듯 말 듯 함), 1(아주 약간 숨이 참), 2(약간 숨이 참), 3( 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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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숨이 참), 4(약간 심하게 숨이 참), 5(심하게 숨이 참), 7(아주 심하게 숨이 참), 10

(극도로 심하게 숨이 참)으로 구분되었다.

4 )  수 술  후  회 복

본 연구에서는 Allvin et al. (2009)이 환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Postoperative Recovery Profile(PRP) 도구를 김 만 et al. (2017)이 한국어

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원 자와 번역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자

가 보고식으로 환자가 입원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 정도에 해 신체  증상 5문

항, 신체  기능 4문항, 심리  4문항, 사회  2문항, 활동 2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없음’의 0 부터 ‘심함’의 3 으로 구성되고, 최  0 부터 

최고 51 까지 배 이 구성되며, 합산 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김 만 et al. (20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0-0.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4로 나타났다.

5 )  자 기 효 능 감

본 연구에서는 Schwarzer and Jerusalem (1995)이 일반 으로 인식되는 자기효능

감을 측정하기 한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GSE)을 Schwarzer et al. 

(1997)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개인의 일반 인 자기효능감 

신념의 강도에 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  아님’ 1 부터 ‘매우 그러함’ 4 까지 구성되어 있고, 10문항

의 수를 합한 총 이 높을수록 개인의 일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Schwarzer and Jerusalem (1995)에서 제시한 다섯 표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2-0.93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8이었으

며 (Schwarzer et al., 1997), 본 연구의 신뢰도는 0.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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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 복 탄 력 성

본 연구에서는 Connor and Davidson (2003)이 스트 스 처를 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한국  도구를 구매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  척도이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 

‘  그 지 않다’의 0 부터 ‘거의 언제나 그 다’의 4 까지 구성되고, 최  0 부터 

최고 100 으로 구성되었다. 합산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9 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0.93으로 

나타났다.

4 .  자 료  수 집  방 법  차

본 연구는 상자 보호를 해 일 상 종합병원의 기 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SMC 2019-03-137-002). 한 진

료과  간호본부의 승인을 받고 본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환자실 입실 시 

자료 수집 상자를 편의 표집하 다. 퇴원 하루  날 본 연구자가 상자에게 직  

방문하여 연구 소개, 목 , 과정, 비  보장, 익명성 유지  연구 참여  철회가 언

제든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는 경우 상자가 직  작성하도록 하 고, 설문을 읽

고 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자가 요청한 경우 연구자가 설문을 읽어주고 상자

가 응답하는 로 기입하 다. 설문지 작성에 평균 20-30분 소요되었고, 설문 완료 시 

설문지를 확인하여 락되거나 잘못 기입된 항목을 추가 기재하고 수정하도록 하여 

탈락을 일 수 있도록 하 다.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자에게 5,000원 상당의 미세

먼지 마스크를 사례품으로 제공하 다. 설문지의 임상  특성  운동 련 특성의 

일부 문항은 자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자료 수집하 다. 완료된 설문지는 잠  장치

가 있는 별도의 보 함에 보 하 고, 수집된 연구 자료는 암호화되어 있는 노트북에 

장하여 연구자 이외의 근이 불가능하도록 하 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수집된 자

료는 3년 동안 보  후 쇄기를 통해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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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 료  분 석  방 법

본 연구를 해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을 P<0.05로 간주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임상  특성,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3) 상자의 일반  특성, 임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

력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사후 분석

은 Bonferroni procedure로 검정하 다.

4) 상자의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과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

력성 간의 계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 상 계는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5) 상자의 수술 후 회복에 향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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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  상 자 의 특 성

1 )  상 자 의 일 반  특 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90명이며,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자

의 연령은 37세부터 79세까지 분포하 고, 평균 63.23±8.12세로,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이 46명(51.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5

명(50.0%)으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상자  종교가 있는 경우 60명(66.7%)이었

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72명(80.0%)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 61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24명(27.8%)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 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 40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재 직업이 있는 경우 41명

(45.6%)이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37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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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s) <55 11 12.2

63.23±8.12
55≤ - <65 46 51.1

65≤ - <75 23 25.6

75≤ 10 11.1

Sex Male 45 50.0

Female 45 50.0

Religion Buddhist 27 30.0

Christian 22 24.4

Catholic 11 12.2

None 30 33.3

Currently married Yes 72 80.0

No 18 20.0

Main caregiver Spouse 61 67.8

Children 24 27.8

Parents/sibling 4 4.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8 31.1

High school 40 44.4

College≤ 22 24.4

Occupation Yes 41 45.6

No 49 54.4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150 17 18.9

150≤ - <300 21 23.3

300≤ - <400 15 16.7

400≤ 3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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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 자 의 임 상  특 성

본 연구 상자의 임상  특성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술  항암, 방

사선 치료를 받은 상자는 11명(12.2%)으로 받지 않은 상자가 부분을 차지하

다. 퇴원 후 본인  가족의 집으로 가는 경우 82명(91.1%),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 

8명(8.9%)으로 부분 집으로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지 않은 상자는 

43명(47.8%), 수술  연한 상자 25명(27.8%), 최근까지 흡연한 상자 22명

(24.4%)이었다. ASA class는 Ⅱ 71명(78.9%), Ⅲ 14명(15.6%), Ⅰ 5명(5.6%) 순이었

다. 과거 암을 진단받은 상자는 19명(21.1%)이며, 상자의 평균 수술 횟수는 

1.06±1.14회이고, 수술 경험이 없는 상자는 33명(36.7%)이었다. 폐기능 검사 결과 정

상인 상자는 61명(67.8%)이었고, 폐쇄성 환기 장애인 경우 22명(24.4%)으로 뒤를 이

었다.

폐암의 병기  1기가 55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3기 이상이 25명(27.8%)이 뒤

를 이었다. 병리학  진단으로 선암이 70명(77.8%)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수술 부

는 오른쪽 44명(48.9%), 왼쪽 46명(51.1%)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술 방법으로 

흉강경을 시행한 경우 63명(70.0%)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 폐 제 범 로 폐엽 

제술이 67명(74.4%)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실 내 용한 흉부물리요법을 경험한 

상자는 13명(14.4%)으로 모두 분무요법을 실시하 다. 수술 후 합병증을 경험한 상

자는 33명(36.7%)이었으며, 환자실에 재입실한 환자는 없었다. 수술 후 PCA를 용

한 89명  IV PCA를 용한 경우 79명(88.8%)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삽입한 흉

 개수가 1개인 경우 51명(56.7%), 2개 36명(40.0%)이었고, 흉 을 보유한 환자 87명

의 흉  유지기간은 최소 2일, 최  17일이었고 평균 4.62±3.17일이었다. 환자실 재

원일수가 1일인 경우 81명(90.0%)이었고, 수술 후 재원일수는 최소 3일, 최  18일이

었고 평균 6.44±5.50일이었다. BMI가 25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하는 경우 38명(42.2%)

으로 나타났고, 평균 BMI는 24.37±2.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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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90)

Note.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FT=Pulmonary function test, 
FEV1=Forced expired volume in one second, FVC=Forced vital capacity, 
VATS=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ICU=Intensive care unit,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Intravenous, BMI=Body mass index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Pre-op chemotherapy 
& radiotherapy 

Yes 11 12.2

No 79 87.8

Discharge
location

Patient’s house 74 82.2

Family’s house 8 8.9

Convalescent hospital 8 8.9

Smoking history Non-smoker 43 47.8

Ex-smoker 25 27.8

Current-smoker 22 24.4

ASA
classification

Ⅰ 5 5.6

Ⅱ 71 78.9

Ⅲ 14 15.6

Cancer history No 71 78.9

Yes 19 21.1

Operation history No 33 36.7 1.06±1.14

Yes 57 63.3

Preoperative PFT FEV1 (L/%predicted) 2.60±0.56 /
93.12±13.81

FVC (L/%predicted) 3.47±0.82 /
93.21±12.43

FEV1/FVC ratio 74.59±7.13

Preoperative PFT
interpretation

Normal 61 67.8

Obstructive pattern 22 24.4

Restrictive pattern 5 5.6

Combined pattern 2 2.2

Stage of lung 
cancer

Ⅰ 55 61.1

Ⅱ 10 11.1

Ⅲ≤ 25 27.8

Type of lung 
cancer

Adenocarcinoma 70 77.8

Squamous cell carcinoma 14 15.6

Others 6 6.7

Type of laterality Right 44 48.9

Left 46 51.1

Type of 
surgical approach

Thoracotomy 27 30.0

VATS 63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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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ontinued)        (n=90)

Note.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FT=Pulmonary function test, 
FEV1=Forced expired volume in one second, FVC=Forced vital capacity, 
VATS=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ICU=Intensive care unit,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Intravenous, BMI=Body mass index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Extent of resection Pneumonectomy 3 3.3

Bilobectomy 5 5.6

Lobectomy 67 74.4

Segmentectomy 11 12.2

Wedge resection 4 4.4

Type of chestphysio 
therapy in ICU 

No 77 85.6

Nebulizer 13 14.4

Postoperative
complication

No 57 63.3

Yes 33 36.7

ICU Readmission No 90 100

Yes 0 0

Type of PCA
(n=89)

IV PCA 79 88.8

Epidural PCA 10 11.2

Numbers of 
chest tube

0 3 3.3

1 51 56.7

2 36 40

Chest tube duration (day) (n=87) 4.62±3.17

Length of ICU stay
(day)

1 81 90.0

2≤ 9 10.0

Length of postoperative hospital stay (day) 6.44±5.50

BMI (kg/m²) <18.5 2 2.2 24.37±2.83

18.5≤ - <23 27 30.0

23≤ - <25 23 25.6

25≤ 3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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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 자 의 환 자 실  내  걷기  운 동  련  특 성

본 연구 상자의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에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다. 기록이 락된 자료를 제외한 62명의 상자가 환자실에서 실시한 

걷기 운동 바퀴 수는 최소 0.5바퀴, 최  10바퀴 고 평균 2.06±1.50바퀴이며 거리로 

환산하여 평균 61.69±44.97m 다. 운동 시 최  심박수 평균은 90.87±15.06회/분, 최  

산소포화도의 평균은 95.60±1.92% 다. 걷기 운동 시 산소가 필요한 상자는 

1명(1.1%)으로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 다.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첫 번째 시도에 

성공한 상자는 78명(86.7%)이었고, 첫 번째 시도에 운동을 실시하지 못한 12명의 

실패 이유로 심 계 증상 7명(36.8%), 오심  구토 6명(31.6%), 어지러움 5명(26.3%), 

통증 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가 인식한 걷기 운동에 한 자각증상  통증의 평균 수는 10  만 에 

4.88±2.39 , 피로  기력 하 4.32±2.53 , 어지러움 3.71±2.88 , 숨참 3.63±2.61 , 

오심  구토 2.77±3.07  순으로 나타나 걷기 운동 시 인식하는 증상  통증이 가장 

심하고, 오심  구토가 가장 약한 것으로 밝 졌다. 주  운동자각도의 평균 

수는 3.47±1.99 으로 3(알맞음)과 5(강함) 사이 다. 운동 시 호흡곤란의 평균 

수는 1.57±1.62 으로 1(아주 약간 숨이 참)과 2(약간 숨이 참) 사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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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CU wal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90)

Note. ICU=Intensive care unit, BPM=Beats per minute, SpO2=Saturation of percuta 
neous oxygen
†=Non-response excluded, ‡=Multiple responses allowed
Symptoms=Numeric rating scale(0-10)
Rating of perceived exertion=Ordinal scale(0, 0.5, 1-10)
Dyspnea during walking=Ordinal scale(0, 0.5, 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ICU walking Lap†(n=62) 2.06±1.50

Distance (m)†(n=62) 61.69±44.97

Heart rate (bpm) 90.87±15.06

SpO2 (%) 95.60±1.92

Oxygen therapy 
during walking

Room air 89 98.9

Nasal cannular 1 1.1

Success of
first attempt 

Yes 78 86.7

No 12 13.3

Reason of
failure‡

(n=12)

Cardiovascular symptom 7 36.8

Nausea & vomiting 6 31.6

Dizziness 5 26.3

Pain 1 5.3

Symptom of ICU 
walking exercise

Pain 4.88±2.39

Fatigue 4.32±2.53

Dizziness 3.71±2.88

Shortness of breath 3.63±2.61

Nausea & vomiting 2.77±3.07

Perceived Exertion 3.47±1.99

Dyspnea during walking 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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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 자 의 수 술  후  회 복 ,  자 기 효 능 감  회 복 탄 력 성  정 도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술 후 회복은 수가 높을수록 상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총 17문항으로 51  만 에 평균 11.83±7.03  

(range: 1-33)으로 나타났고, 평균 평 은 3  만 에 0.70±0.41 이었다. 자기 

효능감은 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일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총 40  만 에 

평균 30.60±4.18 (range: 21-40), 평균 평 은 4  만 에 3.06±0.42 이었다. 

회복탄력성은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00  만 에 평균 

70.72±15.08 (range: 35-98)이었고, 평균 평 은 4  만 에 2.83±0.60 이었다. 

수술 후 회복의 하  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신체  

증상 0.89±0.50 , 신체  기능 0.67±0.52 , 사회  역 0.62±0.68 , 활동 역 

0.59±0.65 , 심리  역 0.57±0.58  순으로 나타났다. 체 증상  수가 높아 

회복이 낮은 항목은 통증 1.34±0.69 , 식욕의 변화 1.10±1.08 , 소화기계 장애 

1.01±1.13 , 피로 0.96±0.76  순이었다. 반면, 수가 낮아 회복이 높은 항목은 방  

기능 장애 0.16±0.42 , 오심 0.20±0.52 , 개인 생의 어려움 0.29±0.66 , 외로움/ 

버려진 느낌 0.30±0.6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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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the study 

participants                                                              (n=90)

†Postoperative Recovery Profile: a 4-point Likert scale, 0(none), 1(mild), 2(moderate), 3(severe)
‡General Self-Efficacy Scale: a 4-point Likert scale, 1(Not at all true), 2(Hardly true), 
3(Moderately true), 4(Exactly true).
§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a 5-point Likert scale, 0(not true at all), 1(rarely true), 
2(sometimes true), 3(often true), 4(true nearly all of the time).

Table 5. Scores and rankings of postoperative recovery items               (n=90)

Variables
Number of

items
Actual

range
Total

Mean±SD
Average

mean±SD

Postoperative recovery† 17 1-33 11.83±7.03 0.70±0.41

Self-efficacy‡ 10 21-40 30.60±4.18 3.06±0.42

Resilience§ 25 35-98 70.72±15.08 2.83±0.60

Categories Items Mean±SD Ranking

Physical symptoms 0.89±0.50

Pain 1.34±0.69 1

Appetite changes 1.10±1.08 2

Fatigue 0.96±0.76 4

Sleeping difficulties 0.84±0.99 6

Nausea 0.20±0.52 16

Physical functions 0.67±0.52

Gastrointestinal function 1.01±1.13 3

Mobilization 0.78±0.73 7

Muscle weakness 0.74±0.71 8

Bladder function 0.16±0.42 17

Psychological 0.57±0.58

Feeling down 0.74±0.74 8

Anxiety and worry 0.67±0.82 10

Difficulty in concentration 0.57±0.70 13

Feeling lonely/abandoned 0.30±0.63 14

Social 0.62±0.68

Dependence on others 0.66±0.77 11

Interest in surroundings 0.58±0.76 12

Activity 0.59±0.65

Re-establishing everyday life 0.90±0.91 5

Personal hygiene 0.29±0.6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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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 자 의 특 성 에  따 른  수 술  후  회 복 ,  자 기 효 능 감  

회 복 탄 력 성 의 차 이

1 )  일 반  특 성 에  따 른  수 술  후  회 복 ,  자 기 효 능 감  회 복 탄 력 성 의 차 이

일반  특성에 따른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  수술 후 회복 체 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직업 여부 다. 재 직업이 있는 상자가 0.58±0.29 으로 

직업이 없는 상자의 수 0.80±0.47 보다 수술 후 회복 수가 낮아 회복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 다(t=-2.689, p=.009). 상자의 일반  특성 에서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 이외에 연령, 성별, 

종교 유무, 결혼 상태, 주 보호자, 교육 정도, 월 평균 가구 수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31 -

Table 6. Differences in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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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s n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Resili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65≤ 33 0.72±0.42 0.356
(0.723)

3.05±0.46 -0.198
(0.844)

2.74±0.65 -1.028
(0.307)  <65 57 0.68±0.41 3.07±0.39 2.88±0.57

Sex

  Male 45 0.63±0.40 -1.525
(0.131)

3.14±0.44 1.838
(0.069)

2.92±0.61 1.499
(0.137)  Female 45 0.76±0.42 2.98±0.38 2.73±0.59

Religion

  Yes 60 0.71±0.44 0.411
(0.682)

3.02±0.39 -1.342
(0.183)

2.82±0.61 -0.108
(0.914)  No 30 0.67±0.36 3.14±0.46 2.84±0.60

Marital status

  Married 72 0.71±0.44 0.597
(0.552)

3.06±0.39 -0.075
(0.940)

2.88±0.58 1.460
(0.148)  Others 18 0.64±0.29 3.07±0.51 2.64±0.69

Main caregiver

  Spouse 61 0.70±0.45 0.037
(0.970)

3.04±0.40 -0.731
(0.467)

2.84±0.58 0.356
(0.722)  Others 29 0.69±0.33 3.11±0.47 2.80±0.6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2 0.69±0.42 -0.376
(0.708)

3.08±0.44 0.804
(0.424)

2.84±0.57 0.153
(0.878)  ≤Middle school 28 0.72±0.42 3.01±0.37 2.81±0.68

Occupation

  Yes 41 0.58±0.29 -2.689
  (0.009)**

3.08±0.44 0.423
(0.673)

2.84±0.60 0.229
(0.820)  No 49 0.80±0.47 3.04±0.41 2.82±0.6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300≤ 52 0.71±0.41 0.443
(0.659)

3.08±0.42 0.447
(0.656)

2.83±0.55 0.091
(0.928)  <300 38 0.67±0.43 3.04±0.42 2.8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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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 상  특 성 에  따 른  수 술  후  회 복 ,  자 기 효 능 감  회 복 탄 력 성 의 차 이

임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상자의 임상  특성  상자의 수술 후 회복 체 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과거 수술 유무이다. 수술을 받지 않은 집단 0.81±0.41 , 

수술을 받았던 집단 0.63±0.40 으로 수술 경험이 있는 집단의 수가 낮아 회복 

정도가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08, p=.048). 자기효능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임상  특성은 흡연력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흡연한 상자 3.28±0.47 , 수술  연한 상자 3.06±0.33 ,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상자의 수 2.95±0.40 으로 최근까지 흡연을 한 집단의 자기효능감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106, p=.008). 반면 상자의 임상  

특성 에서 회복탄력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없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여부, 퇴원 장소, ASA class, 암 과거력, 수술  PFT 결과, 

폐암 병기, 폐암 종류, 수술 방법, 폐 제 범 , 수술 후 합병증 유무, 수술 후 재원 

기간, BMI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폐엽 제술을 기 으로 상자의 폐 제 범 에 

따른 특성의 차이에 해 <부록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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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by clinical characteristics       (n=90)

Note. * p<.05, ** p<.01, *** p<.001
PFT=Pulmonary function test, VATS=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BMI=Body mass index

Characteristics n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Resili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Preoperative chemotherapy&radiotherapy

  No 78 0.72±0.42 1.193
(0.236)

3.03±0.42 -1.631
(0.106)

2.82±0.60 -0.170
(0.865)  Yes 12 0.56±0.39 3.24±0.34 2.86±0.64

Discharge location

  Home 82 0.68±0.42 -1.072
(0.287)

3.07±0.42 0.511
(0.610)

2.83±0.61 -0.152
(0.880)  Convalescent hospital 8 0.85±0.27 2.99±0.39 2.86±0.58

Smoking history

  Non-smokera 43 0.77±0.41 1.911
(0.154)

2.95±0.40 5.106
 (0.008)**

a<c

2.73±0.62 2.486
(0.089)  Ex-smokerb 25 2.79±0.57 3.06±0.33 2.79±0.57

  Current-smokerc 22 0.57±0.37 3.28±0.47 3.07±0.58

ASA classification

  Ⅰ 5 1.01±0.49 2.146
(0.123)

2.96±0.24 1.319
(0.273)

2.59±0.31 0.415
(0.662)  Ⅱ 71 0.70±0.41 3.04±0.40 2.84±0.60

  Ⅲ 14 0.57±0.39 3.22±0.52 2.87±0.71

Cancer history

  No 71 0.70±0.41 -0.006
(0.995)

3.10±0.42 1.839
(0.069)

2.86±0.61 0.971
(0.334)  Yes 19 0.70±0.44 2.91±0.39 2.71±0.58

Operation history

  No 33 0.81±0.41 2.008
(0.048)*

3.02±0.37 -0.667
(0.506)

2.81±0.47 -0.283
(0.778)  Yes 57 0.63±0.40 3.08±0.45 2.84±0.67

Preoperative PFT interpretation

  Abnormal 29 0.69±0.40 -0.069
(0.945)

3.07±0.37 0.086
(0.932)

2.78±0.64 -0.506
(0.614)  Normal 61 0.70±0.42 3.06±0.44 2.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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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by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90)

Note. * p<.05, ** p<.01, *** p<.001
PFT=Pulmonary function test, VATS=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BMI=Body mass index

Characteristics n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Resilie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tage of lung cancer

  Ⅰ 55 0.67±0.41 -0.608
(0.545)

3.05±0.46 -0.412
(0.682)

2.81±0.60 -0.310
(0.757)  Ⅱ≤ 35 0.73±0.43 3.08±0.34 2.85±0.62

Type of lung cancer

  Adenocarcinoma 70 0.72±0.42 0.718
(0.491)

3.03±0.40 0.909
(0.407)

2.80±0.60 0.447
(0.641)  Squamous cell 

  carcinoma 14 0.58±0.41 3.16±0.49 2.94±0.61

  Others 6 0.69±0.31 3.20±0.44 2.95±0.69

Type of surgical approach

  Thoracotomy 27 0.64±0.39 -0.767
(0.445)

3.16±0.40 1.427
(0.157)

2.93±0.59 0.999
(0.321)  VATS 63 0.72±0.42 3.02±0.42 2.79±0.61

Extent of resection

  Pneumonectomy/
  Bilobectomy

8 0.63±0.49 -0.454
(0.651)

3.33±0.41 1.905
(0.060)

3.19±0.44 1.796
(0.076)

  ≤Lobectomy 82 0.70±0.41 3.03±0.41 2.79±0.61

Complication

  No 57 0.70±0.42 0.232
(0.817)

3.11±0.39 1.355
(0.179)

2.91±0.60 1.607
(0.112)  Yes 33 0.68±0.41 2.98±0.46 2.70±0.59

Postoperative hospital stay length (day) 

  6≤ 45 0.62±0.40 -1.869
(0.065)

3.07±0.48 0.301
(0.764)

2.87±0.61 0.718
(0.475)  <6 45 0.78±0.41 3.05±0.35 2.78±0.60

BMI (kg/m²)

  25≤ 38 0.71±0.43 0.221
(0.825)

3.08±0.48 0.366
(0.716)

2.89±0.63 0.799
(0.427)  <25 52 0.69±0.40 3.05±0.38 2.7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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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 자 실  내  걷기  운 동  련  특 성 과  수 술  후  회 복 ,  자 기 효 능 감,  회 복 탄 력 성  

간 의 계

상자의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과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의 상 계에 한 분석은 <Table 8>과 같다. 수술 후 회복은 환자실 

걷기 운동에 한 자각증상  통증(r=.296, p=.005), 어지러움(r=.355, p=.001), 

피로(r=.352, p=.001), 오심  구토(r=.424, p<.001)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한 수술 후 회복은 주  운동자각도(r=.428, p<.001), 운동 시 호흡곤란(r=.232, 

p=.028)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  주  운동자각도와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r=-.213, p=.044). 반면 

회복탄력성은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과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Table 8. Correlation among ICU walking related characteristics,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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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Resilience

r(p) r(p) r(p)

ICU walking

  Distance(m) -.031(.812) -.046(.721) -.098(.448)

  Heart rate(bpm) -.074(.491) .042(.695) .115(.281)

  SpO2(%) .098(.358) -.028(.790) -.103(.336)

Symptoms of walking

  Pain .296(.005)** .051(.632) .052(.625)

  Shortness of breath .180(.089) -.086(.423) .104(.332)

  Dizziness .355(.001)** -.123(.250) -.010(.924)

  Fatigue .352(.001)** -.184(.083) -.094(.379)

  Nausea&vomiting .424(<.001)*** -.163(.124) -.135(.205)

Perceived exertion .428(<.001)***  -.213(.044)* -.049(.645)

Dyspnea during walking .232(.028)* -.131(.217) .1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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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 자 의 수 술  후  회 복 ,  자 기 효 능 감,  회 복 탄 력 성  간 의 계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의 상 계에 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수술 후 회복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r=-.230, p=.029). 수술 후 회복의 하  역별로 살펴보면, 심리  역은 

자기효능감(r=-.263, p=.012), 회복탄력성(r=-.245, p=.020)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사회  역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다(r=-.229, p=.030).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r=.671, 

p<.001).

Table 9. Correlation among postoperative recovery, self-efficacy and resilience

(n=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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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efficacy Resilience

r(p) r(p)

Postoperative recovery  -.230(.029)* -.186(.079)

  Physical symptoms -.084(.430) -.068(.522)

  Physical functions -.178(.093) -.150(.159)

  Psychological  -.263(.012)*  -.245(.020)*

  Social  -.229(.030)* -.169(.111)

  Activity -.089(.402) -.021(.841)

Resilience    .6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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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 자 의 수 술  후  회 복 에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본 연구의 상자인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직업 유무, 과거 수술 

유무, 걷기 운동 자각증상  통증, 어지러움, 피로  기력 하, 오심  구토, 

주  운동자각도, 운동 시 호흡곤란, 자기효능감과 보정 변수인 연령  성별을 

독립변수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본 분석의 다  

공선성은 공차 값이 최  0.900이었고, 분산확 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든 값이 10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 상 계는 없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F=4.692, p<.001).

분석 결과 직업 유무(β=4.353, p=.005), 걷기 운동 자각증상  오심  구토 

(β=0.596, p=.043), 주  운동자각도(β=1.105, p=.007)가 수술 후 회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업 유무가 수술 후 회복에 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 모형은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을 31.3% 설명하 다. 

직업이 있는 경우, 오심  구토 증상이 을수록, 주  운동자각도가 낮을수록 수술 

후 회복 수가 감소하여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Factors affecting postoperative recovery                          (n=90)

Note. * p<.05, ** p<.01, *** p<.001, SE=standard error
Model summary: Adjusted R2=0.313, F=4.692, p<.001

Variables β SE t p

Age -0.169 0.087 -1.930 .057

Sex (Ref: Male) -1.621 1.561 -1.038 .302

Occupation (Ref: Yes) 4.353 1.496 2.909 .005**

Previous operation (Ref: Yes) 1.801 1.343 1.341 .184

Symptoms of walking

  Pain 0.377 0.312 1.210 .230

  Dizziness -0.060 0.330 -0.182 .856

  Fatigue 0.076 0.364 0.210 .834

  Nausea&vomiting 0.596 0.290 2.053 .043*

Perceived exertion 1.105 0.397 2.779 .007**

Dyspnea during walking -0.346 0.484 -0.714 .477

Self-efficacy -0.298 0.164 -1.821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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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환자실에서 걷기 운동을 경험한 국내 폐 제술 환자의 걷기 운동 

특성을 악하고, 수술 후 회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서울 소재 일 

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9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1:1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폐 제술 상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다(Bendixen, 

Jorgensen, Kronborg, Andersen, & Licht, 2016; Fagundes et al., 2015; 이해림, 2017; 

임연정, 2018). 반면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폐암 발생 성비는 2.23:1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19). 본 연구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를 해 폐 제술을 시행한 환자를 상으로 실시하 고, 본 연구에서 여성  

비흡연자에게 호발하는 선암이 77.8%를 차지하여 통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재원기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 평균 6.44±5.50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 다. 폐 제술 후 흡기  호기 강화 호흡운동을 시행한 재 연구의 

수술 후 재원일수는 평균 9.50±3.14일이었고(이해림, 2017), 진  걷기 재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평균 8.80일이었다(김인아 & 이해정, 2014). 선행연구와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의 수술 후 평균 재원기간이 2일 이상 낮게 나타났으나, 연구 실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병원 내 진료지침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은 수술 1일 후 환자실 내 조기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것이다. 조기 운동은 폐 제술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에 유의한 

변수로, 수술 후 정상 기능으로 돌아가는 반 인 회복을 목표로 한다(Rogers et al., 

2018). 이를 통해 통증 조 , 신체  기능을 개선하며 재원기간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 져(Mayor, Khandhar, Chandy, & Fernando, 2018), 본 연구 상자의 재원기간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재원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퇴원 후에도 수술 후 회복이 

진행되므로 지속 인 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원 기간  수술 후 

회복을 증진하는 재로 인해 퇴원 후 회복에 미치는 향까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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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  수술 하루 후 실시하는 걷기 운동 시 인식한 

증상 가운데 통증이 NRS 10  기  평균 4.88±2.39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수술 

1일 후 NRS 3-5 으로 증도 통증을 호소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다(Martin et 

al., 2018). 한 Bendixen et al. (2016)의 연구에서 NRS 3  이상의 통증을 호소한 

비율이 40-65%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통증은 수술 후 환자들이 빈번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며, 특히 걷기 운동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걷기 운동 시 

극 으로 통증을 조 하는 재가 걷기 운동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Batchelor et al., 2018).

환자실 내 걷기 운동에 한 주  운동자각도의 경우 평균 3.47±1.99 으로 

3(알맞음)과 5(강함) 사이 다. 걷기 운동은 환자실 내에서 평균 61.69±44.97m 

거리를 천천히 보행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상자의 평균 연령이 63.23±8.12세인 것과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운동자각도가 알맞음과 

강함 사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걷기 운동 시 호흡곤란은 평균 

1.57±1.62 으로 1(아주 약간 숨이 참)과 2(약간 숨이 참) 사이 다. 선행연구에서 

흉강경으로 폐 제술 후 흡기 강화 호흡운동을 실시한 환자의 수술 후 3일째 측정한 

호흡곤란 수는 평균 0.95±0.77 이었고(이해림, 2017), 수술 2주 후 측정한 호흡곤란 

수는 평균 3.08±1.16 으로 나타났다(정종화, 윤정호, & 김호 , 2014). 본 연구에서 

수술 1일 후 걷기 운동 시 호흡곤란 수를 측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안정 시 측정한 

선행연구에 비하여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퇴원 하루  환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은 총 51   

11.83±7.03 , 평  평균 0.70±0.41 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 만 et 

al. (2017)의 연구에서 장 암 수술 5일 후 측정한 수술 후 회복은 

16.01±9.97 이었다. 심장 수술 환자의 퇴원 시 에 해 수술 후 회복을 측정한 

연구에서 평균 평  2.04±0.46 이었고, 배 이 역순인 것을 감안하 을 때 0.96 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4). 한 암 수술 후 외래에서 측정한 수술 후 회복은 

51 으로 환산했을 때 15.32 이었다(Jeon et al., 2016).

비록 질환과 측정 시기에 해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하여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차이 은 상자가 수술 후 조기 

걷기 운동을 경험한 것인데, 이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ERAS) 개념이 

확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RAS는 다학제 에 의해 입원 과 수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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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과정에서 수술 후 회복을 진시키기 한 통합 인 로그램으로, 수술 후 

과정에서 조기 보행이 강조되었다(Ljungqvist et al., 2017). 조기 보행은 통증 조 , 

호흡  심장 기능 개선, 환자 만족 증가, 재원기간  부동과 련된 합병증 감소에 

효과 이라고 밝 졌다(Batchelor et al., 2018; Khandhar et al., 2018; Mayor et al., 

2018). 흉 과 유치도뇨  보유, 정맥으로 수액 투여, 부 한 통증 조 은 조기 

운동의 주요한 방해 요인이지만, 수술 후 24시간 이내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Batchelor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은 이유가 수술 후 시행된 조기 걷기 운동으로 인한 것인지 검증하기 

해, 추후 걷기 운동에 한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의 다섯 가지 하  역을 살펴본 결과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는 회복이 가장 잘 된 역을 심리  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Jeon et al., 2016; 김수연, 2014). 이는 수술  치료로 

인해 우려하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으며, 퇴원을 앞두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정 인 감정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한다(김수연, 2014). 본 연구에서 회복이 가장 

부족한 역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의 경우 활동 역으로 

나타나(김수연, 2014),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통해 

환자의 활동을 격려하 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비하여 활동 역에 한 회복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의 항목 에서 회복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증상으로는 통증, 

식욕의 변화, 소화기계 장애, 피로, 일상생활의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형외과 

 외과 수술 환자가 회복이 낮다고 지각한 증상  통증, 식욕의 변화, 피로와 

일치하 다(Forsberg, Vikman, Walivaara, & Engstrom, 2015). 한 폐 제술 후 

통증, 피로, 졸림, 숨참, 수면 장애를 심한 증상으로 호소한 연구에서 통증은 수술 3일 

후 가장 심하고, 3개월이 지나야 수술  수 으로 돌아온다고 보고하 다(Fagundes 

et al., 2015). 폐 제술은 수술 과정에서 근육을 개하거나 견인하고 갈비 를 

잘라내거나 골 시키며, 수술 후 삽입한 흉 으로 인해 흉막이나 늑간이 자극되거나 

손상되어 다른 수술에 비해 통증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Batchelor et al., 2018; 

Ochroch & Gottschalk, 2005). 통증 조 을 해 수술 후 PCA를 용하고 정맥  

경구로 추가 인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식욕 부진, 변비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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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다고 볼 수 있다. 즉, 회복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증상들은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증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에 따라 회복에 한 환자의 인식이 결정되며, 환자의 스트 스를 야기할 수 

있다(Wang, Hao, & Zhang, 2017). 따라서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에 해 수술 

후 집 인 리가 필요한 증상으로 간주하여, 극 인 투약을 실시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 재를 개발하여 임상에 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Forsberg 

et al., 2015; Wu et al., 2005).

본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총 40   30.60±4.18 , 평균 평  

3.06±0.42 으로, 상 수 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Chen, Liu, and 

You (2018)의 연구에서 폐 제술 3개월 후 자기효능감은 평균 25.1±3.4 이었고, 

기 폐암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본 도구에 맞게 4 으로 환산한 결과 

2.92 이었다(박지 , 2014). 암, 장암, 간암 등 수술 후 환자가 인식한 

자기효능감은 4 으로 환산하여 3.10 이었고(이은주, 2017), 진단받은 지 1년 미만인 

암환자의 자기효능감은 40  기 으로 환산 시 30.35 으로 나타났다(최진호, 이선 , 

& 안병덕, 2016). 폐암 환자와 비교 시 본 연구의 수는 높은 편이었다. 이는 

사망률이 높은 폐암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 

측정 시 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총 100  만 에 70.72±15.08 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액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71.07±13.25 (곽소  & 

변 순, 2013), 장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100 으로 환산한 결과 67 (김지인 & 

변 순, 2013), 노인 암 환자는 100 으로 환산한 결과 79 이었다(방미선 & 

이지 , 2017). 국의 폐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49.87±12.51 (Hu et al., 2018), 

폐엽 제술 받은 외래 폐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은 53.64 으로 나타났다(이정아 & 

김민주, 2018). 본 연구는 동일한 폐암, 장암 선행연구에 비해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으나 액암, 암 환자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 다. 한 선행연구와 달리 

회복탄력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상자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술 후 회복 도구는 다수의 문항이 신체  역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반 , 임상  특성에 비해 환자실 내 걷기 운동 련 특성이 수술 후 

회복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았다. 수술 다음 날 진행되는 

걷기 운동 시 통증, 어지러움, 피로  기력 하, 오심  구토 증상이 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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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운동자각도와 운동 시 호흡곤란이 낮을수록 환자들이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즉, 수술 후 조기 걷기 운동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걷기 운동은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기 

해 필수 이므로 운동 시 자각하는 신체  증상들을 히 리할 필요가 있다. 

한 한 운동 강도로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유무, 수술 유무, 걷기 운동 자각 증상  통증, 어지러움, 피로 

 기력 하, 오심  구토, 주  운동자각도, 운동 시 호흡곤란, 자기효능감이 수술 

후 회복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 유무, 걷기 운동 증상  오심  구토, 주  운동자각도가 수술 후 

회복을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신체  활동, 기능  운동을 포함한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키는 것과 

련 있으며 궁극 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향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18; Yang et al., 2018; 박지 , 2014). 한 폐암 환자가 

규칙 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에 해 동기 부여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밝 졌다(Li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수술 후 회복 수 사이 음  

상 계가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Riddle et al., 2017; 김수연, 2014). 그러나 

다 회귀분석 시 자기효능감은 수술 후 회복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수술 후 회복과 상 계는 있으나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수술 후 회복 도구의 항목  반 이상이 신체  문제로 구성된 것과 

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요소인 자기효능감은 상자의 의지를 강화시켜 

신체  행동에 향을  수 있지만, 수술 직후 환자가 경험하는 여러 신체  문제를 

완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환자 개인의 

의지보다 수술 후 경험하는 신체  증상이 더 강하게 느껴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환자들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수술 후 회복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수술 환자 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도 직업이 있는 경우 회복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Jeon et al., 2016). 

이는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사회 생활을 하던 환자들이 수술 후 퇴원하여 



- 43 -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상 으로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회복을 한 노력이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이 증가된 것과 더불어 본 

연구 상자의 경우 평균 연령 63세, 직업이 있는 비율이 41%인 것을 고려하 을 때 

추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환자 상의 교육과 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하며 자각하는 증상  오심  구토 증상이 수술 

후 회복에 유의한 향 요인으로 밝 졌다. 수술 후 오심  구토는 수술 후 겪게 

되는 가장 빈번한 합병증  하나로, 수술 후 기 회복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chelor et al., 2018). 선행연구를 통해 오심, 구토 증상이 

증가할수록 수술 후 회복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Wu et al., 2005). 특히 여성, 

비흡연자,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사용, 멀미 는 수술 후 오심  구토 경험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오심  구토 증상의 측요인으로 밝 졌다(Apfel et al., 2012). 본 

연구 상자의 특성과 측요인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환자를 간호할 때 오심  구토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증상 

경감을 해 극 으로 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을 조 하여 환자가 

원활하게 운동을 진행할 경우, 수술 후 회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주  운동자각도는 운동하는 동안 환자가 인지하는 주 인 힘듦의 강도를 

의미하는데(이온 & 정진욱, 2016), 본 연구에서 수술 후 회복에 향 미치는 요인  

하나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주  운동자각도가 낮을수록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 후 걷기 운동 시 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회복을 돕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간호사의 단 는 일 인 

기 으로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인지하는 힘듦의 정도에 맞게 

개별 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일개 병원의 흉부외과에서 폐 제술을 

시행하고 환자실에서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암 환자를 상으로 편의표출을 

하 으므로, 폐암  폐 제술 체 환자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한 환자실에서 걷기 운동을 시행한 시기와 자료 수집을 실시한 

시기 사이 최소 2일 이상의 간격이 존재하여 걷기 운동 시 느낀 증상의 정도, 운동의 

강도, 운동 시 호흡곤란에 한 답변이 기억 회상으로 인해 실제에 비해 축소  

과장되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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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리고 처방된 퇴원 정일과 실제 퇴원일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측정 

시기가 퇴원 하루 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술 후 회복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최 로 환자실에서 걷기 운동을 

시행한 폐 제술 환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과 련된 요인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퇴원을 앞두고 의료진의 상이 아닌, 환자가 지각하는 

수술 후 회복을 측정함으로써 퇴원 시 환자의 반 인 회복 정도를 악함과 동시에 

퇴원에 한 비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환자실  조기 걷기 

운동이라는 분야에 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가 필요한 역에 한 서술  조사를 통해 추후 

진행될 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폐 제술 환자의 퇴원  수술 후 회복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 개발에 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폐 

제술 후 환자실 내에서 조기 운동을 시행한 폐암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을 

증진시켜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를 도와 궁극 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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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제 언

1 .  결 론

본 연구는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실시한 폐 제술 환자의 걷기 운동 특성을 

악하고, 퇴원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퇴원  상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은 상 수 이었다. 수술 후 회복의 하  역  심리  역의 회복이 

가장 높은 수 이었고, 신체  증상  기능의 회복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증, 식욕의 변화, 소화기계 장애는 회복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주 증상으로 

부분 신체  역이었다. 이는 회복 정도가 낮고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증상들에 

한 극  재를 통해 회복을 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수술 후 회복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 

운동 시 오심  구토 증상과 주  운동자각도의 정도가 낮을수록 수술 후 회복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기 해서 걷기 운동 시 오심  구토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운동자각도를 찰하여 한 정도를 유지하며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술 후 회복을 진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해 환자실 내 걷기 

운동을 경험한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의 향 요인을 규명하 다는 것에 

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 퇴원 시 인식하는 환자의 수술 후 회복 

정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폐 제술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을 진시키기 한 조기 운동 실시 략을 수립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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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 실무, 연구 분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  간 호  교 육  측 면

  폐 제술 환자가 인식하는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기 해 회복에 한 필요성을 

지각하고, 수술 후 제공되는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수술  

환자들에게 통증, 식욕의 변화, 소화기계 장애 등 수술 후 흔히 경험하게 될 증상들에 

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비도를 높일 것을 제언한다. 한 수술 후 

환자실에서 시행되는 걷기 운동이 수술 후 회복을 진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으므로, 환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걷기 운동에 한 반 인 과정과 

운동 시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에 해 교육을 개발하여 수술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환자실에서 시행되는 걷기 운동의 경우 진행하는 간호사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일 성 있는 재 제공을 해 걷기 운동에 한 로토콜을 

개발하여 간호사를 상으로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2 )  간 호  실 무  측 면

  본 연구에서 신체  증상  기능에 한 회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측하거나 기 하는 임상  회복이 아닌, 환자가 지각하는 수술 후 

회복 상태를 악함으로써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 수술 후 회복을 진할 수 있는 

역별 맞춤 재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회복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통증을 조 하고 완화할 수 있는 재를 극 으로 시행하고 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동 시 

자각하는 증상과 강도에 해 극 으로 감시하고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복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오심  구토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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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 환자실에서 시행된 걷기 운동의 연속선 상에서 병동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수술 후 회복 증진 로토콜을 개발하고 용할 것을 제언한다. 나아가 ERAS 

등 국외 재 로그램들과 본 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간호사 주도의 회복 향상 로그램에서 확 되어 다학제 으로 근할 

것을 제언한다.

3 )  간 호  연 구  측 면

  수술 후 회복을 진하기 해 ERAS의 일환으로 수술 후 조기 걷기 운동에 한 

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제한 이다. 수술 후 조기 걷기 

운동은 회복 진뿐 아니라 재원기간 감소, 합병증 방에도 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수술 환자 상으로 이와 련된 수술 후 회복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

언한다. 한 환자실 내 걷기 운동 재 제공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

할 것을 제언한다. 걷기 운동과 련된 연구를 시행할 때 기억 회상과 같은 자가보고

식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6분 걷기나 폐활량 측정 등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리학  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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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  기 윤 리 심 의 원 회 ( I R B )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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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  Differences in extent of pulmonary resection by patients’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90)     

Note. * p<.05, ** p<.01, *** p<.001, CCRT=Concurrent chemo radiation Therapy,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values are based on χ2 analyses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independent t-tests for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n
Pneumonectomy & Bilobectomy (n=8) ≤ Lobectomy (n=82)

P-value†

n (%) M±SD n (%) M±SD

Age (years) 62.75±10.69 63.28±7.91 .861

Sex

  Male 45 6 (75.0%) 39 (47.6%) .138

  Female 45 2 (25.0%) 43 (52.4%)

Occupation

  Yes 41 6(75.0%) 35(42.7%) .080

  No 49 2(25.0%) 47(57.3%)

Preoperative CCRT

  Yes 11 3(37.5%) 8(9.8%) .022*

  No 79 5(62.5%) 74(90.2%)

Smoking history

  Non-smoker 43 2(25.0%) 41(50.0%) .394

  Ex-smoker 25 3(37.5%) 22(26.8%)

  Current-smoker 22 3(37.5%) 19(23.2%)

ASA

  Ⅰ 5 0(0%) 5(6.1%) .017*

  Ⅱ 71 4(50.0%) 67(81.7%)

  Ⅲ 14 4(50.0%) 10(12.2%)

Cancer history

Yes 19 2(25.0%) 17(20.7%) .778

No 71 6(75.0%) 65(79.3%)

Operation history

Yes 57 4(50.0%) 53(64.6%) .412

No 33 4(50.0%) 29(35.4%)

Preoperative PFT

Normal 61 4(50.0%) 57(69.5%) .260

Abnormal 29 4(50.0%) 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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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  Differences in extent of pulmonary resection by patients’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90)

Note. * p<.05, ** p<.01, *** p<.001, PFT=Pulmonary function test, VATS=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ICU=Intensive care unit, SpO2=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P-values are based on χ2 analyses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independent t-tests for continuous variables, ‡=non-response excluded

Variables n
Pneumonectomy & Bilobectomy (n=8) ≤ Lobectomy (n=82)

P-value†

n (%) M±SD n (%) M±SD

Stage of lung cancer

Ⅰ 55 2(25.0%) 53(64.6%) .028*

Ⅱ≤ 35 6(75.0%) 29(35.4%)

Type of lung cancer

Adenocarcinoma 70 4(50.0%) 66(80.5%) .017*

Squamous cell carcinoma 14 4(50.0%) 10(12.2%)

Others 6 0(0%) 6(7.3%)

Type of surgical approach

Thoracotomy 27 7(87.5%) 20(24.4%) <.001***

VATS 63 1(12.5%) 62(75.6%)

Length of postoperative hospital stay (day) 9.38±4.34 6.16±3.00 .007**

ICU walking

  Distance‡(m) (n=62) 112.50±125.80 58.19±33.73 .452

  Heart rate (bpm) 91.63±16.98 90.79±14.97 .882

  SpO2 (%) 95.63±1.51 95.60±1.97 .970

Symptom of ICU walking

  Pain 4.75±1.58 4.89±2.46 .875

  Dizziness 3.25±2.49 3.76±2.93 .638

  Shortness of breath  3.38±2.97 3.66±2.59 .771

  Fatigue 4.00±2.56 4.35±2.55 .709

  Nausea&vomiting 1.50±2.27 2.89±3.12 .223

Perceived exertion 3.88±2.10 3.43±1.98 .546

Dyspnea during walking 1.31±1.53 1.60±1.64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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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U R P O S 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recovery of patients who underwent a walking program in ICU after 

lung resection.

M E T H O D S :  A cross-sectional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April 24 to June 2, 2019. Ninety patients with lung cancer who 

had undergone surgery and taken part in a walking exercise program in ICU were 

recruited from general thoracic surgery units of S hospital,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an 

SPSS 24.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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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S U L T S :  The patients’ perceived postoperative recovery generally good. In the 

postoperative recovery subcategory, the psychological aspect showed the highest 

level and physical symptoms the lowest level of recovery. Pain, appetite changes,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s were items that patients perceived at the lowest 

level for postoperative recovery. Average scores for patient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were relatively high.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toperative recovery and self-efficacy (r=-.230, p=.029).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the postoperative recovery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occupation (β=4.353, p=.005), nausea and vomiting (β=0.596, p=.043), and perceived 

exertion (β=1.105, p=.007) during the walking program. In other words, a person 

who had a job, who had low nausea and vomiting, and who perceived less 

exertion was more positive about postoperative recovery.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1.3% of the postoperative recovery.

C O N C L U S I O N S :  To enhance patients’ recovery after lung resection surgery, it is 

necessary for them to alleviate symptoms such as pain, nausea, and vomiting 

during walking exercises and to exercise with an adequate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Key words : Postoperative recovery, Walking exercise, Ambulation, Intensive care 

unit, Lung cancer, Lung resection, Self-efficacy, Resil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