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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삶 의 질 향요인  

- 자 가 간 호  행 의 매 개효과 를  심 으 로  - 

본 연구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을 확인하고,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횡단 , 서술  조사연구이다. 이에, 비 열성 뇌동맥

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 도구(Disease-specific scale to assess 

psychosocial well-being of patients living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 

UIA-PW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

론  연구를 병행하 다. 

1단계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UIA-PW scale을 번역,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 다. 한국어  도구는 최종 으로 130명의 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시행하 다. 2단계 조사연구는 2019년 7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소재 1개 학병원에서 신경외과를 내원한 166명의 상

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피어슨 상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t-검정, 확인

 요인분석, 계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도 구 번 안   타 당도 ,  신 뢰도  검정

1. 최종 개발된 한국어  UIA-PW scale은 ‘심리  안정’, ‘의료자원에 한 신뢰’,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비 열성 뇌동맥

류 지식에 한 신뢰도’의 5개 하부 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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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UIA-PW scale의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72, 증분 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80, 상

합지수인 비교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89, 터커-루이스지

수(Turker-Luwis Index, TLI)는 .83 이었다. 표 화 계수의 값 역시 모든 문

항에서 .40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25문항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3. 한국어  UIA-PW scale의 거타당도 검증 결과, 한국어  UIA-PW scale은 

일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도구인 SF-12와 신체건강(p<.001), 정신건강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4. 도구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3이었으며, 각 하 역에 따른 

Cronbach’s α값은 .78～.95으로 도구의 내  일 성이 확인되었다. 

B.  삶 의 질 향요인  탐색  매 개효과  검증

1.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질병특이  삶의 질은 평균 4.04±0.56 으로, ‘의

료자원에 한 신뢰’(4.43±0.79 )와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4.43±0.72 )

의 수가 가장 높았으며, ‘비 열성 뇌동맥류 지식에 한 신뢰도’(3.68±1.12

)의 수가 가장 낮았다.

2.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사회 지지는 평균 14.85±3.59 으로, 가족지지

(16.84±3.12)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진지지(12.76±4.24)가 가장 낮았다.

3.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우울정도는 총 166명의 상자  정상범 에 속

하는 상자가 123명(74.1%)이었고, 경증 우울은 33명(19.9%), 증도 우울은 

10명(6.0%)으로, 44명(25.9%)의 상자가 임상 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

의 우울을 가지고 있었다.

4.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자가간호 행 는 평균 4.03±0.48 으로, 식이

(3.52±0.76), 자가 압 측정(3.75±1.05), 운동(3.78±1.20), 일상생활 주의사항

(4.01±0.66)에서 낮은 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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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p=.010), 경제

상태(p=.032), 사회 지지(p=.037), 우울(p=.007) 자가간호 행 (p<.001) 으며,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50.5%이었다.

6. 특히, 자가간호 행 는 우울, 사회  지지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자가

간호 증진 로그램의 개발  용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

들은 임상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우울 정도를 지속 으로 사정하고, 환자

들에게 더 극 인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비 열성 뇌동맥류, 삶의 질, 타당도, 신뢰도, 우울, 사회 지지, 자가간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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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 구 의 필요성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벽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으로, 

과거에는 뇌동맥류가 열되어 의식소실,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갑작스러운 징후가 

나타난 직후 응 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뇌 CT(컴퓨터단층촬 )나 뇌 MRI(자기공명 상) 촬 이 리 시행되면서 열되기 

 상태의 비 열성 뇌동맥류(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 UIA)를 진단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Brown & Broderick, 2014). 체 인구의 약 1～2%인, 한 해 

평균 3만 979명 정도가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있으며, 2010년 2만 5713명에

서 2016년 7만 828명으로 6년 사이 환자수가 2.7배 증가하 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7).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열의 험성으로, 환자의 50%에서

는 치명 인 지주막하 출 (subarachoid hemorrhage)을 일으키며 열시에는 사망

률이 32～67%에 이른다. 한 열시 생명을 보존했다 하더라도 30% 이상이 구

인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항상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

아간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뇌동맥

류 결찰술(surgical clipping)과 코일 색 술(coil embolization)로 인한 사망률(결찰술 

: 2.7%, 코일 색 술 : 0.2∼1.0%)과 합병증(결찰술 : 9.9%, 코일 색 술 : 5.3∼8.7%)

의 험성이 있으며, 치료과정  열의 험성 역시 완 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환자들은 치료를 결정하기 까지도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게 된다(Alshekhlee et 

al., 2010). 치료 이후에도, 환자들은 피로감 뿐 아니라 재발에 한 걱정, 신체기능 

 인지기능 변화의 가능성, 직장복귀, 자가 리 등 여러 부분에서 자신의 건강과 

삶에 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Backes et al., 2015; Pal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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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란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총체 으로 의미하는 말로, 개인

의 신체  건강, 심리  상태, 독립수 , 사회  계, 개인의 신념  환경  요인들

이 아주 복잡하게 얽 져 있는 범 한 개념이다(Ferrans, Zerwic, Wilbur, & 

Larson., 2005). 특히, 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양 인 측면보다는 질 인 일상이나 정

신 인 가치를 요시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인의 삶 반에 걸친 만족감이나 행

복감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발 하 다. 이런 삶의 질의 개념은 보건의료계에서도 그

동안 질병치료와 생명연장을 요시하던 의학  이, 차츰 생의 의미와 삶의 질로 

확 되었으며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다. 특히, 만성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과 같이 지속 인 리가 필요한 질환일수록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ug et al., 2009; Backes et al., 2015; 

Pala et al., 2018).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뇌출 에 

속하는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과 향요인  삶의 질 향상을 한 재연

구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비 열성 뇌동맥류 련 연구는 주로 외과 의사들에 

의해 뇌동맥류 형태에 한 치료방법, 치료결과  합병증에 한 연구가 부 고,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Oh, Jang, Ahn, 

Kwon, & Kwun, 2010; Seung, 2011). 이에 반해, 국외는 2000년 이후부터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 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O’Donnell, Margan, & Manuguerra, 

2018), 성별, 직업유무, 경제상태, 만성질환, 뇌동맥류 수와 환자실 치료기간(Pala et 

al., 2018), 뇌동맥류 진단기간, 치료방법과 치료 후 합병증(Li, Dai, & Zhang, 2017), 

우울, 불안(Haug et al., 2009) 등과 같은 개인 ·질병학  련 요인들이 주로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행 연구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을 

개별 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어떤 논문의 결과에서는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이  다른 논문에서는 유의한 향요인으로 규명되지 않아 비 열성 뇌동

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향 요인들을 명확하게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 경험에 한 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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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의 사회 지지와 자가간호 행 (self-care behavior)가 환자

들의 삶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다(Fujishima & Inoue, 2010; 

Fujishima-Hachiya & Inoue, 2012).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의료진의 

사회 지지, 자기간호 행 와 같은 요한 요인들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으로 심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비 열성 뇌동맥류는 열되기 

까지 신체 으로 무증상이라는 질병 특성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신체  요인보다는 정신·사회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ujishima & 

Inoue, 2010; Fujishima-Hachiya & Inoue, 2012). 그러나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인 Short Form-36 (SF-36)을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 정신 , 

사회 , 측면들을 고려한 질병 특이  삶의 질을 반 하지 못한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질병 련 특징을 잘 반 할 수 있는 삶

의 질 측정 도구의 개발  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ujishima-Hachiya와 Inoue (2012)가 개발한 비 열성 뇌

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요인을 확인하고, 환자들이 삶에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가간호 행

에 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재 개발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 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을 확인하고,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

후 간호 재 개발에 한 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서 

Fujishima-Hachiya와 Inoue (2012)에 의해 개발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

이  삶의 질 측정도구인 Disease-specific scale to assess psychosoci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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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tients living with UIA (UIA-PW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후, 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2단계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한

국어  UIA-PW scale (Korean version UIA-PW ; KUIA-PW scale)을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을 확인하고,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1 . UIA-PW scale 도 구  번 안   타 당도  검정

1)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UIA-PW scale)를 번

안한 후, 수정·보완한다.

2) 수정·보완된 한국어  도구(KUIA-PW scale)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2 . 삶 의 질 련 요인

1)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을 확인한다.

2)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환경  특성, 증상, 기

능상태, 사회 지지, 자가간호 행 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을 악한다.

4)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은 미치는 요인들 간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C. 용어 정 리

1 . 자 가 간 호  행

이론  정의 : 개인의 건강, 생명과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한 한 기능을 발휘

하기 해 개인이 이행하는 행 이다(Denyes, Orem, & Bekel, 2001).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의 자가간호 행 는 강선미와 윤은자(2005)가 개발한 

성기 뇌졸  환자의 건강행  이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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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삶 의 질

이론  정의 : 건강 련 삶의 질은 건강과 련된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역할

기능, 정신건강  일반  건강에 한 지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  삶에 

한 주 인 안녕감(well-being)을 의미하며(Wilson & Cleary, 1995), 질병특이  

건강 련 삶의 질이란 특수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상과 치료를 포함한 건강

상태에 한 주  가치 는 평가를 의미한다(Lswton, 1999).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

의 질 측정 도구(KUIA-PW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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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에 한 국내·외 

연구의 동향을 포 으로 분석하기 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  문헌고찰 매

뉴얼의 연구방법에 따라 체계  문헌고찰을 실시하 다(Kim et al, 2011).

문헌 검색과 분석은 국외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심을 가지

고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 인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까지 실시하 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미국 국립의학도서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이 제시한 COSI (Core, Standard, Ideal) 모델을 근거로 

Core DB에 해당하는 검색원을 선정하 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의학학술지

(KoreaMed), 한국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한국 학술정보(Kiss)를 통해 검색

하 고, 국외의 경우에는 Pubmed, EMBASE, Cochrane Central과 Standard DB에 해

당하는 CINAHL을 통해 검색하 다. 그러나 미발표된 논문, 학회자료, 보고서 등과 

같이 출 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에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치지 않아, 연구 결

과에 한 객 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하 다(Kim et al., 2011). 문헌 

검색 시 주제어는 MeSH 용어인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quality of life’, 

‘well-being’으로 사용하 다. 검색된 문헌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 향요인을 악할 수 있으며 문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을 선정하 으며, 

회색문헌, 어로 출 되지 않은 문헌, 질 연구를 시행한 문헌은 배제하 다.

단계별 문헌 선택 과정의 황을 자세히 기술하기 하여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ISMA)의 흐름도를 사용하 다

(Moher, Liberati, Tetzlaff, Altman, 2009). 

국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련 연구를 검색

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와 련된 논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

외 문헌을 심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에 한 체계  문헌

고찰을 시행하 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색된 문헌들은 총 136편이 검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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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복 검사를 시행하여 47편을 제외한 총 89편의 문헌이 채택되었고, 제목과 

록을 검토하여 연구주제, 연구 상자와 련성이 있는 22편의 논문에 해서 문헌 

선정  제외 기 을 용하 다. 이  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헌 1편, 종속변수로 

삶의 질을 측정하지 않은 문헌 4편, 삶의 질 도구의 타당도 만을 검증한 문헌 1편, 일

어로 출 된 문헌 1편을 포함하여 총 7편의 문헌이 제외되어, 최종 15편의 국외 문헌

이 선정되었다(Figure 1). 모든 문헌의 선정과 배제 과정은 2명의 연구자에 의해서 독

립 으로 시행되었다. 

Figure 1 .  PRISMA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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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편의 문헌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연구가 4편(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독일, 국, 일본, 노르웨이에서 시행된 논문이 각각 2편씩(13.3%) 발표되

었다. 그 외 호주, 한국, 뉴질랜드에서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연구 설계 방법은 15편

의 문헌  11편이 환자- 조군 연구 으며 4편의 연구가 코호트 연구 다. 모든 연

구 상자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으며, 비 열성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과 코일 색 술(Coiling)을 시행한 집단을 구분하여 삶의 질

을 비교한 연구와 비 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한 집단과 치료하지 않은 집단의 삶의 질

을 비교한 연구가 각각 4편(2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비 열성 뇌동맥류 결찰

술을 시행한 단일 집단의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가 3편(18.8%) 이었으며, 그 외 비

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지 않은 집단과 건강한 상자를 비교한 연구, 비 열성 뇌동

맥류를 치료한 집단과 건강한 상자를 비교한 논문 등이 있었다. 연구 상자 수는 

최소 18명에서 최  184명이었다(Table 1).

A.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삶 의 질  삶 의 질 측정  도 구  

‘삶의 질’이란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총체 으로 의미하는 말로, 개인

의 신체  건강, 심리  상태, 독립 수 , 사회  계, 개인의 신념  환경  요인들

이 아주 복잡하게 얽 져 있는 범 한 개념이다(Skevington, Lotfy, & O'Connell, 

2004). 삶의 질이란 용어는 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양 인 측면보다는 질 인 일상이

나 정신 인 가치를 요시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인의 삶 반에 걸친 만족감

이나 행복감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발 하 다(윤 호, 2011).

삶의 질은 지난 30년 동안 보건 의료계에서도 역시 건강을 평가하는 개념  하

나로 요시되기 시작하 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 역시 엄격해지고 정교해졌다

(Ferrans, Zerwic, Wilbue, & Larson,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의미가 건

강상태, 신체기능, 증상, 정신사회  능력, 복지, 삶의 만족  행복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구분없이 사용되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Ferrans, Zerwic, Wilbue, & Larson, 2005).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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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해 ‘건강 련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으나, 이 용어 역시 삶의 

질에 한 건강, 질병  치료에만 을 맞추고 있으며 문화 , 정치  는 사회  

특성과 같이 건강에 간 으로 향을 주는 요인들을 반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Wilson & Cleary, 1995).

간호학에서도 역시 1980년 부터 많은 학자들이 건강 련 삶의 질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 그동안 질병치료와 생명연장을 요시하던 의학  이, 차츰 생의 의

미와 삶의 질로 확 되었으며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요한 요소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건강 련 삶의 질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한 Wilson과 Cleary (1995)

은 건강 련 삶의 질을 ‘개인의 반 인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에 연 된 주 인 

안녕’이라고 정의하 으며, Ferrans 등(2005)은 삶의 질을 생물학  기능, 증상, 신체

기능, 일반  건강인식, 개인  환경의 특성에 향을 받으면서 완성되는 것으로, 다

양한 요인들에 한 통합  근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부터 삶의 질에 심을 갖고, 

향요인들을 규명하기 한 연구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Table 1).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하나가 

‘삶의 질’로, 치료를 하지 않고 살아갈 경우 언제 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우울

감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삶의 질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Li, Dai, & Zhang, 2017). 치료 이후,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은 치료 

에 비해 높아지며,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사회  부분의 수 역시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Towgood, Ogden, & Mee, 2005; Buijs, Greebe, & Rinkel, 2011). 그러

나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발  합병증 발생에 한 불안감  피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하 등으로 인해 건강한 인구집단과 비교 시에는 여 히 비 열성 뇌동맥

류 환자들의 삶의 질이 평균 으로 낮았다(Pala et al., 2018). 그러므로 비 열성 뇌동

맥류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한 재를 통한 지속 인 리가 요

하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택된 15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모든 논문에서 비 열성 뇌

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을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가 아닌 ‘일반  건강 련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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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었다(Table 2).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는 

SF-36 (Medical Outcomes Study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이었으며

(n=13, 81.2%), 이 밖에 EQ-5D (Euro QOL questionnaire)(n=1, 7.7%), Life 

Satisfaction questionnaire (LiSat-9)(n=1, 7.7%),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n=1, 7.7%)

를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었다. SF-36은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질환을 가진 상자에게도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SF-36은 신체 , 정신  역으로 표 되며, 

신체  역은 4개의 하부요인인 신체기능, 신체역할, 통증, 일반  건강으로 구성되

어 있고, 정신  역은 정신건강, 정서  역할, 사회기능, 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  건강 련 삶이 질’은 개인이 일반 인 건강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상

에 심을 둔 폭넓은 의미라면, ‘질병특이  건강 련 삶의 질’은 다른 질환과는 구분

되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신체 , 심리 , 사회  반응에 을 둔 

개념이다(Fujishima-Hachiya & Inoue, 2012). ‘일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도구가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상자들에게 범 하게 용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어느 수 인지를 비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장 은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

들의 신체 , 정신 , 사회 , 측면들을 고려한 질병 특이  삶의 질을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삶의 질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Fujishima-Hachiya & Inoue, 2012). 따라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를 한 질병특

이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질환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신체 , 정신

, 사회  측면들을 고려한 질병특이  삶의 질을 재측정 해볼 필요가 있다. 

B.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삶 의 질 향요인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개념 모델을 근간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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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반  특성’, ‘환경  특성’, ‘생물학  기능’, ‘증상’, ‘기

능상태’, ‘자가간호 행 ’ 역으로 나 어 고찰하고자 한다. 

1 . 일 반  특성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일반  특성은 가족과 같은 생물학  요인,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인종과 같은 인구학  요인, 발달학  요인, 질병에 한 인지  평가

를 반 하는 역동 인 심리학  요인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Ferrans, Zerwic, 

Wilbue, & Larson, 2005., 2005).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으로는 성별, 연

령, 경제상태, 직업유무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

의 불안이 다소 높았으며,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Pala et al., 2018). 한 연령이 낮은 경우 신체 기능상태의 회복이 빨라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O’Donnell, Morgan, & Manuguerra, 2018), 비 열성 뇌동

맥류 치료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속 인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신체활동 양이 증

가하여 삶의 질이 높았다(Pala et al., 2018).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질병학  요인으로는 비 열

성 뇌동맥류 치, 크기, 개수, 만성질환 동반여부, 두피 개 범 , 환자실 치료기간, 

뇌동맥류 치료 이후 경과시간 등이 있었다. 뇌동맥류의 크기가 7mm 이상이며, 후교

통 동맥(posterior circulation aneurysm)에 치하고, 뇌동맥류의 개수가 여러 개일수

록 기능상태에 향을 미쳐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Backes et al., 2015). 

한 정신과  병력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자일수록 불안과 우울 

 피로감이 높아 삶의 질이 낮았으며(Fontana, Wenz, Groden, Schmieder, & Wenz, 

2015), 치료 후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실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은 낮았다

(Pala et al., 2018). 수술  치료시에는 두피 개범 가 을수록 환자의 회복이 빠르

고, 감염률이 감소되어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Jang, Jang, Han, & 

Park 2012), 뇌동맥류 치료 이후 오랜시간이 경과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았다

(Raaymarkers, 2000; Solheim, Eloqayli, Muller, & Unsgaard, 2006; Yamashir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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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Haug et al., 2009; O’Donnell, Morgan, & Manuguerra, 2018).

그러나 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Yamashiro 등(2007)과 Back 등(2015)의 연구

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유무, 뇌동맥류의 크기, 개수와 같은 요인들이 삶의 질 향 

요인으로 유의하게 입증되지 않아,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요인을 명확하게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Table 2).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경

제상태, 직업유무를 포함하 고,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향요인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지만 임상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라 측되는 

흡연, 음주, 교육정도, 배우자의 유무, 가족력 등과 같은 요인들을 일반  특성으로 함

께 포함하 다. 질병 련 특성으로는 뇌동맥류 크기, 치, 개수, 만성질환 과거력, 치

료방법, 합병증 유무, 치료 후 경과기간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 다. 

2 . 환 경  특성

환경  특성은 가족, 이웃,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지지, 문

화  사회정책과 제도 등의 사회문화  환경과 교통, 식수, 의료시설 등의 건강과 

련되는 물리  환경을 말한다(Ferrans, Zerwic, Wibur, & Larson., 2005). 

사회  지지는 가족, 친구 그 외 의료진 같은 타인과 함께하는 상호작용으로 얻

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을 의미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아존 감과 함께 스트 스 상황을 감소시켜 다(Bruwer et 

al., 2011).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사회  지지가 부족하면 질병의 사망률

과 유병률이 높아진다.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증상  신

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건강 추구 행 가 감소하여 삶의 질이 낮

아 진다고 하 다(Strine, Chapman, Balluz, Moriarty, & Mokdad, 2008). 이에 따라 

하고 성공 인 사회  지지를 받은 사람은 정 인 건강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이 크며, 비효율 이고 부 한 사회  지지를 받은 사람은 부정  건강결과를 래

할 가능성이 큼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지지 측면이 질병을 가진 상자의 

삶의 질에 요한 향요인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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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 측면을 사회문화  환경으로 새롭게 포함하 다.

한 성기 뇌졸  환자의 경우에는, 뇌졸 이 의심되는 증상과 징후를 가진 환

자가 얼마나 빠르게 병원이나 문가에게 이송되는지에 따라 환자의 증상, 기능상태, 

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Ryu, Eo, Kim, & Jung, 2009). Ryu 등(2009)

의 연구에서도 병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일수록 3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환자의 회복율 역시 높았다고 하 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에도 역시 열  응 상황의 험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으

며, 특히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찰 인 환자일수록 열의 험성  이에 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학  요인이 요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거주지역과, 응 시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 까지의 이

동시간을 물리  환경의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 다.

3. 생 물학  기 능

생물학  기능은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 인 요소로 생명을 유지하는 역

동 인 과정을 의미하며(Ferrans, Zerwic, Wibur, & Larson., 2005), 진단명, 검사결과, 

신체검진 소견  질병의 험성, 동반질환, 시술 형태 등이 포함된다(Wilson & 

Cleary, 1995). 이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향을 받는 변수로, 생물학  기능

을 최 화하는 것은 치료의 필수 인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 연령, 동반질환, 직업, 뇌동맥류 치, 개수, 크기 

등과 같은 개인  특성과 가족  의료진의 사회 지지와 같은 환경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혹은 코일 색 술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료방법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수술에 비해 상 으로 입원기간이 7일 미만으로 짧고, 개두술 신 퇴동맥

(femoral artery)을 통해 카테타를 삽입하여 뇌동맥류에 백 코일을 채워넣는 코일 색

술을 시행한 집단이 삶의 질이 높았다(Li, Dai, & Zang., 2017). 한 치료  기능상

태로 돌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코일 색 술을 시행한 집단이 평균 으로 짧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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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ckes et al., 2015).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치료후 합병증 유무 역시 연령, 동

발질환, 뇌동맥류 크기, 치, 개수 등과 같은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에 향을 

받으며, 치료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신체 , 인지  기능상태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끼치고(Jang, Jang, Han, & Park, 2012; Backes et al, 2015), 우울과 

불안 역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ckes 

et al, 2015; Li, Dai, & Zang., 2017). 그러나 치료방법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역시 연

구 결과마다 논란이 있는 상태로 Solheim 등(2006), Fontana 등(2015)과 Pala 등

(2018)의 연구 결과에서는 치료방법이 비 열성 뇌동맥류의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  기능을 따로 분류하지 않

고, 치료방법과 치료후 합병증을 질병학  특성에 함께 포함하 다.

4. 증상

증상은 비정상 인 신체 , 정서  혹은 인지  상태에 한 상자의 지각으로, 

환자의 기능상태와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Wilson & Cleary, 1995). 

선행연구 결과, 비 열성 뇌동맥류 치료 후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신체  증상

은 통증과 피로감으로 Pala 등(2018)의 연구에서도 비 열성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건강한 인구집단과 비교 시 피로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Fontana 등(2015)

의 연구에서도 뇌수막종(meningioma)과 같은 양성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보다도 

오히려 피로감이 높고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 이후 통증은 모

든 논문에서 삶의 질에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Yamashiro et al, 

2006; Yamashiro et al., 2007; Fontana, Wenz, Groden, Schmieder, & Wenz, 2015; 

Pala et al., 2018), 이는 비 열성 뇌동맥류의 질병학  특성상 열되기 까지 무증

상인 경우가 부분이고 치료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술 상처가 아물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호소하는 정서  증상으로는 불안과 우울이 보고되

고 있다. Su 등(2014)의 연구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우울과 불안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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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5년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된다고 하 으며, Li 등

(2017)의 연구에서도 역시 1년 에 비 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집단이 5년 에 

진단받은 집단보다 우울과 불안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

의 부분은 치료 12개월 이후 우울 증상이 개선되었지만, 건강한 일반집단과 비교시 

우울 수는 여 히 높았고(Brilsta et al., 2004), 심장질환 과거력이 있거나 치료 이후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불안과 우울정도가 높아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Yamashiro et al., 2007). 그러나 이와는 반 로, Haug 등(2009)의 연구에서는 비 열

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우울과 불안은 수술  치료  일시 으로 높아졌다가, 치료 이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고 하 으며, Pala 등(2018)의 연구에서는 치료 후 우울 수는 

삶의 질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신

체  증상으로 통증과 피로를 비롯한 10개의 증상과, 정서  증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포함하 다. 

5. 기 능상 태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기능상태는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역할기능, 그리고 심리  기능을 포함하는데, 이는 반 인 삶의 질에 

직 인 향요인으로 작용한다(Ferrans, Zerwic, Wibur, & Larson., 2005).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은 뇌동맥류 치료 이후 신체  인지기능 

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Solheim 등(2006)의 연구에서는 비 열성 뇌동

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신체  는 인지  기능 하로 인해서 원하는 활동을 수

행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상 으로 삶의 질이 낮다고 하 다. 한 

Raaymarker 등(2000)과 O’Donnell 등(201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  치료를 

받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경우 치료 기에서 3개월까지 신체기능이 가장 많

이 떨어지고 치료 후 1년째 호 되지만, 수술  만큼 완 하게 호 되지 않았으며 

특히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기능상태  삶의 질이 더욱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Su 

등(2014)의 연구에서도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환자들을 추 찰 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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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년 후 신체기능 하로 인한 사회활동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하 으며, 

진단 5년후 건강한 인구집단과 비교시 인지기능 수가 유의하게 떨어졌다고 보고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기능상태로 신체기능과 인지기

능을 포함하 다.

6. 자 가 간 호  행

자가간호 행 란 개인 스스로의 생명, 통합된 기능과 안녕을 유지하기 해 스스

로 주도 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개인이 질병에 응하기 한 모든 행 와 건강, 

성장, 일상생활에서의 수행능력  자기개발과 같은 반  안녕을 한 건강과 련

된 모든 행 를 포함한다(Denyes, Orem, & Bekel, 2001).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도 자가간호 행 는 뇌출  환자들의 증상과 기

능 상태를 호 시키고, 재발과 합병증을 방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e & Shim, 2011; Ruy, Kim, & Na, 2018). 특히, 지

속 인 리가 필요한 질환일수록 자가간호 행 가 더 요시되고 있는데(Park, Nam 

& Baek, 2000; Bae & Shim, 2011), 실제 Fujishima와 Inoue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

열성 뇌동맥류는 치료 ·후에 걸쳐 꾸 한 건강 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므로 환자

들의 자가간호 행 가 삶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다(Fujishima & Inoue, 

2010; Fujishima-Hachiya & Inoue, 2012). 한 임상에서도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

들의 다양한 증상을 감소시키고, 열  재발의 험성을 낮추기 해 약물복용, 일

상생활, 식이, 주의사항, 응 상황 리등에 한 교육을 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 자가간호 행 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요인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근거기반 실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자가간호 행 를 삶의 질 

향요인으로 새롭게 추가하 으며, 이와 동시에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 간 매개변수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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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Author

(Year)

Country Research 

design

Sample Purpo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ize(n) Sex(n) Age

(M±SD)

Pala 

et al. 

(2018)

Germany Prospective 

cohort study

79

-clipping(25)

-coiling(54)

Female(50)

Male(29)

58.1±10.6 ·Compare the QoL 

and symptoms of 

anxiety or 

depression, after 

endovascular coiling 

or open surgery 

clipping of UIAs.

·UIA patients/Nomal 

population

·QoL

·Anxiety, 

Depression

O’Donnell 

et al.

 (2018)

Australia Prospective 

cohort study

169

-Clipping(112)

-Untreated(57)

Female(119)

Male(50)

55.0±8.0 ·Examined patients’ 

cognitive ability and 

QoL after 

microsurgical repair 

for UIAs.

·Treatment method

(clipping/untreated)

·Time since treatment

(initial, 6w, 12m) 

·QoL

·Functional 

outcomes

Li et al.

(2017)

China Retrospectiv 

case control  

study 

296

-Untreated(134)

-Treated

(clipping, 

coiling)(162)

Female(139)

Male(157)

58.7

56.2(Coil)

55.8(Clip)

·Assess the QoL,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UIAs patients 

with(clipping and 

coiling) and without 

treatment.

·Treatment methord

·Time since treatment

·Complication

·QoL

·Anxiety, 

Depression

Fontana 

et al.

(2015)

Germany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103

-UIA(45)

-Meningioma(58)

Female(80)

Male(23)

55.3±10.8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preinterventional 

psychiatric status on 

the QoL after 

treatment UIA.

·Symptom of chronic 

fatigue syndrome

·Headache

·Sleeping disorder

·Psychiatric history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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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s 

et al. 

(2015)

Netherland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110

-Clipping(56), 

-Coiling(54)

Female(77)

Male(33)

55.0±9.0 ·Analyze the 

recovery to 

preintervention 

functioning and 

return-to-work and 

life satisfaction after 

aneurysm treatment.

·Treatment method ·Life 

Satisfaction

·Preinterve

-ntional 

functioning

·Return to 

Work

Su et al.

(2014)

China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56

-Untreated(31)

-Healthy 

control(25)

Female(35)

Male(21)

48.1±5.7 ·Assess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xiety & QoL in 

patients with 

untreated UIA.

·Time since treatment 

(1m, 1y, 5y)

·Cognitive function

·QoL

·Depression 

·Anxiety 

Buijs 

et al.

(2012)

Netherland Ret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173

-Untreated(81) 

-Treaterd(92)

Female(118)

Male(55)

59.8±10.2 ·Assess QoL and 

feeling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an 

UIA or without 

aneurysm treatment.

·Treatment

(untreated/treated)

·QoL

·Anxiety, 

·Depression

Jang 

et al.

(2012)

Korea Ret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184

-Clipping(99)

-Healthy control

(85)

Female(126)

Male(58)

54.8±10.9 ·Investigate the QoL 

and its predictors of 

patients who had a 

good outcome 

following anterior 

circulation aneurysm 

surgery 

·Surgical approach

(supraorbital 

/pterional or others)

·Brain injury

·Craniotomy size

(small /conventional)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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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g 

et al.

(2009)

Norway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37

-Unrupturd (15)

-Ruptured (22)

Female(28)

Male(9)

52.0±21.0 ·Assess the impact 

of surgical treatment 

of unruptured and 

ruptured  aneurysm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QoL.

·Ruptured/Unruptured

·Time since treatment

(preoperative, 3m, 

12m)

·QoL

·Cognitive 

function

Yamashiro 

et al. 

(2007)

Japan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149

-Clipping(149)

Female(89)

Male(60)

60.4±9.1 ·Assess the QOL of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asymptomatic 

UIAs.

·QoL Score

(Average score/Low 

score)

·QoL

Yamashiro 

et al. 

(2006)

Japan Prospective 

cohort study

67

-Clipping(67)

Female(48)

Male(19)

61.3±10.4 ·Compare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QoL 

and psychological 

state of patients 

with asymptomatic 

UIAs.

·Time since treatment

(Before, 3m, 1y, 3y)

·QoL

·Anxiety, 

·Depression

Solheim 

et al.

(2006)

Norway Ret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63

-Clipping(37)

-Coiling(26)

Female(42)

Male(21)

55.0±9.5 ·Compare the QoL, 

anxiety and 

depression after 

endovascular coiling 

or open surgery 

clipping of UIAs.

·Treatment method

(clipping/coiling)

·Time since treatment

(<1yr, >1yr)

·QoL

·Anxiet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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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good 

et al.

(2005)

New 

Zealand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49

-Treated (26) 

-Untreated (23)

Female(32)

Male(17)

50.2±10.9 ·Investigate the 

psychosocial

effects of harboring 

a known but 

untreated UIAs, 

information 

considered important 

to the decision of 

whether to treat or 

not treat an UIAs.

·Treatment

(untreated/treated)

·QoL

·Psychosoc

-ial 

Outcome

Brilsta et 

al.

(2004)

Netherland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

51

-Clipping(32)

-Coiling(19)

Female(38)

Male(13)

50.0±20.0 ·Mearsured the 

impact of clipping 

and coiling of UIAs 

on functional health, 

QoL,   anxiety and 

depression.

·Treatment method

(clipping/coiling)

·Time since treatment

(Before, 3m, 1y)

·Anxiety, Depression

·QoL

Raaymar-

kers et al. 

(2000)

Netherland Prospective 

cohort study

18

-Clipping(18)

Female(11)

Male(7)

44.0±12.0 · Assess outcome 

after elective 

treatment for UIA

·Time since treatment

(Before, 3m, 1y)

·QoL

·Physic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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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 Using two tools to measure quality of life

Author(Year) Tool Developer Reliability(Items) Measuring area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Pala et al. (2018) Short 

form-36(SF-36)

Ware et al. 

(1992)

0.84∼0.95

(36 items,

 3∼5 score)

1) Physical function (PF) 

2) Physical Role (RF)

3) Body Pain (BP)

4) General Health (GH)

5) Vitality (VT)

6) Social Function (SF)

7) Role emotion (RE)

8) Mental Health (MH)

O’Donnell et al. (2018)

Li et al. (2017)

Fontana et al. (2015)

Su et al. (2014)

Buijs et al. (2012)*

Haug et al. (2009)

Yamashiro et al. (2007)

Yamashiro et al. (2006)

Solheim et al. (2006)

Towgood et al. (2005)

Brilsta et al. (2004)

Raaymark-ers et al. (2000)

Backes et al. (2015) Life 

Satisfaction 

questionnaire

(LiSat-9)

Fugl-Meyer 

et al. (1991)

0.75-0.87

(9 items, 

 6 score)

1) Life as a whole 2) Self care ability

3) Leisure time   4) Financial situation

5) Sextual life  6) Partnership relation

7) Family life  8) Cantact with friend 

Buijs et al. (2012)* EuroQoL (EQ) 

-5D

EuroQol 

group(1987)

0.86

(25 items, 

 3 score)

1) Mobility   2) Usual activities

3) Pain/Discomfort   4) Self-care

5) Anxiety/Depression

Jang et al. (2012)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

WHO 0.89

(100 items, 

 5 score)

-QOL scores of 6 domains

1) Physical domain (PHY)

2) Psychological domain (PSY)

3) Levels of independence (IND)

4) Social relationship (SOC)

5) Environmental domain (ENV)

6) Spiritual domain (SPI)  

- Overall QOL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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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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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U=Neurosurgery intensive care unit; Tx=Treatment

‘O’=Significant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X’=Not significant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Factors that are not 

considered as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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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  기 틀

A. 본  연 구 의 개념  기 틀

본 연구에서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기 해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을 근거로, 문헌고찰을 통해 개

념  기틀을 구성하 다(Figure 2).  

Ferrans 등(2005)은 모델에서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개념을 

6가지로 분류하 다. 즉,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  상태, 일반  건강지각으로 보

았으며 이들은 순차 으로 단일방향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한 개인  특성, 환경  특성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Figure 2).

Figure 2 .  Theoretical Model of Health ralated Quality of life 

(Ferrans,  Z erwic,  Wilbur,  & Larson,  2 0 0 5)



- 25 -

이 모형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최수정, & 김 순, 2013), 상동맥 재술 

환자(김유정, 2014), 췌장암 환자(이지선, 2018), 폐결핵환자(장 심, & 경숙, 2017) 

등 다양한 상자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질병의 특성에 따라 모형에서 언 한 

개념을 체 는 일부분만을 이용해서 삶의 질과의 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도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해 

Ferrans 모형(2005)과 문헌고찰 결과를 근거로 하여 Figure 3과 같이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을 수정하 다. 

‘일반  특성’의 개념은 성별과 연령, 직업유무, 교육정도, 경제상태 등과 같은 변

수들을 선정하 으며, ‘질병 련 특성’의 개념으로는 뇌동맥류 크기, 치, 개수, 만성

질환 과거력, 치료 후 경과기간 등과 같은 변수들을 선정하 다. ‘환경  특성’의 개념

변수로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의료인)에게 둘러싸인 심리  환경을 반 하는 사회

 지지와 응 상황시 방문가능한 병원까지의 물리  거리를 측정변수로 하 다. ‘증

상’의 개념변수는 두통과 피로 등과 같은 신체  증상과 우울과 불안의 정서  증상

을 측정변수로 포함하 으며, 기능상태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기능을 객 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측정변수로 선정하 다. ‘자가간호 

행 ’는 개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가간호 수행정도를 측정변수로 선정하 으며, ‘삶

의 질’ 개념은 질병특이  삶의 질을 측정변수로 선정하 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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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B. 연 구 가 설

1.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학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환경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사회 지지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7.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자가간호 행 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8. 자가간호 행 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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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방법

A. 연 구 설계

본 연구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은 통합 으로 탐색하고, 

자가간호 행 가 삶의 질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한 횡단 , 서술  조사연

구이다. 이에,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론  연구를 병행하 다. 

B. 연 구 과 정

1단계 연구에서 국외에서 개발된 UIA-PW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한 후, 2단계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한

국어  UIA-PW scale을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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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earch progress 

C. 연 구  상 자

1 단계와 2 단계의 연구 상자는 모두 서울소재 A 병원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를 진단받고 특별한 치료없이 외래에서 경과 찰 이거나, 치료 이후 추 찰을 

해 외래를 방문하고 있는 환자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구

체 인 상자의 선정  제외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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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 정 기  (Inclusion criteria)

1) 만 19세 이상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치료없이 외래에서 경과 찰 

인 자

2) 만 19세 이상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 치료 이후 추 찰을 해 외래를 방문

하는 자 

3)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  설문에 응답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 제 외 기  (Exclusion criteria)

1)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  설문에 응답이 불가능한 자

2) Modified Charlson comorbidity index의 가 치 2이상에 해당하는 증 동반질

환을 가지고 있는자(부록 5 참조)

D. 도 구 번 안   타 당도 ,  신 뢰도  검정   

1 . 자 료 수 집  방법

요인분석에서 표본 크기는 측정변수의 수뿐만 아니라 요인의 수와 공통성, 요인 

재값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소 문항수의 5배의 표본수가 바람직하다는 기

에 따라 상자수를 125명으로 산정하 다(Tabachnick & Fidell, 2007). 10%의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1단계의 1차, 2차 연구에 각각 140명씩의 상자를 편의 표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 다.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에 연구자가 해당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연구의 목 과 차, 방법 등에 하여 설명하고 사  조를 구하 다. 연구 상자

에게도 역시 연구목 과 설문내용, 설문작성시 소요시간, 자발  참여와 철회가능 여

부 등에 한 내용이 수록된 상자 설명문을 숙지하도록 한 후 자발 으로 연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은 상자의 일반  특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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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 77문항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최종 배포된 140부의 설

문  이  뇌출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상자가 작성한 설문과 데이터 결측

치가 있는 설문을 제외하고, 1차 연구에서는 총 128부를, 2차 연구에서는 총 13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 . 연 구 도 구

1 )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삶 의 질 측정 도 구 (Disease-specific scale to 

assess psychosocial well-being of patients living with UIA ;  UIA-PW 

scale)

UIA-PW scale은 Fujishima-Hachiya와 Inou (2012)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

을 상으로 실시한 질 연구 결과(Fujishima, 2010; Fujishima-Hachiya & Inou, 

2010)와 문헌고찰 내용을 토 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 

정신 , 사회  측면을 고려한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심리  안정(Psychological stability)’, ‘의료자원에 한 신뢰(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도(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자가 리에 한 정  인식(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비 열성 뇌동맥류 지식에 한 자신감(Confidence in UIA knowledge)’의 총 5개 항

목,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  척도로 되어있으며, 수범

는 25～1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 .83이었다.

2 ) 건 강 련  삶 의 질 측정 도 구 (Short Form-1 2  Health survey questionnaire ;  

SF-1 2 )

거타당도 검증을 하여 Ware, Konsinski와 Keller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SF-12 한국 을 사용하 다. SF-12는 건강 련 삶의 질 측정 도구

로 개발한 이후 세계 으로 1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리 이

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SF-36에서 12개 문항을 추출한 것으로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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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functioning; PF), 신체역할 제한(Role physical; RP), 통증(Bodily pain; 

BP), 일반  건강인식(General health; GH), 정신건강(Mental health; MH), 정서  역

할 제한(Role emotional; RE), 사회  기능(Social functioning; SF), 활력(Vitality; 

VT)의 8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4 역은 신체  건강 련 삶의 질로 신체

 건강지수(Physical component score; PCS), 뒤의 4개 역은 정신  건강 련 삶

의 질로 정신  건강지수(Mental component score; MCS)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역은 Likert 척도로, 3～5 으로 수화하여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PCS는 Cronbach′s α = 0.89, MCS는 Cronbach′s α =0.81이었다.

3. 연 구 차

1 ) 도 구 번 역  단 계

UIA-PW scale의 개발자인 Fujishima-Hachiya와 Inou로부터 도구사용에 한 승

인을 받은 후, Vallerand (1989)가 제시한 방법과 차에 따라 번역, 검토, 역 번역, 재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도구의 번역은 연구자와 문과 한 에 능통한 간호학 공자

가 번역(forward translation)을 하 으며, 간호학과 교수 1인, 신경외과 교수 1인과 함

께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  차이로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 다. 그 

이후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문학을 공한 1인이 어 

원본을 보지 않고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시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일

차 번역자, 역 번역자 간의 토의를 통해 의미의 변화가 없는지를 재검토하 다.

2 ) 도 구 검증 단 계

(1) 내용타당도 검증

UIA-PW scale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해 신경외과 교수 2인, 신경외과에서 근무

하고 있는 문간호사 4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 다. 각 문항은 ‘매우 하다(4 )’, ‘ 하다(3 )’, ‘ 하지 않다(2 )’, ‘  

하지 않다(1 )’의 4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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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VI)를 산출하 다. 내용타당도 검증시 도구의 가독성에 한 평가와 문항 수정

이 필요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에 한 의견을 함께 제시해  것을 요청하 다. 

(2) 구성타당도 검증

모형 합도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확보를 해,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3) 거타당도 검증

새로운 도구와 외 거 사이에 높은 상 계를 나타내는지를 검정하기 해, 

거타당도를 검증하 다.  세계 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어 일반 인 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는 SF-12를 사용하여 KUIA-PW

의 각 역과 상 계를 분석하 다.

(4) 신뢰도 검증

KUIA-PW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로 내 일 성을 분석하 다.

4. 자 료 분 석  방법

1)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18.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구성타당도 검정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시행하 다. 확인  요인분석의 모

형 합도는 기 합도(Goodness of Fit Index, GIF)와 상  합지수로는 비

교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터커-루이스지수(Turker-Luwis 

Index, TLI), 증분 합지수(Normed Fit Index ; NFI)를 기 으로 평가하 으

며, 각 문항의 요인 재량을 확인하 다.

4) 거타당도 분석을 해 KUIA-PW scale의 각 하 역과 SF-12도구와의 상

계분석을 시행하 다. 

5) KUIA-PW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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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삶 의 질 향요인  탐색  매 개효과  검증

1 . 자 료 수 집  방법

연구 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9.2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다 회귀분석을 하기 해 제 1종 오류 а = 0.05, 

검정력 90%, 간의 효과크기 0.15, 독립변수의 개수를 10개로 고려하 을 때 최소 

147명이 필요했다. 이를 근거로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70명의 

상자에게 설문을 배포하 다.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되

었다. 연구자는 사 에 외래를 방문할 환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연구 상자 선정기

에 해당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경과 찰 이거나, 뇌동맥류 결찰술 

는 코일 색 술 시행 후 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편의표집 하 다. 연구자

가 직  진료를 해 기하고 있는 상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연구의 목   

차 등을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 으며, 1단계 도구 검증에 참여한 상자는 배제되었다. 설문은 상자의 일반  

특성을 포함하여 총 91문항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최종 배포된 

170부의 설문  이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상자가 작성한 1부의 설문과 데이터 

결측치가 있는 3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16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 . 연 구 도 구

1 ) 일 반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일반 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음주력, 흡연력, 가족력, 동반질환, 직업유무, 경

제상태, 교육정도 등 총 14문항을 조사하 다. 

2 ) 질병학  기 능(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질병학  특성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비 열성 뇌동맥류 치, 크기, 개수, 

과거력, 치료방법, 치료 후 경과기간 등 총 11문항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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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 (Symptoms)

신체  증상은 에드먼튼 증상 척도지(Edmonton Symptom Assessment System : 

ESA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통증(Pain), 피로(Fatigue), 오심(Nausea),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무력감,(Drowsiness), 식욕상실(Loss of appetite), 

안녕감(Feeling of well-being), 호흡곤란(Dyspnea),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의 10

개의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환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증상을 자가보고식으로 기록

하는 도구이다. 양극단에 ‘증상이 없다(0)’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증상이다

(10)’가 쓰여진 10cm의 선으로 된 시각  상사척도(VAS)를 이용하여 상자가 지난 

24시간 동안 느낀 증상의 정도를 직  그림 에 표시하게 되며, 이 게 표시한 지

의 거리를 증상 정도로 수화하 다. 이 도구는 최소 0 ～최고 10 으로, 수가 높

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0.88 이었다. 

불안, 우울의 정신  증상은 Zigmond와 Snaith (1983)의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를 오세만 등(1999)이 번안한 한국어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HADS는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 보고식 측정도구로, 홀

수 문항 7개는 불안에 한 척도이며, 짝수 문항 7개는 우울에 한 척도이다. 각각의 

문항은 ‘없음’ 0 에서 ‘심함’ 3 까지 4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 범 는 0∼21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Zigmond와 Snaith (1983)은 

불안과 우울 도구의 각각의 단 을 8 으로 제시하 으며 3군으로 나 었다. 0∼7

은 불안과 우울이 없는 상태, 8∼10 은 경증의 불안과 우울, 11∼21 은 등도 이

상의 불안과 우울을 뜻한다. 각 도구의 수가 8  이상이면 임상 으로 의미가 있는 

불안과 우울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불안의 Cronbach’s α=0.89, 우울의 Cronbach’s α

=0.86 이었고, 오세만 등(1999)의 연구에서 역시 불안의 Cronbach's α=0.89, 우울의 

Cronbach's α=.086 이었다. 

4) 사회  지 지 (Social support)

Zimet, Dahlem, Zimet과 Farley (1988)이 개발한 사회 지지 다차원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의 한 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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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도구는 가족지지 4문항(3, 4, 8. 11 문항), 친구지지 4문항(6, 7, 9, 12 문항) 

의미있는 타인(의료진)의 지지 4문항(1, 2, 5, 10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역별 

4 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형 5  척도로, 최  4 ～최고 2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0.88이었다.

5) 기 능상 태 (Functional status)

신체  기능상태는 Rankin (1957)의 Modified Rankin Scale (mRS)을 사용하여 

의료진이 측정하 다. 0∼6단계로, 단계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

한다.

인지  기능상태는 Reisberg, Ferris, de Leon과 Crool. (1982)이 개발한 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을 최성혜 등(2002)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

시한 한국어  도구를 사용하 다. GDS는 1∼7단계로, 단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6) 자 가 간 호  행 (Self care behavior)

자가간호 행 는 강선미와 윤은자(2005)가 개발한 뇌졸  환자를 한 자가간호 

수행정도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투약 3문항, 식이 2문항, 연 1문항, 

주 1문항, 운동 1문항, 자가 압측정 1문항, 일상생활에서 주의사항 5문항, 병원방문 

1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잘한다'가 5 , ‘  못한다'가 1 으로 

배 되는 5  척도로, 최  15 ～최고 7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행 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 0.81 이었다.

7 ) 삶 의 질(Quality of life)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KUIA-PW scale을 사

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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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의료자원에 한 신뢰,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비 열성 뇌동맥류 지식에 한 신뢰도의 5개 항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 0.83 이었으며, KUIA-PW scale의 Cronbach′s α = 0.93 이었다.

3. 자 료 분 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환경  특성, 증상, 기능상태, 사회 지지, 

자가간호 행 와 삶의 질 수 은 서술통계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환경  특성, 증상, 기능상태, 사회 지지, 자

가간호 행 에 따른 삶의 질 수의 차이는 χ2-tes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한 후, 사후비교로 Bonferoni test를 시행하 다.

3)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한 내  일 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5)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향요인과 삶의 질의 계에서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와 Kenny (1986)의 매개분석 방법을 실시하 다.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 고려

되기 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와 유의한 계가 있어야 한다(c=총효과).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계

에 있어야 한다(a). 셋째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회

귀식에 투입하 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측해야 한다(b). 넷째 매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향력이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향력보다 큰 경우 매개효과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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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가지 제조건이 모두 성립된 경우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가지는 효과를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가 더이상 종속결과를 언하지 못하는 경우 즉, c'=0이면 완

매개(Full mediation)라고 해석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언하기는 하지만 그 효

과크기는 히 어드는 경우 c'<c 그러나 c'>0 이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Figure 5).

Figure 5.  Statistical model of med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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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 구 결과

A. 도 구 번 안   타 당도 ,  신 뢰도  검정  

1 . 상 자 의 일 반  특성

1단계 연구에서, 1차 개발된 한국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는 128명의 

상자가 참여하 고, 2차로 수정·보완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재검증을 해서는 

130명의 상자가 참여하 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61.27±9.32세로, 65세 미만의 상자가 67% 이상이었다. 두

군 모두 여자가 97명으로 남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으며, 상자의 20%이상이 가족력

을 가지고 있었다. 동반질환으로는 두 집단 모두 고 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0.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고지 증(19.5%, 16.9%), 당뇨(12.5%, 14.6%) 순

이었다.

비 열성 뇌동맥류는 두개강내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ICA)에 치한 

경우가 각각 31.1%, 32.1%로 가장 많았고, 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MCA)(21.2%, 25.3%), 교통동맥(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AcomA)(18.5%, 

17.3%), 후교통동맥(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PcomA)(15.9%, 13.6%) 순이었

다. 두군 상자의 70% 이상이 1개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50% 이상이 3.1～

6.9mm의 간크기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 치료 방법으로는 특별한 치료없이 

경과 찰 인 환자가 두 집단 각각 40.4%(50명), 49명(35.2%)이었으며, 코일 색 술

(coiling)을 시행받은 환자는 32.4%(44명), 28.8%(40명),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을 

시행받은 환자가 27.2%(37명), 36.0%(50명)이었다.

상자의 신체  기능상태는(Modified rankin scale; mRS)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mRS 0 )가 두 집단 각각 46.3%(58명), 49.2%(67명)이었고, 상자가 증상을 

호소하지만 임상학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mRS 1단계)가 47.7%(61명), 5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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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약간의 장애를 의미하는 경우(mRS 2단계)가 7.0%(9명), 1.5%(2명)이었다. 상자

의 인지  기능상태(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는 인지장애가 없는 경우가(GDS 

1단계) 두 집단 각각 50.0%(64명), 49.2%(67명)이었으며, 건망증과 같은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를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GDS 2단계)가 45.3%(58명), 50.0%(65명), 경미한 

인지장애를 나타나는 경우가 4.7%(6명), 0.8%(1명)이었다. 일반  특성에 한 두 집

단의 동질성 검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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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N/M±SD % N/M±SD % p

Gender Male

Female

31

97

24.2

75.8

33

97

25.4

74.6

.828

Age(years)

<65 year 

≥65 year

62.07±9.80
76

52

89.4

40.6

60.47±8.84
88

42

67.7

32.3

.165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9

39

40

38.3

30.5

31.3

38

55

37

29.2

42.3

28.5

.148

Economic status <3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69

59

53.9

46.1

59

71

45.4

54.6

.690

Job Worker

Housewife

59

69

46.1

53.9

64

66

49.2

50.8

.614

Family history of 

UIA

Yes

No

33

95

25.0

74.2

30

100

23.1

76.9

.613

Comorbidity

(Duplicate 

response)

Yes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Cardiac disorders

Cancer treatment in past

Others (Psychiatric disorder, 

Thyroid disorders prostate 

enlargement, gout, fatty liver. 

gallstone, etc)

No

100
67

16

25

14

10

25

28

78.1
52.3

12.5

19.5

10.9

7.8

19.5

21.9

97
65

19

22

8

4

22

33

74.6
50.0

14.6

16.9

6.2

3.1

17.0

25.4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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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comA = 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PcomA = 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MCA = middle cerebral artery; ICA = internal carotid artery; ACA = anterior cerebral artery; PCA = posterior cerebral 

artery; PICA = posterior inferior cerebral artery

0* = no symptom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2* = slight disability

1+= no cognitive disorders, 2+ =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3+ = Mild cognitive impairment

Location of UIA

(Duplicate 

response)

AcomA

PcomA

MCA

ICA

ACA,PCA, PICA

28

24

32

47

20

18.5

15.9

21.2

31.1

13.2

28

22

41

52

19

17.3

13.6

25.3

32.1

11.7

.512

Number of UIAs 1

2～4

104

24

81.3

18.7

95

35

73.1

26.9

.118

Size of UIA ≤3 mm

3.1～6.9 mm

≥7 mm

42

65

21

32.8

50.8

16.4

48

68

14

36.9

52.3

10.8

.396

Time from 

diagnosis

～ <1 year

1 year ～ <3 year

3 year ～

50

33

45

39.0

25.8

35.2

46

41

43

35.4

31.5

33.1

.342

Treatment method

(Duplicate 

response)

Clipping

Coiling

Observation without treatment

37

44

55

27.2

32.4

40.4

50

40

49

36.0

28.8

35.2

.391

Modified Rankin 

Scale

0*

1*

2*

58

61

9

46.3

47.7

7.0

60

68

2

49.2

52.3

1.5

.088

Global 

Deterioration 

Scale

1+

2+

3+

64

58

6

50.0

45.3

4.7

64

65

1

49.2

50.0

0.8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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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KUIA-PW scale 타 당도  검증

1 ) 내 용타 당도

KUIA-PW scale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내용 타당도 

지수(CVI)가 0.8 이상으로 측정되어 삭제된 문항없이 25문항을 그 로 도구에 포함시

켰다. 이 밖에 3개의 문항(1번, 3번, 8번)에서 문어체인 어투를 구어체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문가의 의견이 있어, 1번 문항에서 ‘보통’을 ‘평소’로, 2번 문항에서 ‘민

감하게 반응한다’를 ‘민감해진다’, 8번 문항에서 ‘집안일이 있기 때문에’를 ‘집안일 때문

에’로 수정하 다.

2 ) 구 성 타 당도

1차 개발된 KUIA-PW scale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 5개 하 역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카이제곱 값은 555.57(df=265, p<.001)로 나타났는데, 카이제

곱 값이 작을수록 p값이 커지게 되며, p값이 .05보다 클 경우 일반 으로 합도가 높

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수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카이제곱 값은 커지게 되므로 비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더라도(p<.05) 반드시 

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해 카이제곱 이

외에 다른 합지수로 모델의 합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75, 증분 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74, 상 합지수

인 비교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84, 터커-루이스지수

(Turker-Luwis Index, TLI)는 .82 으로 나타났다. GFI, NFI, CFI, TLI는 최소 .7이상

이어야 하고 .9이상이면 모형이 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므로 모두 수용기 을 충

족하 다(Tatham, Hair, Anderson, & Black, 1998). 그러나 각 문항별로 요인 재량

을 분석한 결과, 요인 재량은 최소 .40이상은 되어야 하며, .70이상이 바람직한 것으

로 보고 있는데(Tatham, Hair, Anderson, & Black, 1998), 4문항에서 요인 재량이 

.40이하로 나타났다. 요인 재량이 낮은 문항은 ‘심리  안정’ 역에 속한 ‘평소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과도한 걱정없이 삶을 살고 있다(.31)’, ‘직장이나 집안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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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 열성 뇌동맥류에 많은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11)’와 ‘의료자원에 한 신뢰 

역’에 속한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고민을 의사와 간호사에게 주 없이 말할 수 

있다(.36)’,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역에 속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

은 이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36)’이었다(Table 5).

3) 거 타 당도

1차 개발된 KUIA-PW scale의 거타당도 검증을 해  세계 으로 높은 신뢰

도와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는 일반 인 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 도구인 Short Form

–12(SF-12)와의 상 계를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KUIA-PW scale은 SF-12

의 신체건강(Physical Component Summery; PCS) 수와 정신건강(Mental 

Component Summery; MCS) 수에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CS 

p<.001, MCS p<.001)(Table 6). 

4) 신 뢰도  검증  하 역  별  평 균 수

1차 개발된 KUIA-PW scale의 총 25문항에 한 신뢰도와 수분포를 확인한 결

과,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7이 으나, 각 하 역에 따른 Cronbach’s α

값은 .64∼.92으로,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항목에서 Cronbach’s α값이 .64이었

다. 도구의 각 하 역별 평균 수는 심리  안정 81.75±19.50 , 의료자원에 한 신

뢰 110.00±18.75 ,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도 112.50±16.00 ,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95.00±18.40 , UIA 지식에 한 자신감이 84.25±28.25 으로 나타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심리  안정 수가 가장 낮았다(Table 7). 

2 -2 .  Revised KUIA-PW scale 타 당도  검증

1차 개발된 KUIA-PW scale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 내용타당도, 거타당

도, 신뢰도는 검증은 이루어졌으나, 구성타당도 검증에서 요인 재값이 .40이하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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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이 낮은 4문항(No. 1, 8, 9, 18)이 발견되었다. 이에 해서 원 자와 여러 차례 

상의를 하 다. 이에 한 원 자의 의견은,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 요인 재값이 낮

은 항목들이 나타났지만, 내용타당도, 거타당도, 신뢰도 검증 결과가 양호했기 때문

에 원 도구에서 4문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한 요인 재

값이 낮은 4문항에서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인 환자들이 문항의 원래 의미와 다르

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요인 재값이 낮은 4문항을 심으로 

도구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수정·보완된 항목은 ‘심리  안정’ 역에 속한 

‘평소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과도한 걱정없이 삶을 살고 있다’를 ‘나는 평소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과도한 걱정없이 생활하고 있다’ , ‘직장이나 집안일 때문에 비

열성 뇌동맥류에 많은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를 ‘나는 직장 는 집안일을 하면서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 으며,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역에 속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이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를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이후 더 건강해지도록 생활하고 있

다’로 수정·보완하 다.

1 ) 구 성 타 당도

1차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2차로 수정·보완된 한

국어  도구가 개발되었다. 2차 수정·보완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증하기 

해, 새롭게 수집된 130명의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를 확인한 결과,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72, 증분

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80, 상 합지수인 비교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89, 터커-루이스지수(Turker-Luwis Index, TLI)는 .83 으로 1차 

개발된 도구에 비해 모형의 합도가 다소 향상되었다. 한 각 문항별 표 화 계수

의 값을 확인한 결과 각 요인의 모든 문항에서 .40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총 25

문항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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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UIA-PW & Revised KUIA-PW Scale 

Factors Item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p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p Standardized

estimate

Factor 1

(Psychological

stability)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1.00

2.35

2.69

2.60

2.41

1.56

1.91

0.36

-

.71

.79

.77

.72

.51

.60

.31

-

3.32

3.40

3.37

3.35

3.05

3.18

1.16

-

<.001

<.001

<.001

<.001

.002

.001

.247

. 31

.75

.89

.84

.80

.52

.61

. 1 1

1.00

1.02

0.92

0.98

1.07

0.92

0.86

0.96

-

.11

.11

.11

.12

.12

.11

.12

-

9.08

8.67

9.27

9.07

7.86

8.22

8.23

-

<.001

<.001

<.001

<.001

<.001

<.001

<.001

.75

.80

.76

.81

.80

.69

.72

.72

Factor 2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No. 9

No. 10

No. 11

No. 12

No. 13

1.00

1.65

1.98

1.99

1.82

-

.43

.49

.51

.45

-

3.84

4.03

3.95

4.08

-

<.001

<.001

<.001

<.001

. 36

.69

.86

.78

.92

1.00

1.11

1.24

1.09

1.05

-

.14

.14

.14

.13

-

8.20

8.63

7.96

8.23

-

<.001

<.001

<.001

<.001

.64

.85

.91

.82

.86

Factor 3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No. 14

No. 15

No. 16

No. 17

1.00

0.59

0.79

0.61

-

.72

.75

.10

-

8.29

10.44

5.99

-

<.001

<.001

<.001

.96

.62

.72

.49

1.00

0.95

1.01

1.01

-

.06

.06

.16

-

15.16

16.21

15.87

-

<.001

<.001

<.001

.87

.91

.94

.93

Factor 4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No. 18

No. 19

No. 20

No. 21

1.00

1.52

1.54

1.37

-

.44

.45

.41

-

3.46

3.39

3.35

-

<.001

<.001

<.001

.36

.70

.64

.61

1.00

0.91

0.62

0.70

-

.10

.11

.12

-

9.15

5.55

5.78

-

<.001

<.001

<.001

.82

.87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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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Factor 5

(Confidence in 

UIA knowledge)

No. 22

No. 23

No. 24

No. 25

1.00

1.05

0.91

0.96

-

.82

.82

.79

-

12.84

11.08

12.15

-

<.001

<.001

<.001

.84

.90

.82

.87

1.00

1.06

1.05

0.90

-

.08

.08

.08

-

13.60

12.80

10.98

-

<.001

<.001

<.001

.85

.91

.88

.80

Model fitness χ2=557.57, p<.001, GIF=.75, NFI=.74, TLI=.82, 

CFI=.75, RMSEA=.09 

χ2=582.56, p<.001, GIF=.72, NFI=.80, TLI=.83, 

CFI=.89, RMSE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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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거 타 당도

수정·보완된 KUIA-PW scale에 한 거타당도 재검증을 해 역시 일반 인 

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 도구인 SF-12와의 상 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KUIA-PW scale은 SF-12의 신체건강(Physical Component Summery; PCS) 수와 

정신건강(Mental Component Summery; MCS) 수에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CS p<.001, MCS p<.001)(Table 6).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the KUIA-PW & Revised KUIA-PW Scale and SF-1 2

Categorie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SF-12 SF-12

PCS MCS PCS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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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logical 

stability
.578 (p<.001) .593 (p<.001) .600 (p<.001) .636 (p<.001)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270 (p=.002) .218 (p=.013) .476 (p<.001) .459 (p<.001)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275 (p<.002) .281 (p=.001) .323 (p<.001) .312 (p<.001)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008 (p=.929) .038 (p=.672) .286 (p=.001) .281 (p=.001)

Confidence in UIA 

knowledge
.126 (p=.155) .131 (p=.141) .394 (p<.001) .286 (p=.001)

Total Score .620 (p<.001) .455 (p<.001) .620 (p<.001) .6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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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뢰도  검증  하 역  별  평 균 수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수정·보완된 KUIA-PW의 총 25문항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할 결과, 체 25문항의 Cronbach’s α값은 .93이 고, 각 하 역에 따른 

Cronbach’s α값은 .78∼.95 다. 도구의 각 하 역별 평균 수는 심리  안정 

94.00±11.25 , 의료자원에 한 신뢰 105.75±7.50 ,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도 

108.00±15.5 ,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100.75±23.00 , UIA 지식에 한 자신감

이 90.00±6.00 으로 나타나,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UIA 지

식에 한 자신감 수가 가장 낮았다(Table 7).

따라서 본 1단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거타당도, 신

뢰도가 모두 검증된 Revised KUIA-PW scale을 최종 한국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로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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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  Reliability of the KUIA-PW & Revised KUIA-PW Scale

Factors Item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Mean

±SD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Mean

±SD

Factor 1

(Psychological 

stability)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82

.78

.77

.77

.78

.80

.80

.85

.82 81.75±19.50 .72

.76

.71

.76

.73

.66

.68

.70

.91 94.00±11.25

Factor 2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No. 9

No. 10

No. 11

No. 12

No. 13

.89

.79

.80

.80

.80

.85 110.00±18.75 .70

.92

.87

.87

.89

.90 105.75±7.50

Factor 3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No. 14

No. 15

No. 16

No. 17

.75

.77

.72

.84

.82 112.50±16.00 .95

.93

.93

.94

.95 108.00±15.5

Factor 4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No. 18

No. 19

No. 20

No. 21

.70

.51

.56

.52

. 64 95.00±18.40 .72

.72

.75

.74

.78 100.75±23.00

Factor 5

(Confidence in UIA 

knowledge)

No. 22

No. 23

No. 24

No. 25

.90

.87

.90

.88

.92 84.25±28.25 .90

.88

.88

.91

.92 90.00±6.00

Total .87 96.70±20.18 .93 99.7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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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삶 의 질 향요인  탐색  매 개효과  검증

1 . 상 자 의 일 반  특성

상자는 총 166명으로 남자가 43명(25.9%), 여자가 123명(74.1%)으로 여성이 많

았으며, 평균 연령은 60.41세 다. 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35명(81.3%)이었고, 31

명(18.7%)의 상자가 배우자가 없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41.6%), 63.9%의 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91명(54.8%)이

었고, 가계수입은 월 300만원 이상의 상자가 81명(51.3%)이었다. 상자의 24.1%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 48명(28.9%), 9명(5.4%)의 상자가 재 음주와 흡

연을 지속하고 있었다(Tabl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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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6)

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

Gender
Male

Female

43

123

25.9

74.1

Age(years) <65 year 

≥65 year

60.41±9.39

107

59

64.5

35.5

Spouse
Yes

No

135

31

81.3

18.7

Religion
Yes

No

106

60

63.9

36.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57

69

40

34.3

41.6

24.1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 

≥3 million won 

80

86

48.2

51.3

Job
Yes

No

91

74

54.8

44.6

Family history of UIA
Yes

No

40

126

24.1

75.9

Current drinking
Yes

No

48

118

28.9

71.1

Current smoking
Yes

No

9

157

5.4

94.6

Private insurance
Yes

No

102

64

61.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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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 자 의 질병학  특성

비 열성 뇌동맥류 진단기간은 42.2%의 상자가 3년 이상이었고, 내경동맥

(Internal Carotid Artery; ICA)에 치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5.5%). 상자

의 76.5%가 1개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61.4%의 상자가 3.1～6.9 mm 크기

의 비 열성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다. 치료법으로는 코일 색 술(coiling)을 시행받

은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찰 인 경우가 28.3%,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을 시행받은 경우가 27.1%이었다. 71.1%의 상자가 재 

뇌동맥류와 함께 다른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반질환으로는 고 압, 고지

증, 당뇨 순으로 많았다(Tabl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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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6)

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comA = 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PcomA = 

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MCA = middle cerebral artery; ICA = internal carotid 

artery; ACA = anterior cerebral artery; PCA = posterior cerebral artery; PICA = posterior 

inferior cerebral arter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

Location of UIA
(Duplicate response)

AcomA
PcomA
MCA
ICA
ACA,PCA, PICA

25
22
37
59
23

15.1
13.3
22.3
35.5
13.9

Number of UIAs
(total 229)

1
≥2

127
39

76.5
23.5

Size of UIA ≤3 mm
3.1～6.9 mm
≥7 mm

43
102

21

25.9
61.4
12.6

Time from diagnosis ～ <1 year
1 year ～ <3 year
3 year ～

50
46
70

30.1
27.7
42.2

Treatment method Clipping
Coiling
Observation 

52
67
47

31.3
40.4
28.3

Complications after 
treatment Yes

No

(n=119)
3

116
1.8

69.9

Comorbidity
(Duplicate response)

Yes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Cardiac disorders
Cancer treatment in past
Others(psychiatric disorder, cancer 
treatment in past, prostate 
enlargement, gout, fatty liver. 
gallstone, etc)

No

118
83
14
26
15

5
20

48

71.1
50.0

8.4
15.7

9.0
3.0

12.0

28.9

Current medication Yes
No

127
39

76.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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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 자 의 사회 지 지 ,  신 체 증상 ,  우 울 ,  불안 ,  기 능상 태 ,  자 가 간 호  행  

사회  지지의 체 평균은 14.85±3.59 이었다. 각 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지지

는 평균 16.84±3.12 , 친구지지는 평균 14.96±3.40 , 의료진지지는 12.76±4.24 으로, 가

족지지 수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진지지 수가 가장 낮았다. 신체증상의 체 평균 

수는 1.90±1.34 으로, 피로, 수면장애, 안녕감, 식욕상실, 무력감 수가 평균보다 

높았다. 상자의 불안은 정상범 에 속하는 상자가 131명(78.9%)이었으며, 경증불

안은 21명(12.7%), 증도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4명(8.4%)이었다. 우울은 정상

범 에 속하는 상자가 123명(74.1%)이며, 경증 우울은 33명(19.9%)이었고, 증도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명(6.0%)이었다. 신체기능을 측정하는 mRS은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0∼6단계로 나 어진다. 환자에게 증상이  없는 0단계에 해당하는 

상자가 98명(59.0%)이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있지만 임상으로 의미있는 장애

가 없어, 이 에 해왔던 활동들은 그 로 수행할 수 있는 1단계에 68명(41.0%)의 상

자가 해당되었다.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GDS는 인지기능 정도에 따라 1∼7단계로 나

어진다. 주 으로 기억장애를 호소하지 않으며, 임상 면담에서도 기억장애가 나타

나지 않는 정상단계인 1단계에 120명(72.3%)의 상자가 해당되었고, 임상면담에서 기

억장애의 객 인 증거는 없으나 환자자신이 주 으로 기억장애를 주로 호소하는 

단계인 2단계에는 46명(27.7%)의 상자가 해당되었다(Table 9-1). 마지막으로, 자가

간호 행 는 평균 4.03±0.48 으로, 식이(3.52±0.76), 운동(3.78±1.20), 일상생활 주의사

항(4.01±0.66), 자가 압 측정(3.75±1.05)의 수가 평균보다 낮았다(Tabl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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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1 .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participants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0* = no symptom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1+= no cognitive 

disorders; 2+ =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4～20)

Friend support (4～20)

Medical person support

(doctors, nurses) (4～20)

Total

16.84±3.12

14.96±3.40

12.76±4.24

14.85±3.59

Distance to 

hospital available 

for emergencies 

(by car)

Within 30 minutes

30 minutes or more

83

83

50.0

50.0

Symptoms Physical 

symptoms
1. Pain (0～10)

2. Fatigue (0～10)

3. Nausea (0～10)

4. Depression (0～10)

5. Anxiety (0～10)

6. Drowsiness (0～10)

7. Dyspnea (0～10)

8. Sleep disturbance (0～10)

9. Loss of appetite (0～10)

10.Feeling of well-being

   (0～10)

Total

1.49±1.82

3.00±2.07

0.69±1.55

1.60±2.01

1.61±1.89

2.21±2.04

1.03±1.69

2.61±2.50

2.25±2.20

2.55±2.19

1.90±1.34

Anxiety Normal (0～7)

Mild anxiety (8～10)

Severe anxiety (11～21)

131

21

14

78.9

12.7

8.4

Depression Normal (0～7)

Mild depression (8～10)

Severe depression (11～21)

123

33

10

74.1

19.9

6.0

Function 

status
mRS

0*

1*

98

68

59.0

41.0

GDS
1+

2+

120

46

72.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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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2 .  Self-care behavior of the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n=166)

Categories Items N/M±SD

Medication 1. I regularly take my medications at  the right dosage 

and the right time.

2. I followed the precautions related to medication.

3. I was aware of the side effects of the drug and took it

4.37±0.76

4.23±0.78

3.78±0.99

Total (1∼5) 4.13±0.72

Diet 4. I avoid food that high in sodium.

5. I do not often eat foods high in cholesterol.

3.57±0.99

3.46±0.83

Total (1∼5) 3.52±0.76

No smoking 6. I do not smoke. 4.80±0.78

No drinking 7. I do not drink 4.28±1.14

Exercise 8. I exercise walking regularl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for at least 20 minutes.
3.78±1.20

Hospital visit 9. I always keep the date of the hospital visit. 4.86±0.54

Daily life 

precautions

  

10. I drink enough water (more than 1 liter).

11. I was aware of the recurrence of UIA and took 

precautions.

12. I was not exposed to cold or hot suddenly.

13. I get enough rest.

14. I don't go to a sauna.

3.96±1.01

4.13±0.97

4.01±0.95

3.96±0.97

4.00±1.18

Total (1∼5) 4.01±0.66

Self- blood 

pressure 

measurement

15. I measure blood pressure regularly. 3.75±1.05

Overall average score (1∼5) 4.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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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질병특이  삶 의 질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질병특이  삶의 질의 체 평균은 4.04±0.56 으로, 

‘심리  안정’ 역은 3.74±1.05 이었으며, ‘의료자원에 한 신뢰’ 역은 4.43±0.79 ,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 역은 4.43±0.72 , ‘자기 리에 한 정  인식’ 역

은 4.12±0.89 , ‘비 열성 뇌동맥류 지식에 한 신뢰도’ 역은 3.68±1.12으로, 의료자

원에 한 신뢰 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한 만족 역이 가장 높았으며, 비 열성 뇌

동맥류 지식에 한 신뢰도 역의 수가 가장 낮았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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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0 .  Disease-specific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n=166)

Categories Items M±SD

Psychological

stability

1. I am usually able to live my life without worrying 

too much about UIA.
3.67±1.08

2. find myself reacting sensitively to minute changes 

in my condition because of UIA.
3.63±1.04

3. I am constantly worried about if and when my 

UIA will actually rupture.
3.63±1.01

4. I have been mentally unstabl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3.67±1.05

5. I constantly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my UIA 

growing larger.
3.59±1.04

6. I am able to enjoy my life now as much as I did 

before being diagnosed with UIA.
3.92±1.07

7. The thought of UIA prevent me from going on an 

extended trip.
3.95±1.10

8. I am not so concerned about UIA because I have 

work or domestic duties.
3.84±1.04

Total (1～5) 3.74±1.05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9. I am able to address my UIA-related concerns to 

my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out hesitation.
4.20±0.97

10. I gain reassurance through regular outpatient 

follow-up. 
4.47±0.78

11. I feel I get sufficient advice from my physician 

and nurses when deciding on treatment options.
4.43±0.76

12. I feel secure knowing that I can count on my 

hospital in case of emergency.
4.46±0.81

13. I trust my physicians and nurses taking care of 

my UIA.
4.61±0.62

Total (1～5) 4.43±0.79



- 59 -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14. I feel my physician respects my opinion when 

deciding on treatment options.
4.47±0.67

15. I feel my family respects my opinion when 

deciding on treatment options.
4.49±0.72

16. My health professionals give me enough time to 

make my treatment decisions.
4.39±0.72

17. I am allowed to take as much time as I need to 

make my treatment decision.
4.38±0.80

Total (1～5) 4.43±0.72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18. I have been able to live a healthier lif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4.24±0.77

19. Being diagnosed with UIA made me review my 

lifestyle.
4.08±0.92

20. I keep a close watch on my blood pressur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3.93±0.94

21. I try to avoid things that may negatively affect 

my UIA (e.g., smoking, extreme fatigue, 

excessive drinking).

4.22±0.91

Total (1～5) 4.12±0.89

Confidence in 

UIA knowledge
22. I know what UIA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me.
3.73±1.10

23. I know about the pros and cons of each treatment 

option available to me.
3.54±1.20

24. I know what to watch out for in my daily life in 

relation to my UIA.
3.78±1.08

25. I have been able to gather all the information on 

UIA that I feel necessary.
3.70±1.08

Total (1～5) 3.68±1.12

Overall average score (25～125) 101.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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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반  특성 에  따 른 삶 의 질의 차이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교육정도, 경제상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경제상태가 좋은 그룹이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 수가 높았으며

(p=<.001), 교육 수 에서도 졸 이상의 그룹이 졸이하의 그룹보다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13)(Table 11-1).

Table 1 1 -1 .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KUIA-PW scale

N/M±SD p

Gender Male

Female

101.00±14.75

101.00±13.75
.998

Age(years) <65 year 

≥65 year

102.00±14.25

99.25±13.50
.248

Spouse Yes

No

101.75±14.25

77.25±12.75
.127

Religion Yes

No

101.00±14.25

101.00±13.50
.981

Education ≤Middle schoola

High schoolb

≥Collegec

97.00±13.00

102.00±14.25

105.00±13.75

. 0 1 3

(a<c)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 

≥3 million won 

96.75±13.25

105.00±13.50
<. 0 0 1

Job Worker

Housewife

100.75±14.50

101.50±13.50
.657

Family history of UIA Yes

No

99.75±14.00

101.5±14.00
.521

Current drinking Yes

No

100.75±14.00

101.00±14.00
.933

Current smoking Yes

No

97.25±15.00

101.25±14.00
.419

Private insurance Yes

No

100.75±14.25

101.75±14.00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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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병  특성 에  따 른 삶 의 질의 차이

질병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진단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1년～

3년 미만의 집단이 5년 이상의 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p=<.010). 이 밖에 다른 질

병  특성에서는 삶의 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1-2).

Table 1 1 -2 .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isease characteristics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KUIA-PW scale

N/M±SD p

Location of UIA

(Duplicate response)

AcomA

PcomA

MCA

ICA

ACA,PCA, PICA

98.00±12.50

101.50±11.25

100.00±14.00

102.50±15.00

101.75±14.00

.766

Number of UIAs

(total 229)

1

≥2

101.25±13.25

100.25±16.50
.719

Size of UIA ≤3 mm

3.1～6.9 mm

≥7 mm

98.75±15.75

102.75±13.00

96.25±13.75

.069

Time from diagnosis ～ <1 yeara

1 year ～ <3 yearb

3 year ～c

101.00±13.25

105.75±12.50

98.00±15.00

. 0 1 0

(b>c)

Treatment method Clipping

Coiling

Observation 

104.25±13.25

99.50±13.25

99.50±15.50

.121

Complications after 

treatment

Yes

No

94.00±0.00

102.25±13.50
.303

Comorbidity Yes 

No

100.75±14.25

101.75±13.75
.643

Current medication Yes

No

100.50±14.25

102.75±13.00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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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 자 의 사회 지 지 ,  신 체 증상 ,  우 울 ,  불안 ,  기 능상 태 ,  자 가 간 호  행 에  

따 른 삶 의 질의 차이

환경  특성에 따른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질병특이  삶의 질은 사회  

지지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회 지지 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증상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증상, 불안, 우울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

증상 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 불안정도가 정상인 집단에 비해 증도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우울 역시, 정상인 집단이 경증우울  증도 우울

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비해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기능상태의 경우에는 신체기능, 인지기능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기능 

단계가 임상학 으로  증상이 없는 ‘0’인 집단이 ‘1’인 집단보다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인지기능 단계가 정상인 ‘1’인 집단이 ‘2’인 집단에 비해 

역시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자가간호 행 에 따른 삶의 질은 자가간호 행 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의 

삶의 질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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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 .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anxiety,  depression,  functional status and self-care behavior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0* = no symptom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1+= no cognitive disorders; 2+ =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KUIA-PW scale

N/M±SD p

Social support Top 1/3 group (n=56)a

Middle 1/3 group (n=55)b

Sub 1/3 group (n=55)c

109.50±11.25

98.50±11.50

94.75±15.00

<. 0 0 1

(a>b>c)

Distance to hospital 

available for 

emergencies (by car)

Within 30 minutes

30 minutes or more
101.50±15.00

100.50±13.00
.679

Physical symptoms Top 1/3 group (n=56)a

Middle 1/3 group (n=55)b

Sub 1/3 group (n=55)c

94.00±11.75

101.50±14.75

107.50±11.75

<. 0 0 1

(a<b<c)

Anxiety normal (0～7)a

mild anxiety (8～10)b

severe anxiety (11～21)c

103.25±13.25

96.00±12.50

86.25±12.00

<. 0 0 1

(a>c)

Depression normal (0～7)a

mild depression (8～10)b

severe depression (11～21)c

104.50±12.75

93.50±13.25

84.00±11.00

<. 0 0 1

(a>b>c)

mRS 0*

1*

106.50±11.75

93.25±12.75
<. 0 0 1

GDS 1+

2+

103.25±14.25

94.50±11.50
<. 0 0 1

Self care behavior Top 1/3 group (n=56)a

Middle 1/3 group (n=55)b

Sub 1/3 group (n=55)c

109.50±10.75

100.50±13.75

93.00±12.50

<. 0 0 1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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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병특이  삶 의 질과  변수 들  간 의 계

상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은 경제상태, 교육정도, 사회 지지, 신체증상, 우울, 

불안, 신체기능, 인지기능, 자가간호 행 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

도(p=.003)가 높고, 경제상태(p<.001)가 좋을수록 삶의 질 수가 높았다. 신체증상, 우

울, 불안. 신체기능은 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행  수는 낮고, 삶의 질 수 역

시 낮게 측정되었다(p<.001). 사회 지지는 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행  수 높

았으며 삶의 질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삶의 질과 진단기간은 통

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확인되지 않았다(Table 13).



- 65 -

Table 1 3.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variables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variables
KUIA

-PW

Economic

status
Education

Time form

diagnosis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mRS GDS

Self-care

behavior

KUIA

-PW
1.0

Economic 

status
.297

(<. 0 0 1 )

1.0

Education .232

(. 0 0 3)

.572

(<. 0 0 1 )

1.0

Time form

diagnosis
-.069

(.379)

-.033

(.670)

.113

(.147)

1.0

Social 

support
.437

(<. 0 0 1 )

.046

(.559)

.082

(.296)

-.094

(.230)

1.0

Physical 

symptoms
-.465

(<. 0 0 1 )

-.098

(.209)

-.067

(.388)

-.026

(.744)

-.317

(<. 0 0 1 )

1.0

Depression -.562

(<. 0 0 1 )

-.075

(.339)

-.091

(.242)

-.039

(.615)

-.395

(<. 0 0 1 )

.692

(<. 0 0 1 )

1.0

Anxiety -.452

(<. 0 0 1 )

-.095

(.224)

-.142

(.067)

-.038

(.624)

-.216

(<. 0 0 1 )

.689

(<. 0 0 1 )

.710

(<. 0 0 1 )

1.0

mRS -.458

(<. 0 0 1 )

-.205

(. 0 0 8)

-.072

(.357)

-.037

(.635)

-.317

(<. 0 0 1 )

.518

(<. 0 0 1 )

.473

(<. 0 0 1 )

.413

(<. 0 0 1 )

1.0

GDS -.321

(<. 0 0 1 )

-.237

(. 0 0 2 )

-.273

(<. 0 0 1 )

-.063

(.417)

-.051

(.510)

.425

(<. 0 0 1 )

.332

(<. 0 0 1 )

.332

(<. 0 0 1 )

.447

(<. 0 0 1 )

1.0

Self-care

behavior
.410

(<. 0 0 1 )

.108

(.168)

-.075

(.340)

-.082

(.294)

.330

(<. 0 0 1 )

-.155

(. 0 47 )

-.203

(. 0 0 9 )

-.203

(. 0 0 9 )

-.230

(. 0 0 3)

-.045

(.56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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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특이  삶 의 질 향요인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독립변수로 성별과 연령  

삶의 질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인 경제상태, 교육정도, 진단기간, 사회

지지, 신체증상, 우울, 불안, 신체기능, 인지기능, 자가간호 행 를 선택하 다.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명목변수는 가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기 에 따라, 교육정도와 진단

시기는 가변수 처리하 다. 모형의 합성 검정은 각 변수들간의 잔차를 분석하는 

Durbin Watson 값으로 확인 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1.941으로서로 독립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이하로 다 공

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연구결과 상자의 질병특이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성별(p=.010), 경제상태(p=.032), 사회 지지(p=.037), 우울(p=.009) 자가간

호 행 (p<.001)로 확인되었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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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4.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Variables B SE  β t p VIF 

(상수) 2.593 .420 6.168 <.001

Gender
Female(ref)

Male 

-

.207

-

.079

-

.162

-

2.607

-

. 0 1 0

-

1.295

Age -.005 .004 -.090 -1.270 .206 1.685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ref)

≥3 million won

-

.174

-

.081

-

.156

-

2.165

-

. 0 32

-

1.730

Time 

from 

diagnosis 

～<1 year(ref)

1～3 year

3 year∼

-

.072

-.088

-

.085

.077

-

.057

-.078

-

.846

-1.135

-

.399

.258

-

1.536

1.558

Education

 

≤Middle school(ref)

High school

≥College

-

.040

.156

-

.084

.117

-

.035

.119

-

.473

1.325

-

.637

.187

-

1.836

2.689

Social support .111 .053 .139 2.103 . 0 37 1.448

Physical symptoms -.028 .037 -.067 -.757 .450 2.620

Depression -.040 .015 -.245 -2.653 . 0 0 9 2.850

Anxiety -.014 .013 -.091 -1.044 .298 2.546

mRS -.140 .082 -.123 -1.708 .090 1.732

GDS -.037 .080 -.032 -.462 .645 1.566

Self-care behavior .277 .074 .236 3.730 <. 0 0 1 1.341

R2=.547 , Adjusted R2=.505, F=13.047(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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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 자 가 간 호  행 의 매 개효과  분 석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 다(Table 15). 이를 해 다  회귀분석 결과 비 열성 뇌동맥

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요인인 성별, 경제상태, 우울

과 사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으며, 자가간호 행 를 매개변수로, 비 열성 뇌

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자

가간호 행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을 때, 성별(p<.105)과 경제

상태(p<.468)는 자가간호 행 에 유의한 향 요인임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 으로 두 

변수를 제외하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먼  1단계로 우울과 사회 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자가간호 

행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모형 F값이 13.422(p<.00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 역시 모

두 10이하로 모형의 독립변수들 간에는 심각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

다. 분석결과, 우울은 비표 화 계수의 값이 -.02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2.245이고 유의확률(p)이 0.026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우울이 1단  증가하면 자가간호 

행 가 0.024만큼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지지를 살펴보면, 비표 화 계수

의 값이 0.183으로, t값이 3.403이고 유의확률(p)이 0.001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지지가 1단  증가하면 자가간호 

행 가 0.183 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들의 상

 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β)를 통해서 볼 때, 자가간호 행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사회 지지(0.2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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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매개변수인 자가간호 행 를 회귀모형에서 제외하고, 우울과 사회  지

지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F값이 

47.869(p<.001)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이 합하게 나타났다. R2값은 0.370으

로 종속변수를 37.0%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보다 작아 독립변수

들 간에 다 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별 회귀계수들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의 경우 비표 화 계수의 값

이 -.074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814이고 유의확률(p)이 .<001

이므로 우울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에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이 1단  증가하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은 0.074만큼 감소하게 된다. 사회  지지의 비표 화 계수 

값은 0.204으로 나타났다. t값이 3.760이고 유의확률(p)이 .<001이므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지지가 1단  증가하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0.204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화 계수(β)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상  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우울이 

–0.461 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에 가장 큰 향력을 미

치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가간호 행 와 2개의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회귀하여 분석하 다. 삶의 질에 련하여 매개변수와 독립변수가 설명하

는 비율 R2의 값은 0.4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가간호 행 인 매개

변수와 2개(우울, 사회 지지)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한 총 분산의 41.6%를 설명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의 R2(0.370)의 값과 비교해 보면, 통

계  유의미성을 유지하면서 모형의 설명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회귀모형의 통계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F값은 38.531(p<.001)로, 최종 단계에

서 이용하고 있는 다 회귀모형 역시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 

역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분석결과에서 우울을 살펴보면, 비표 화 계수의 값이 -0.068

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330이고 유의확률(p)이 <.001이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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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이 1단  증가하

게 되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은 0.068 만큼 감소하게 된다. 사회 지

지의 비표 화 계수값은 0.154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지지가 1단  증가하면 비 열성 뇌

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이 0.154 만큼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인 자가간호 행 는 t값이 3.589, 유의확률(p)이 <.001으로 비 열성 뇌동

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5.  The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n=166)

* : p<.1, ** : p<.05, *** p<.01

Stage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F

1 Depression
Self-care 

behavior

-.024 .011 -.177 -2.245**

13.422***

Social support 1.83 .054 .269 3.403***

R2=.141, Adjusted R2=.131, F=13.422(p<.001)

2 Depression

QoL

-.074 .011 -.461 -6.814***

47.869***

Social support .204 .054 .254 3.760***

R2=.370, Adjusted R2=.362, F=47.869(p<.001)

3 Depression

QoL

-.068 .011 -.420 -6.330***

38.531***

Social support .154 .054 .192 2.839***

Self-care behavior .273 .076 .232 3.589***

R2=.416, Adjusted R2=.406, F=38.53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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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간호 행 의 매개효과 경로모형은 

Figure 6와 같다. 독립변수인 우울,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직 효과로 향을 미치

고,  매개변수인 자가간호 행 의 향에 따라 그 효과도 유의하게 도출되고 있다. 먼

 우울을 살펴보면, 우울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 효과는 

–0.461이 되고, 자가간호 행 를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 효과는 –0.041 

(-0.177*0.232)이므로, 총 인과  효과는 –0.502이 된다. 따라서 자가간호 행 는 우울

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지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 효과는 0.254가 되고, 자가간호 행 를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 효과는 

0.068 (0.269*0.254)이므로, 총 인과  효과는 0.322가 된다. 따라서 자가간호 행 는 

사회  지지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계에서 역시 부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요인들  삶의 질에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이며, 자가간호 

행 에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  지지이다. 한 매개변수인 자가간호 행

는 삶의 질에 양(+)의 향 계로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Figure 6.  Path model on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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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A. 도 구 번 안   타 당도 ,  신 뢰도  검증 

1단계 연구는 일본 자인 Fujishima-Hachiya와 Inou에 의해 개발된 UIA-PW 

scale을 한국인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에게 용하기 하여 한국어로 번안하고, 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원 

도구와 마찬가지로 5개 하 역을 갖는 총 25문항의 한국어  도구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KUIA-PW scale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질병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도구와는 다르게 환자들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신·사회  측면이 강조되

고 있다. 원 도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도구 역시 과도한 불안과 공포 없이 환자들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심리  안정(Psychological Stability)’ 역

에서, 일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인 SF-12의 ‘정신건강 역(Mental 

Component Summery; MCS)’과 가장 높은 상 계를 보 다. 한 원 도구와 한국

어  도구의 Cronbach’s alpha 역시 모두 0.8 이상으로, 내 일 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최종 으로 번안된 한국어  측정도구와 원 도구 간의 동등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을 토 로 도구가 개발되었고 이미 요인구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탐색  요인분석보다는 확인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합하기에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Harrington, 

2009). 그러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음 개발된 KUIA-PW scale에서 요

인 재값이 0.4이하인 문항들이 나타났다. 구성타당도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

상  개념이 실제로 도구를 통해 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구개

발 연구에 있어 매우 요한 부분이다(Lee, 2012).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

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떨어트리며 향후 연구 결과의 분석과 비교시 객 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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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가 어렵다(Le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 을 최소화 하고

자, 1차 개발된 도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요인 재값이 낮은 4문항을 심으로 

KUIA-PW scale을 수정·보완하 다. 이는 일본 자가 어로 발표한 UIA-PW scale

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원 도구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하는 문항들이 있었다고 

단된다. 를 들어, 9번 문항에 해당하는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고민을 의

사와 간호사에게 주 없이 말할 수 있다’ 문항에서 한국인 환자들은 종합병원 의료진

들의 경우 외래진료 시간에 무 바쁘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도 ‘주 없이’ 물어보기

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 다. 한, 18번 문항에 속하는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

단받은 이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에서, 이 문항의 의미는 뇌동맥류를 진단 받은 

이후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냐를 묻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한국인 환

자들은 뇌동맥류를 새롭게 진단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외국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무엇보다도 도구를 직  사용할 상자들의 지 능력, 감정상태 뿐 아니라 문화  

합성 부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지은구 & 김민주, 2015)

수정·보완된 KUIA-PW scale은 첫 번째 개발된 도구에 비해, 일반  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SF-12와의 상 계가 모두 향상되었으며, 요인 재값 역

시 모든 항목에서 0.4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의 Cronbach’s alpha 한 0.9이상으

로 도구의 내 일 성 역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정·보완된 

KUIA-PW scale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진 측정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 최종 으로 개발된 KUIA-PWscale은 실무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재  치료결과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 가

능할 것이며, 향후 횡문화 (cross-cultural) 연구를 통해 학문 교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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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삶 의 질 향요인  탐색  매 개효과  검증 

2단계 연구는 1단계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KUIA-PW scale을 사용

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에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가간

호 행 의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일반  

건강 련 삶의 질이 아닌, 질병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 다. 질병특이  삶의 질은 

일반  건강 련 삶의 질과는 다르게,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뇌동맥류를 가지

고 살아가면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심리  안정, 의사결정 과정에 한 신뢰  

자가간호 등에 집 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Fujishima-Hachiya & Inou, 2012). 

실제, 일반  건강 련 삶의 질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

의 질 향요인을 분석해보면, 교육정도, 신체증상, 신체 기능상태와 같이 주로 신체

기능과 련된 부분들이 삶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다(부록 6). 그러나 이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향요인과는 다

른 결과 다(Fujishima, 2010; Fuhishima-Hachiya & Inoue, 2010). 이에 반해, 질병특

이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요인을 

분석해보면, 우울, 사회 지지, 자가간호와 같이 실제로 환자들이 삶에서 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정신·사회  요인들이 향요인으로 확인었다. 한 뇌졸  환자와는 다

르게 신체 ·인지  기능상태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주은솔 & 방요순, 

2018), 이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 열되기 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부분

이고, 부분의 환자들이 열되기 에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하게 떨어지고, 환자들이 치료 이후 신체 , 인지  

기능 하를 경험하는 경우 역시 매우 기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비 열

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일반  건강 련 삶

의 질이 아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병의 특성을 반 한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인자는 성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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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태, 우울, 사회 지지, 자가간호 행 으며, 다섯 개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50.5%

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질이 낮았고, 경제상태가 높은경우 삶의 질이 더 높

았다. 이런 결과는 뇌졸  환자나 다른 만성질환 환자를 상으로 이루어진 삶의 질 

련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 다(박인숙, 송라윤, 안숙희, 소희 , 김 리, & 주경옥, 

2008). 비 열성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호르몬 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에게 유병률

이 2배 정도 높으며(배학근 등, 2010),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 환자가 3

배 가까이 많았다. 성별을 분류하여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 지지, 자가간호 행  

등의 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불안(남성: 3.88±2.88 , 여

성:5.52±3.80, p=.011)과 신체증상 수(남성:1.55±1.23, 여성:2.02±1.36, p=.043)가 유의

하게 높았다. 그러므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에는, 여성 환자들의 불안과 신

체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 하에 많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울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에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Yamashiro et al., 2007, Haug et al, 2009; Su et al, 2014; 

Li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역시 우울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다. 166명의 환자들  43명의 상자가 임상 으

로 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의 우울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증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삶의 질이 확연하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우울은 많은 질환

에 있어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이민재 & 이선민, 2015), 뇌졸  

환자의 경우에도 우울은 모든 것이 귀찮고 무가치하게 생각되어 의욕을 상실하게 되

며, 재활동기를 하시키고 나아가 직업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을 하시

켰다(이민재 & 이선민, 2015). 그러므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에도 실무에서 

우울의 정도를 지속 으로 사정하고, 도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에는 뇌동맥류 치료와 함께 우울에 한 극  재 역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권혜경과 이숙자(2017)는 뇌졸  환자에게 주 1회, 60분씩, 10주에 걸쳐 환자

교육, 우울 방  리와 련된 ‘ 화기반 간호 재 로그램’을 용하 다. 화기

반 간호 재 로그램은 뇌졸  환자의 재활의지를 향상시켰으며 우울 역시 효과 으

로 감소시켰다. 이민재와 이선민(2015) 역시 뇌졸  환자에게 주 3회, 30분씩, 8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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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퍼즐, 큐 , 자동차 조정 등과 같은 보드게임을 용하여, 뇌졸  노인의 사회  

상호작용, 성취감, 자신감, 능동  참여, 역할 회복능력을 회복하여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성공 인 재활을 이끌었다. 

사회  지지는 본 연구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으로 새

롭게 규명된 요인이었다.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경험에 한 질 연구에서도 

가족을 비롯한 의료진의 극  지지는 환자들의 삶에 정 인 향을 주는 요인이

었으며(Fujishima-Hachiya & Inoue, 2012), 지속 인 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

자에게도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e & Shim, 2011; 

Ruy, Kim, & Na, 2018). 사회  지지는 뇌졸  환자의 재활동기를 높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기능상태를 향상시키므로 건강 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정희경& 문

성미, 2017). 본 연구에서도 역시 가족, 친구, 의료진과의 신뢰와 친 감은 환자의 자

가간호 행 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었다. 특히, 뇌졸  환자

의 재활의지를 높이기 해서는 가족, 친구, 의료진의 총체 인  근이 강조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16.84±3.12)과 친구(14.96±3.40)의 사회 지지에 비해, 의료인

지지(12.76±4.24) 수가 낮았다. 그러므로 의료인 지지를 강화하기 한 방법들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장경오(2013)는 뇌졸  환자와 보호자를 상으로 자조 리 교실

을 운 하 는데, 자조 리 교실은 환자의 질병 련 지식과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친 도를 높이고, 가족지지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가간호 행  역시 본 연구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향요인으로 새롭게 규명된 요인이었다. 특히, 자가간호 행 는 고 압 당뇨와 같은 

선행질환의 리와 함께 뇌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재발 방지를 해 가장 

요한 요인  하나이다(Prabhakaran, & Chong, 2014). 자가간호 행 는 치료 이후, 환

자에게 개별화된 환자역할 행 를 하게 함으로써 재발과 합병증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질병경과에 따른 불안감, 좌 감, 신체활동 제한, 직장복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수 있다(김순희 & 이선희, 2014). 비 열성 뇌동맥류 역시 뇌  

질환으로, 재발  열의 험성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기본 생활습 을 바꾸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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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호 행 를 통해 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지속 으로 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자가간호 행 는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

에, 우울  사회  지지와 삶의 질의 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졸  환자의 우울과 사회  지지가 자가간호 행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류세앙, 김화 , & 나은하, 2018). 그러므로 비 열성 뇌동맥

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  지지를 강화

함과 동시에 자가간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  용이 요하다고 

단된다. 정정인(2016)은 상동맥질환자에게 건강상태 평가, 교육 로그램, 운동 로

그램, 개별상담, 퇴원 후 화 상담 등이 포함된 ‘병원-가정 연계 자가 리 로그램’

을 운 하 는데, 이는 상자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가간호 행 를 증가시켜 환

자의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자가간호 행   ‘투약’, ‘운동’, 

‘규칙 인 병원 방문’, ‘일상생활 주의사항’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부록 7-2). 특히, 환자들은 뇌동맥류를 진단 받은 순간부터 열의 험성에 노출

되며, 치료 이후에도 역시 열  재발방지를 해 압조 을 비롯한 일상생활 

리가 요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일상생활 시 주의사항에 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역시 큰 것으

로 나타났다(Fuhishima, & Inoue, 2010) . 따라서 뇌동맥류 진단시부터 환자들의 자가

간호 행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이고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입원 시부터 퇴원 이후 3개월까지 일 일 맞춤교육을 받은 뇌졸  환

자들은 퇴원 후 뇌졸 에 한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건강행 의 이행도 역시 높았

다(이 훈 등, 2016). 조혜령(2015)의 연구에서도 역시 집단교육  개별 화상담을 

받은 고 압 환자들의 자가간호 행 가 효과 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

히, 두 선행연구에서는 체계 인 환자교육의 요성 뿐 아니라 교육간호사, 문간호

사와 같은 문화된 간호인력을 활용하여 상자에게 지속 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조혜령, 2015; 이 훈, 2016). 그러므로 비 열성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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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류 환자의 교육을 극 화 시키기 해서는 문간호인력에 의한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의료기 에서 편의추출된 비 열성 뇌동맥

류 환자를 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 이 있다. 그러

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환자들의 자가간호 행

를 자가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여 측정하 기 때문에 향후 환자들의 자가간호 행 를 

객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C. 연 구 의 의의

본 연구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과 향요인을 악하기 

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 열성 뇌동맥류 환

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 도구는 임상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한 객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향후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에 한 지속 인 연구  이론개발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2차 연구

를 통해 ‘사회 지지’와 ‘자가간호 행 ’가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 요

인임을 새롭게 규명해냈으며, 우울, 사회  지지와 삶의 질 계에서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써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략

을 제시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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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본 연구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측정도구인 UIA-PW 

scale이 국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에게 용 가능한지 검증하기 하여 시행되

었다. 국외에서 개발된 UIA-PW scale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5개 하부 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타당도와 내  

일 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KUIA-PW scale은 국내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

병특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 인 도구로써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2단계 연구는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질병특이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우울  사회  지지와 삶의 질의 계에서 자가간호 행 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

써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재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자가간호 행 는 우울, 사회  지지와 삶의 질과의 

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 열성 뇌

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자가간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로

그램의 개발  용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상에서 비 열성 뇌

동맥류 환자들의 우울 정도를 지속 으로 사정하고 조 해 나가는 것 역시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의료인들 역시 환자들에게 더 극 인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KUIA-PW scale을 사용하여 임상에서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비 열성 뇌동맥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한 자가간호 증진 로그

램의 개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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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 상 자  동 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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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상 자  설문 지

※ 다 음  문 항 을  읽으 신  후  해 당란 에  V표시  해 주 시 기  바 라 며 ,  ‘ 기 타 ’ 란 에 는  구 체

으 로  기 록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1 .  귀하 의 연 령 은 ?    만______세

2 .  귀하 의 성 별 은 ?   □ ① 남자         □ ② 여자

3.  귀하 의 종교 는 ?

□ ① 기독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종교 없음        □ ⑤ 기타 ________

4.  귀하 의 최종 학 력 은 ?

□ ① 무학            □ ② 졸            □ ③ 졸          □ ④ 고졸 

□ ⑤ 문 졸        □ ⑥ 졸            □ ⑦ 학원 이상 

□ ⑧ 기타 (서당 등)______________

5.  귀하 의 결혼  상 태 는 ?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별거 

□ ⑤ 사별            □ ⑥ 기타 _________

6.  귀하 는  재  구 의 도 움 을  가 장  많 이  받 습 니 까 ? ( 복 선 택 가 능)

□ ① 배우자          □ ② 부모           □ ③ 자녀          □ ④ 형제, 자매 

□ ⑤ 며느리          □ ⑥ 기타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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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귀하 는  직 업 을  가 지 고  있 습 니 까 ?

□ ①  _______________(직업의 종류)        □ ② 아니오(→7-1번 문항으로 가세

요)

7 -1 .  7 번  문 항 에  ②  ‘ 아 니 오 ’ 로  응 답 하 신  분 만  표시 해  주 세 요

직 업 이  없 는  이 유 가  비 열 성  뇌 동 맥 류 와  련 이  있 습 니 까 ?

□ ① (→7-2번 문항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7 -2 .  7 -1 번  문 항 에  ①  ‘ ’ 로  응 답 하 신  분 만  표시 해  주 세 요

직 업 이  없 는  이 유 가  비 열 성  뇌 동 맥 류 와  련 이  있 었 다 면  이 유 를  표시 해  주 세 요

□ ① 신체 으로 힘들어서              □ ② 재발에 한 불안감으로  

□ ③ 치료 이후 합병증으로 인해서      □ ④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해서 

□ ⑤ 기타(                                 )

8.  월  평 균  가 구  소 득은  어 느  정 도  입 니 까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3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500만원 미만       □ ④ 500만원 이상             □ ⑤ 없음

9 .  비 열 성  뇌 동 맥 류 를  치 료 하 는 데  보 장 이  가 능한  실 손보 험 을  가 지 고  있 습 니 까 ?

□ ①                           □ ② 아니오

1 0 .  비 열 성  뇌 동 맥 류 를  치 료 받 기  해  어 느  지 역 에 서  오 셨 는 지  기 록 해  주 세 요.

 ( 시 : 서울 마포구,  구, 구 수성구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 .  응 상 황 시  방문 할  의료 기 까 지 의 거 리 는  자 동 차로  얼 마 의 시 간 이  소 요되 는

지  기 록 해  주 세 요.   (               )시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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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가 족 이 나  친 척 에  비 열 성  뇌 동 맥 류 를  가 지 고  있 는  사람 이  있 습 니 까 ?

□ ⓪ 없음         □ ① 배우자             □ ② 부모                      

□ ③ 자녀         □ ④ 형제, 자매         □ ⑤ 기타 __________         

1 3.  재  비 열 성  뇌 동 맥 류  이 외 에  치 료 를  받 고  계 신  질병이  있 습 니 까 ?

□  없음        □ ① 고 압      □ ② 당뇨      □ ③ 심증       

□ ④ 심근경색    □ ⑤ 우울증      □ ⑥암         □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  

1 4.  흡 연 을  하 십니 까 ?

□  흡연한  없음        □ ① 재흡연(하루_______갑, _______ 년동안)     

□ ② 과거흡연했으나 연  

1 5.  음 주 를  하 십니 까 ?

□   마시지 않는다        

□ ① 마신다 (종류________, 평균 주______회, 하루_______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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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가  재  가 지 고  있 는  신 체 ,  정 신  증상 들 을  자 신 의 질환 이 나  

건 강상 태 에  향을  많 이   수  있 습 니 다 .  다 음  을  읽고  지 난  2 4시 간  동 안  

당신 이  느 낀  증상 을  가 장  잘  나 타 낸 숫자 에  동 그 라 미  하 십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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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상 태 는  자 신 의 질환 이 나  상 태 에  향을  많 이   수  있 습 니 다 .  다 음  을  

읽고  자 신 의 상 태 를  가 장  잘  나 타 낸다 고  생 각 되 는  문 항 을  골라  V표 하 십시 오 .

1 .  나 는  긴장 감 는  “정 신  고 통 ”을  느 낀 다 .

ⓞ  아니다  ① 가끔 그 다  ② 자주 그 다  ③ 거의 그 다

2 .  나 는  즐 겨오 던  것 들 을  재 도  즐 기 고  있 다 .

ⓞ 같이 즐긴다  ①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② 단지 조 만 즐긴다 ③ 거의 즐기지 못한다

3.  나 는  무 언 가  무 서 운  일 이  일 어 날  것  같 은  느 낌 이  든 다 .

ⓞ  아니다   ① 조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② 있지만 그 게 나쁘지는 않다  ③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4.  나 는  사물을  정 으 로  보 고  잘  웃 는 다 .

ⓞ 나는 항상 그 다  ① 재는 그다지 그 지 않다

② 거의 그 지 않다  ③  아니다

5.  마 음  속 에  걱 정 스 러 운  생 각 이  든 다 .

ⓞ 거의 그 지 않다 ① 가끔 그 다 ② 자주 그 다 ③ 항상 그 다

6.  나 는  기 분 이  좋 다 .

ⓞ 항상 그 다 ① 자주 그 다 ② 가끔 그 다 ③  그 지 않다

7 .  나 는  편 하 게  긴장 을  풀  수  있 다 .

ⓞ 항상 그 다   ① 부분 그 다

② 부분 그 지 않다   ③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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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 는  기 력 이  떨 어 진  것  같 다 .

ⓞ  아니다 ① 가끔 그 다  ② 자주 그 다 ③ 거의 항상 그 다

9 .  나 는  조 하 고  두 렵 다 .

ⓞ  아니다  ① 가끔 그 다  ② 자주 그 다  ③ 거의 항상 그 다

1 0 .  나 는  나 의 외 모 에  심 을  잃었 다 .

ⓞ 여 히 심이 있다   ① 과 같지는 않다

② 이 보다 확실히 심이 다   ③ 확실히 잃었다

1 1 .  나 는  가 만 히  있 지  못 하 고  안 부 한 다 .

ⓞ  그 지 않다  ① 가끔 그 다  ② 자주 그 다  ③ 매우 그 다

1 2 .  나 는  일 들 을  즐 거 운  마 음 으 로  기 한 다 .

ⓞ 내가 에 그랬던 것처럼 그 다  ① 보다 조  덜 그 다

② 보다 확실히 덜 그 다   ③  그 지 않다

1 3.  나 는  갑 자 기  당황 스 럽 고  두 려 움 을  느 낀 다 .

ⓞ  그 지 않다   ① 가끔 그 다

② 꽤 자주 그 다   ③ 거의 항상 그 다

1 4.  나 는  좋 은  책  는  라 디 오 ,  텔 비 을  즐 길  수  있 다 .

ⓞ 자주 즐긴다   ① 가끔 즐긴다

② 거의 못 즐긴다   ③  못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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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은  귀하 가  인 지 하 고  있 는  사회  도 움  정 도 를  측정 하 기  한  문 항 들 입 니

다 .  자 신 의 상 황 과  가 장  일 치 한 다 고  생 각 되 는  곳에  √표 해 주 십시 오 .

증 상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다

항 상

그 다

1. 내 주 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특별한 사람(의사. 간호사)이 있다.

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   

  특별한 사람(의사, 간호사)이 있다.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  

  정으로 노력한다.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  도움과 지  

  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로해  특별  

  한 사람(의사, 간호사)이 있다.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  

  정으로 노력한다.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  

  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해 가족들과 이야  

  기를 나룰 수 있다.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  친구  

  들이 있다.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특별한 사람(의사, 간호사)이 있다.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12. 나는 나의 문제에 하여 친구들과 이야  

  기를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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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은  귀하 가  비 열 성  뇌 동 맥 류 의 재 발   합 병증을  방하 기  해  스 스 로  

실 천 하 고  있 는  자 가 간 호  수 행정 도 를  알 아 보 기  한  문 항 들 입 니 다 .  해 당란 에  ‘ V’  

로  표시 하 여  주 십시 오 .

항 목

매 우

잘 한 다

(5)

비 교

잘 한 다

(4)

보 통

이 다

(3)

거 의

못 한 다

(2 )

못 한 다

(1 )

1.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의 약을 규칙 으

로 복용한다.

2. 약물복용과 련된 주의사항을 잘 지켰다.

3. 약물부작용을 알고 복용하 다.

4. 젓갈류, 장아 , 된장, 고추장, 인스턴트 식품  

  을 피하고 먹었다.

5. 계란 노른자, 새우, 오징어, 생선알, 굴 등 콜  

  스테롤이 많음 음식은 자주 먹지 않았다.

6.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7. 술을 마시지 않았다.

8. 충분한 물(1000cc 이상)을 먹었다.

9. 나는 최소한 주 3회, 1회에 20분 이상 규칙   

  으로 걷기 운동을 하 다.

10. 병원 방문 날짜를 항상 지켰다

11. 뇌동맥류 재발 증상을 알고 주의하 다.

12. 추 나 더 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았다.

13. 충분한 휴식을 취하 다.

14.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가지 않는다.

15. 압을 규칙 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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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은  비 열 성  뇌 동 맥 류 가  여 러 분 의 일 상 생 활 에  어 떤  향을  주 는 지 를  측정

하 는  문 항 들 입 니 다 .  귀하 의 상 황 과  가 장  일 치 하 는  칸에  ‘ V’  로  표시 하 여  주 십시 오 .

항 목 그 지  

않 다

거 의 

그 지

않 다

가 끔

그 다

자 주

그 다

항 상

그 다

1. 나는 평소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과도  

  한 걱정없이 생활하고 있다.

2.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 때문에 작은 컨디  

  션 변화에도 민감해진다.

3.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가 실제로 열될  

  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

4.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이후  

  부터 정신 으로 불안정했다.

5.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가 더 커질까  끊  

  임없이 걱정하고 있다.

6.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 받기    

  만큼 재의 삶을 즐길 수 있다.

7.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해 생각하면 장기  

  여행을 가기가 어렵다.

8. 나는 직장 는 집안일을 하면서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

9.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고민을 의  

  사와 간호사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10. 나는 정기 인 외래 진료를 통해 안심이  

  된다.

11. 나는 치료방법을 결정할때 의사와 간호사  

  에게 충분한 조언을 받았다고 느낀다.

12. 나는 응  상황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안심이 된다.

13.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해 주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신뢰한다.

14. 나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때 의사가 내 의  

  견을 존 한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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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에  응 해 주 셔서  감사합 니 다 .

빠 진  항 목이  없 는 지  다 시 한 번  검토 부 탁드 립 니 다 .

15. 나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때 가족들이 내  

   의견을 존 한다고 느낀다.

16. 의사와 간호사는 내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다.

17. 나는 치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8.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이후  

   더 건강해지도록 생활하고 있다.

19.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으면서 내 생  

   활 방식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20.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 받은 이  

   후 주의깊게 압을 찰하고 있다.

21.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에 나쁜 향을   

   주는 행동들을 피하기 해 노력한다.

   (  ; 흡연, 과도한 피로, 과음 등)

22. 나는 나에게 가능한 비 열성 뇌동맥류   

   치료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3. 나는 나에게 가능한 치료방법의 좋은 과  

   나쁜 에 해 알고 있다.

24. 나는 비 열성 뇌동맥류와 련하여 일상  

   생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  

   다.

25. 나는 나에게 필요한 비 열성 뇌동맥류에  

   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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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증례기 록 서 (Case Report Form)

Serial no.

과 제 명 :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삶 의질 련 요인

상 자  번 호  :

상 자  이 니 셜 :

동 의 취 득

  상자는 본 임상시험 참가에 앞서 서면 동의하 습니까?

     □                      □ 아니오

     서면 동의일 |___|___| / |___|___| / |___|___| yy/mm/dd

[Eligibility screening]

선 정  기 (Inclusion Criteria)

1. 만 20세 이상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치료없이 

외래에서 경과 찰 인 자
Yes □, No □

2. 만 20세 이상으로 비 열성 뇌동맥류 진단  치료 후 추

찰을 해 외래를 방문하거나, 치료를 해 입원 인 자 

(① 진단 직후 ② 치료 후 퇴원  ③ 외래 FU 환자 모두 포함)

Yes □, No □

3.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  설문에 응답이 가능한 자 Yes □, No □

4.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자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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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기 (Exclusion Criteria)

상 자  선 정 기   제 외 기 에  한  평 가  결과  이  지 원 자 는  임 상 시 험 에  참 여 할  

수  있 습 니 까 ?      □         □ 아 니 오

1.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  설문에 응답이 불가능

한 자
Yes □, No □

2. Modified Charlson comorbidity index*의 가 치 2이상에 해

당하는 증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자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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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MR( 자 의무 기 록 ) 측정 자 료

1. 뇌동맥류 치 (                                     )

2. 뇌동맥류 크기 (           )mm

3. 뇌동맥류 개수 (           )개

4. 뇌동맥류 진단시기 (       )년  (       )월 (       )일

5. 뇌동맥류 치료시기 (       )년  (       )월 (       )일

6. 치료방법
① Clipping (    ) ② Coiling(      )

③ 기타 (                          ) 

7. 치료후 환자실 입원기간 (       )개월 (       )일

8. 총 입원기간 (       )개월 (       )일

9. 치료 이후 합병증 ① 있다 (                ) ② 없다

10. 동반질환 유무 ① 있다 (                ) ② 없다

11. 재 복용 인 약물 ① 있다 (                )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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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 능상 태  측정 (의료 진 이  측정 )

 1 .  Modified Rankin Scale(MRS) - 신 체  기 능상 태

Grade Description

0 No symptom at all

1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able to carry

out all usual duties and activities

2
Slight disability: unable to carry out all previous activities but able 

to look after own affairs without assistance

3
Moderate disability: requiring some help, but 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4
Moderately severe disability: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and 

unable to attend to own bodily needs without assistance

5
Severe disability: bedridden, incontinent, and requiring constant 

nursing care and attention

6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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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 인 지  기 능상 태

Grade Description

1 =□
인 지 장 애  

없 음

임상 으로 정상. 주 으로 기억장애를 호소하지 않음. 임상면담에

서도 기억장애가 나타나지 않음

2 =□

매 우  

경 미 한  

인 지 장 애

건망증의 시기, 주 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장애를 주로 호소함

(1) 물건을 둔 곳을 잊음 (2) 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 이름 는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임상면담에서 기억장애의 객 인 증거는 없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문제 없음. 이러한 자신의 증상에 한 심을 

보임.

3=□
경 미 한  

인 지 장 애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기 단계. 그러나 숙련된 임상가의 자세

한 면담에 의해서만 객 인 기억장애가 드러남.

새로이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책을 읽어도 에 비하여 기억하는 내용이 을 수 있음. 

단어나 이름이 방 떠오르기 않는 것을 주 에서 알아차기리도 함. 

귀 품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잃어버린 이 있을 수 있음. 

낯선 곳에서 길을 일은 이 있을 수 있음. 

임상검사에서는 집 력의 감퇴가 보일 수 있음. 

직업이나 사회 생활에서 수행 능력이 감퇴함. 동료가 환자의 일 수행

능력이 떨어짐을 느낌.

환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음. 경하거나 증도의 불안증

이 동반될 수 있음. 재 상태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사

회  요구에 직면하면 불안증이 증가됨.

4=□
증증도 의 

인 지 장 애

후기 혼돈의 시기.

자세한 임상 면담 결과 분명한 인지장애. 

다음 역에서 분명한 장애가 있음. (1) 자신의 생활의 최근 사건과 

최근 시사 문제들을 잘 기억하기 못함 (2) 자신의 요한 과거사를 

잊기도 함 (3) 순차  빼기( ; 100-7, 93-7...)에서 집 력 장애가 

찰됨 (4) 혼자서 외출하는 것과 리에 지장이 있음

그러나 개 다음 역에서는 장애가 없음 (1) 시간이나 사람에 한 

지남력 (2) 잘 아는 사람과 낮선 사람을 구분하는 것 (3) 익숙한 길 

다니기

더 이상 복잡한 일을 효율 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음.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려고 함. 감정이 무디어지고 도 인 상황을 

피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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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증의 

인 지 장 애

기치매. 다름사람의 도움 덦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자신의 재 일상 생활과 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함(

를 들면, 집 주소나 화번호, 손자와 같은 가까운 친지의 이름 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움)

시간(날짜, 요일, 계  등)이나 장소에 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 

교육을 받은 사람이 40에서 4씩 는 20에서 2씩 거꾸로 빼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기도 함

이 단계의 환자들은 개 자신이나 타인에 한 주요한 정보는 간직

하고 있음. 지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개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도 

알고 있음.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한 옷을 선택하거나 옷을 입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를 들면 

신을 좌우 바꾸어 신음)

6=□
증의 

인 지 장 애

기 치매 환자가 으로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을 종종 잊

음.

최근의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함. 오래된 일은 일부 

기억하기도 하나 매우 피상 임. 일반 으로 주변상황, 년도, 계 을 

알지 못함. ‘1-10’ 는 거꾸로 ‘10-1’ 까지 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함( 를 들면 소변 실수가 있

음). 한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하나 때때로 익숙한 곳에 환자가기도 

함. 

낮과밤의 리듬이 자주 깨짐

그러나 거의 항상 자신의 이름은 기억함. 잘 아는 사람과 낮선사람을 

개 구분할 수 있음. 

성격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복이 심함; (1) 망상 인 행동(

를 들면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하다고 믿음, 주 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과 얘기함), (2) 강박  증상(

를 들면 단순히 바닥을 쓸어내는 행동을 반복함), (3) 불안증, 조,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이 나타남, (4) 무의지증, 즉 목  있는 행

동을 결정할 만큼 충분히 길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

의 상실임. 

7 =□

후 기  

의 

인 지 장 애

말기 치매. 

모든 언구 구사 능력이 상실됨. 흔히 말은 없고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냄. 

요실 이 있고 화장실 사용과 식사에도 도움이 필요함. 기본 인 정

신 운동 능력이 상실됨( 를 들면 걷기). 

뇌는 더 이상 신체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 않음. 반

인 피질성 는 국소  신경학  징후나 증상들이 자주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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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Modified Charlson comorbidity index components and weight

동 반질환 명  가 치 유 무 해 당상 병코 드 (국 제 상 병분 류 코 드 ,  ICD-1 0 )

Myocardial infarct 1 I21.x, I22.x, I25.2

Congestive heart 

failure
1

I09.9, I11.0, I13.0, I13.2, I25.5, I42.0, I42.5-I42.9, 

I43.x, I50.x, P29.0

Peripheral vascular 

disease
1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Cerebrovascular 

disease
1 G45.x, G46.x, H34.0, I60.x-I69.x

Dementia 1 F00.x-F03.x, F05.1, G30.x, G31.1

Chronic pulmonary 

disease
1

I27.8, I27.9, J40.x-J47.x, J60.x-J67.x, J68.4, 

J70.1

Connective tissue 

disease
1

M05.x, M06.x, M31.5, M32.x-M34.x, M35.1, 

M35.3, M36.0

Ulcer disease 1 K25.x-K28.x

Mild liver disease 1
B18.x, K70.0-K70.3, K70.9, K71.3-K71.5, K71.7, 

K73.x, K74.x, K76.0, K76.2-K76.4, K76.9, Z94.4

Diabetes without 

complication
1

E10.0, E10.1, E10.6, E10.8, E10.9, E11.1, E11.1, 

E11.6, E11.8, E11.9, E12.0, E13.1, E13.6, E13.8, 

E13.9, E14.0, E14.1, E14.6, E14.8, E14.9

Hypertension 1 I10.x, I11.x-I13.x, I15.x

Cardiac arrhythmia 1
I44.1-I44.3, I45.6, I45.9, I47.x-I49.x, R00.0, 

R00.8, T82.1, Z45.0, Z95.0

Thyroid disease 1 E00.x-E03.x, E89.0

Hemiplegia/paraplegia 2
G04.1, G11.4, G80.1, G80.2, G81.x, G82.x, 

G83.0-G83.4, G83.9

Moderate or severe 

renal disease
2

I12.0, I13.1, N03.2-N03.7, N05.2-N05.7, N18.x, 

N19.x, Z49.0-Z49.2, Z94.0, Z99.2

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tion
2

E10.2-E10.5, E10.7, E1102-E11.5, E11.7, 

E12.2-E12.5, E12.7, E13.2-E13.5, E14.2-E14.5, 

E14.7

Any tumor 2
C00.x-C26.x, C30.x-C34.x, C43.x, C45.x-C58.x, 

C60.x-C76.x, C97.x

Leukemia 2 C90.1, C90.3, C91.x, C90.0, C90.2

Lymphoma 2 C81.x-C85.x, C88.x, C96.x, C90.0, C90.2

Moderate or severe 

liver disease
3

I85.0, II85.9, I86.4, I98.2, K70.4, K71.1, K72.1, 

K72.9, K76.5-K76.7

Metastatic solid 

tumor
6 C77.x-C80.x

AIDS 6 B20.x-B22.x, B24.x

동 반질환  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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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SF-1 2 ) 향요인  분 석  자 료  

 

1 .  일 반  특성 에  따 른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의 차이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PCS
p

MCS
p

N/M±SD N/M±SD

Gender Male

Female

21.40±3.45

19.15±4.19
. 0 0 2

24.72±4.04

23.22±4.53
.056

Age(years) <65 year 

≥65 year

20.24±3.90

18.81±4.38
. 0 32

24.06±4.23

22.80±4.74
.080

Spouse Yes

No

19.93±4.10

18.87±4.15
.196

23.73±4.38

23.06±4.75
.451

Religion Yes

No

19.80±4.26

19.62±3.90
.782

23.52±4.74

23.77±3.90
.731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a

High schoolb

University graduate or abovec

17.96±3.79

20.41±3.72

21.10±4.44

<. 0 0 1

(a<b,c)

21.96±4.23

24.74±4.06

24.00±4.77

. 0 0 2

(a>b)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 

≥3 million won 

18.58±4.12

20.81±3.84
<. 0 0 1

22.94±4.38

24.23±4.44
.060

Job Worker

housewife

20.46±3.86

18.81±4.31
. 0 1 2

23.95±4.23

23.18±4.72
.271

Family history 

of UIA

Yes

No

18.33±3.92

20.18±4.97
. 0 1 3

22.05±4.60

24.10±4.30
. 0 1 0

Current 

drinking

Yes

No

20.81±3.77

19.30±4.19
. 0 31

24.38±4.31

23.30±4.48
.157

Current 

smoking

Yes

No

19.78±5.07

19.73±4.08
.975

24.11±3.48

23.58±4.50
.728

Private 

insurance

Yes

No

20.17±4.05

19.05±4.17
.088

24.01±4.17

22.97±4.8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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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병  특성 에  따 른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의 차이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PCS
p

MCS
p

N/M±SD N/M±SD

Loction of UIA

(Duplicate 

response)

AcomA

PcomA

MCA

ICA

ACA,PCA, PICA

20.04±3.34

19.23±4.39

18.95±4.39

20.36±3.79

19.57±4.12

.528

24.40±4.18

22.59±4.23

22.05±4.80

24.51±4.19

23.91±4.46

.059

Number of UIAs

(total 229)

1

≥2

19.84±4.07

19.38±4.32
.545

23.75±4.35

23.15±4.76
.467

Size of UIA ≤3 mm

3.1～6.9 mm

≥7 mm

19.30±4.44

20.17±3.91

18.52±4.32

.182

22.67±5.11

24.25±3.97

22.38±4.78

.058

Time from 

diagnosis

～ <1 yeara

1 year ～ <3 yearb

3 year ～c

19.00±4.14

20.89±3.46

19.50±4.39

.065

23.00±5.01

25.04±3.46

23.10±4.44

.062

Treatment method Clipping

Coiling

Observation 

20.00±4.25

19.40±3.94

19.91±4.28

.693

23.54±4.36

23.76±4.48

23.47±4.56

.936

Complications after 

treatment

Yes

No

20.00±3.46

19.82±4.12
.939

20.00±3.46

23.87±4.40
.134

Comorbidity Yes 

No

19.47±4.26

20.40±3.72
.188

23.65±4.35

23.50±4.71
.842

Current medication
Yes

No

19.54±4.03

20.38±3.72
.261

23.55±4.38

23.79±4.71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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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 경  특성 에  따 른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의 차이

 (n=166)

4.  증상 에  따 른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의 차이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PCS
p

MCS
p

N/M±SD N/M±SD

Social support Top 1/3 group (n=56)a

Middle 1/3 group (n=55)b

Sub 1/3 group (n=55)c

21.09±3.71

19.47±4.00

18.62±4.32

. 0 0 4

(a>c)

26.00±4.44

22.65±4.41

22.13±4.51

<.001

(a>b,c)

Distance to 

hospital available 

for emergencies 

(by car)

Within 30 minutes

30 minutes or more

19.93±3.85

19.54±4.39
.548

23.63±4.61

23.59±4.30
.9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PCS
p

MCS
p

N/M±SD N/M±SD

Physical 

symptoms

Top 1/3 group (n=56)a

Middle 1/3 group (n=55)b

Sub 1/3 group (n=55)c

16.84±3.35

20.27±3.88

22.15±3.24

<. 0 0 1

20.05±3.53

24.36±4.17

26.47±2.83

<. 0 0 1

Anxiety normal (0～7)a

mild anxiety (8～10)b

severe anxiety (11～21)c

20.53±3.86

17.52±3.08

15.57±4.38

<. 0 0 1

(a>b,c)

24.79±3.80

20.10±2.73

17.79±4.90

<. 0 0 1

(a>b,c)

Depression
normal (0～7)a

mild depression (8～10)b

severe depression 

(11～21)c

20.89±3.54

17.15±3.92

14.10±3.03

<. 0 0 1

(a>b>c)

25.11±3.55

20.21±3.59

13.60±3.53

<. 0 0 1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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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능상 태 에  따 른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의 차이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0* = no symptom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1+= no cognitive disorders; 2+ =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6.  자 가 간 호  행 에  따 른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의 차이  

(n=1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PCS
p

MCS
p

N/M±SD N/M±SD

mRS
0*

1*

21.56±3.15

17.10±3.94
<. 0 0 1

25.57±3.01

20.78±4.36
<. 0 0 1

GDS
1+

2+

20.98±3.46

16.48±3.93
<. 0 0 1

24.80±3.83

20.50±4.47
<. 0 0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F-12

PCS
p

MCS
p

N/M±SD N/M±SD

Self care behavior Top 1/3 group (n=56)a

Middle 1/3 group (n=55)b

Sub 1/3 group (n=55)c

21.09±3.71

19.47±3.99

18.62±4.32

. 0 0 4

(a>c)

26.00±3.36

22.65±4.41

22.13±4.50

<. 0 0 1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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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 반  건 강 련  삶 의 질에  향을  미 치 는  요인  

(종속 변수  :  SF-1 2 의 PCS)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Variables B SE β t p VIF 

(상수) 22.286 3.428 6.502 <.001

Gender Male(ref)

Female

-

-.013

-

.646

-

-.001

-

-.021

-

-984

-

1.730

Age .000 .031 .001 .001 .991 1.764

Job .075 .538 .009 .139 .889 1.626

Family history 1.101 .543 .115 2.027 .044 1.166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ref)

≥3 million won
.962 .590 .117 1.630 .105 1.878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ref)

High school

Uiversity graduate or above

-

.752

.963

-

618

.823

-

.090

.100

-

1.217

1.171

-

.225

.244

-

2.001

2.675

Drinking .772 .577 .085 1.338 .183 1.479

Social support .131 .365 .022 .360 .720 1.405

Physical symptoms -.367 .261 -.120 -1.406 .162 2.647

Depression -.418 .105 -.353 -3.986 <. 0 0 1 2.853

Anxiety -.030 0.95 -.026 -.312 .756 2.581

mRS -1.391 .569 -.171 -2.444 .016 1.785

GDS -1.560 .563 -.181 -2.770 .006 1.562

Self-care behavior -.447 .541 -.052 -.827 .410 1.437

R2 = .588 , Adjusted R2 = .547, F=14.29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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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  SF-1 2 의 MCS)

(n=166)

Variables B SE β t p VIF 

(상수) 28.281 3.320 8.518 <.001

Gender Male(ref)

Female

-

.122

-

.626

-

.012

-

.195

-

.845

-

1.730

Age -.038 .030 -.080 -1.279 .203 1.764

Job .812 .521 .094 1.560 .121 1.626

Family history .687 .526 .066 1.305 .194 1.166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ref)

≥3 million won

-

-.018

-

.572

-

-.002

-

-.032

-

.974

-

1.878

Education

 

≤Middle school(ref)

High school

≥College 

-

1.441

.443

-

.598

.797

-

.160

.043

-

2.409

.556

-

. 0 1 7

.579

-

2.001

2.675

Drinking .744 .559 .076 1.330 .185 1.479

Social support .651 .354 .103 1.842 .067 1.405

Physical symptoms -.640 .253 -.194 -2.530 . 0 1 2 2.647

Depression -.540 .102 -.422 -5.313 <. 0 0 1 2.853

Anxiety -.015 0.92 -.012 -.159 .874 2.581

mRS -1.247 .552 -.142 -2.260 . 0 2 5 1.785

GDS -1.126 .545 -.121 -2.065 .041 1.562

Self-care behavior -.581 .524 -.062 -1.108 .270 1.437

R2= .668 , Adjusted R2= .635, F=20.120(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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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1 > 자 가 간 호  행 와  질병특이  삶 의 질과 의 상 분 석   

variables
KUIA

-PW
Medication Diet

No 
smoking

No 
drinking

Exercise
Hospital 

visit
Daily life

precautions

Self-blood 
pressure 

measurement

KUIA
-PW

1.0

Medication . 350
(<. 0 0 1 )

1.0

Diet .128
(.101)

. 31 1
(<. 0 0 1 )

1.0

No smoking .104
(.184)

. 1 9 8
(. 0 0 1 )

.092
(.238)

1.0

No drinking .105
(.180)

. 2 41
(. 0 0 2 )

. 2 44
(. 0 0 2 )

. 430
(<. 0 0 1 )

1.0

Exercise . 31 9
(<. 0 0 1 )

. 2 2 5
(. 0 0 4)

.124
(.112)

. 1 7 2
(. 0 2 1 )

.111
(.155)

1.0

Hospital visit . 30 0
(<. 0 0 1 )

. 2 34
(. 0 0 2 )

.065
(.408)

. 0 33
(. 67 4)

-.046
(.560)

. 2 35
(. 0 0 2 )

1.0

Daily life
precautions

. 337
(<. 0 0 1 )

. 40 2
(<. 0 0 1 )

. 355
(<. 0 0 1 )

. 2 1 8
(. 0 0 5)

.115
(.142)

. 32 6
(<. 0 0 1 )

. 2 37
(. 0 0 2 )

1.0

Self-blood 
pressure 
measurement

. 1 7 3
(. 0 2 6)

. 2 31
(. 0 0 6)

. 1 83
(. 0 1 8)

.129
(.096)

-.003
(.967)

. 2 51
(. 0 0 1 )

. 2 1 7
(. 0 0 5)

. 37 9
(<. 0 0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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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2 > 자 가 간 호  행 와  질병특이  삶 의 질과 의 회 귀분 석

Variables B SE β t p VIF 

(상수) 1.695 .455 3.724 <.001

Medication .162 .063 .208 2.581 . 0 0 1 1.336

Diet -.028 .058 -.038 -.483 .630 1.250

No smoking -.018 .057 -.025 -.320 .749 1.300

No drinking .021 .040 .043 .527 .599 1.352

Exercise .085 .036 .182 2.384 . 0 1 8 1.193

Hospital visit .183 .078 .175 2.349 . 0 2 0 1.145

Daily life precautions .145 .072 .170 1.983 . 0 49 1.520

Self-blood pressure measurement -.005 .041 -009 -.123 .902 1.229

R2=.236 , Adjusted R2 =.197, F=6.06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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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 여 성  비 열 성  뇌 동 맥 류  환 자 의 삶 의 질 향요인

Variables B SE  β t p VIF 

(상수) 2.796 .391 7.152 <.001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ref)

≥3 million won

-

.251

-

.087

-

.225

-

2.877

-

. 0 0 5

-

1.663

Time 

from 

diagnosis 

～<1 year(ref)

1～3 year

3 year∼

-

.242

-.043

-

.092

.081

-

.191

-.038

-

2.626

-.525

-

. 0 1 0

.600

-

1.437

1.434

Education

 

≤Middle school(ref)

High school

≥College

-

.116

.029

-

.081

.126

-

.104

.019

-

1.429

.226

-

.156

.822

-

1429

1.954

Social support .060 .055 .079 1.089 .279 1.427

Physical symptoms -.018 .039 -.044 -.448 .655 2.589

Depression -.051 .016 -.328 -3.138 . 0 0 2 2.975

Anxiety -.009 .014 -.065 -699 .486 2.364

mRS -.046 .086 -.043 -.529 .598 1.774

GDS -.108 .083 -.101 -1.306 .194 1.636

Self-care behavior .266 .087 .211 3.069 . 0 0 3 1.289

R2=.596 , Adjusted R2=.552, F=13.50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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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Park, ha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Korean translation of the UIA-PW scale &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  

Step 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sease-specific scale to assess psychosocial 

well-being of patients living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KUIA-PW 

Scale). Methods:  The English version of the 25-item UIA-PW sca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using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Two neurosurgeons 

and four nurse practitioners provided content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f data from 130 patients was used to test construc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evaluated using the 12-Item Short Form Survey (SF-12) to assess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Results:  All items were rated as having satisfactory 

content validity. The CFA demonstrated adequacy in the five-domai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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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ed KUIA-PW scale: ‘psychological stability’,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and ‘confidence in UIA knowledge’. Goodness-of-fit indices 

showed an acceptable fit overall with the full model (χ2=582.56, p<0.001, GFI=0.72, 

NFI=0.80, TLI=0.83, CFI=0.89, RMSEA=0.09).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UIA-PW 

scale was good with a Cronbach's alpha=0.93, which ranged from 0.78 to 0.95.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KUIA-PW scale and the SF-12 was confirmed 

(p<0.001).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KUIA-PW scale i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of the quality of life in Korean 

patients with UIA.

Key words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Quality of life, Valid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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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loring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  Step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factors which may affect 

quality of life (QoL) and mediate effects of self-care behavior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UIA) using a Korean version of the 

disease-specific scale to assess psychosocial well-being (KUIA-PW scale). 

Methods:  In this study, 166 patients with UIA from general hospitals from July 

24 to September 18, 2019 were includ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symptoms’, ‘social 

support’, ‘functional status’, ‘self-care behavior’, ‘disease-specific QoL’ and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overall average of the disease-specific QoL of patients with UIA was 4.04±0.56 

score. The highest score was in the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4.43±0.79) and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4.43±0.72). The lowest score was 

in the ‘confidence in UIA knowledge’ (3.68±1.12).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QoL of patients with UIA were gender (β=0.16, p=0.010), economic status (β

=0.016, p=0.032), depression (β= -0.25, p=0.009), social support (β=0.14, p=0.037), 

and self-care behavior (β=0.24, p<0.001). The explanatory power of QoL was 

50.5% (adj R2=0.547, p<0.001). Self-care behavior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mediator betwee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Key words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Quality of life,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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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요약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Park, ha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An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UIA) is an excessive localized swelling 

of the cerebral artery‘ wall, which is usually asymptomatic before rupture. 

Therefore, in the 1970s and 1980s, more than 70% of the patients diagnosed with 

a ruptured aneurysm resulted in neurological symptoms such as mental change 

and paraplegia. However recently, due to the widespread use of CT and MRI, the 

number of patients diagnosed with UIA has increased annually (Brown & 

Broderick, 2014). The biggest problem in patients with UIA is the risk of rupture. 

In 50% of patients subarachnoid hemorrhage will occur and mortality rates due to 

rupture ranged from 32% to 67%. In addition, more than 30% of the patients live 

with severe disabilities, after rupture. Therefore, most patients with UIA complain 

of extreme anxiety and depression. The patients also have many concerns before 

treatment of UIA, as there is a risk of mortality (surgical clipping: 2.7%, Coil 

embolization: 0.2～1.0%) and complication (surgical clipping: 9.9% and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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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lization: 5.3～8.7%) from surgical clipping and coil embolization (Alshekhlee et 

al., 2010). Even after treatment, they are reported to experience rapid changes in 

their health and life, including fatigue, recurrence, changes in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return to work, and self-care behavior (Backes et al., 2015; 

Pala et al., 2018).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ay attention to the quality of life 

(QoL) for patients with UIA. 

In previous studies, the QoL in patients with UIA was shown to be lower 

than in healthy populations (Jang et al., 2012; Su et al., 2014). In particular, in the 

qualitative study of the disease experience of patients with UIA, anxiety,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QoL (Haug et al., 2009; Back et al., 2015; Pala et al., 2018). However, in all 

previous studies, the QoL of the patients with UIA was assessed with general 

health-related QoL tools such as Short Form-36 (SF-36), EQ-5D (Euro QOL 

questionnaire) and 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itute) (Haug et al., 2009; Jang et al., 2012; Back et al., 2015; Pala 

et al., 2018). Therefore, social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were not considered 

as part of QoL assessment.

The disease-specific scale for patients UIA (UIA-PW scale) was developed by 

Fujishima-Hachiya & Inoue in 2012 (Fujishima-Hachiya & Inoue, 2012). This 

UIA-PW scale is well reflected in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UIA. However, to date, there has been no study to evaluate a 

patient's QoL using the UIA-PW scal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QoL in patients 

with UIA using a disease-specific QoL scale,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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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rean translation of UIA-PW scale & Validate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  Stag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isease-specific scale to assess psychosocial well-being in 

patients living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UIA-PW Scale). 

Methods

1 .  Study design

This was methodolog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UIA-PW Scale. In the stage 2 study was descriptive 

surve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QoL in patients with UIA,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are behavior. 

2 .  Study Population

Patients with UIA over the age of 19 who had diagnosis of UIA at a tertiary 

hospital in South Korea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is study included patients 

who were followed without treatment, or who visited an outpatient clinic after 

UIA treatment. We excluded patients with history of cerebral hemorrhage, cerebral 

infarction, cancer, liver or kidney disease.

Based on a recommendation of five patients per item, a minimum of 125 

patients was required for this validation study (Tabachnick & Fidell, 2007). 

Therefore we collected data from 140 patients accounting for a 10% dropout rate,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irst and second KUIA-PW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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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128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validation of the first developed KUIA-PW 

scale and 130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validation of the second revised 

KUIA-PW scale.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participating hospital (4-2019-0093), and signe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each patient before the study.

3.  Measures

The English version UIA-PW scale was comprised of 25 items in five 

domains (Psychological stability,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and, 

Confidence in UIA knowledge). Each item has a Likert 5-point scale, and the 

score ranges from 25 to 125,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a higher QoL. At the 

time of scale development, Cronbach's alpha was .83.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evaluated using the Short Form-12 Health 

survey questionnaire (SF-12) to assess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The SF-12 

was comprised of 12 items in 8 areas, which includes physical functioning (PF), 

role physical (RP), body pain (BP), general health (GH), mental health (MH), role 

emotional (RE), social functioning (SF) and vitality (VT). The first four areas 

were classified as physical component scores (PCS), and the next four areas were 

classified as mental component scores (MCS). Each item was scored on the Likert 

scale ranging from 3 to 5 points,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a higher the QoL. 

Cronbach's alpha of the PCS was .89 and Cronbach's alpha of the MCS was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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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ogress

1 .  Translation 

After approval for the use of the UIA-PW scale by Fujishima-Hachiya & 

Inou, the English version of the 25 items UIA-PW sca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using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Vallerand, 1989). Firstly, two 

translators who are native speakers of Korean and fluent in English performed a 

translation from English into Korean independently. Second, back-translation of the 

KUIA-PW scale into English was done by a translator who was fluent in both 

English and Korean, and who was not familiar with the original scale. 

2 .  Content validity

Two neurosurgeons and four nurse practitioners validated the content. Each 

item was evaluated on a Likert 4 point scale ranging from 'very appropriate' (4 

points), 'suitable (3 points)', 'not appropriate' (2 points), and 'not at all' (1 point) 

and was calculated using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3.  Construct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to verify construct validity. 

4.  Criterion-related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evaluated using the 12 item Short Form Survey 

(SF-12) to assess general health and well-being. 

5.  Internal consistency

Internal consistenc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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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si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for construct validity and 

the Goodness-of-fit was evaluated by the goodness of fit index (GIF),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uwis Index (TLI), and Normed Fit Index 

(NFI), and the factor loading of each item was confirmed. 

The KUIA-PW was correlated to the SF-12 and evaluated for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the reliability of the KUIA-PW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coefficient.

Results

1 .  Study sample

Of the 140 volunteers, 128 were used to test the first developed KUIA-PW 

scale, and 130 were used to test the second revised KUIA-PW scale.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61.27±9.32 years, and more than 67% were under 65 

years old. In both groups, there were three times more women than men, and 

over 20% of the participants had a family history. In both groups, hypertension 

was the most common comorbidity, followed by hyperlipidemia and diabetes.

UIAs were most commonly located in the internal carotid artery (ICA) (31.1% 

and 32.1%), followed by the middle cerebral artery (MCA) (21.2%, 25.3%) , 

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AcomA) (18.5%, 17.3), and 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PcomA) (15.9%, 13.6%). In both groups, more than 70% of participants had 

only one UIA and more than 50% had a medium sized UIA. Of the two groups, 

40.4% and 35.2% were not treated, and 32.4% and 28.8% of the patients underwent 

coiling and, 27.2% and 36.0% of the patients underwent cl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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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tient’ demographics between the 

two group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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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N/M±SD % N/M±SD % p

Gender Male

Female

31

97

24.2

75.8

33

97

25.4

74.6

.828

Age(years)

<65 year 

≥65 year

62.07±9.80
76

52

89.4

40.6

60.47±8.84
88

42

67.7

32.3

.165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49

39

40

38.3

30.5

31.3

38

55

37

29.2

42.3

28.5

.148

Economic status <3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69

59

53.9

46.1

59

71

45.4

54.6

.690

Job Worker

Housewife

59

69

46.1

53.9

64

66

49.2

50.8

.614

Family history of 

UIA

Yes

No

33

95

25.0

74.2

30

100

23.1

76.9

.613

Comorbidity

(Duplicate 

response)

Yes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Cardiac disorders

Cancer treatment in past

Others (Psychiatric disorder, 

Thyroid disorders prostate 

enlargement, gout, fatty liver. 

gallstone, etc)

No

100
67

16

25

14

10

25

28

78.1
52.3

12.5

19.5

10.9

7.8

19.5

21.9

97
65

19

22

8

4

22

33

74.6
50.0

14.6

16.9

6.2

3.1

17.0

25.4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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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comA = 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PcomA = 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MCA = middle cerebral artery; ICA = internal carotid artery; ACA = anterior cerebral artery; PCA = posterior cerebral 

artery; PICA = posterior inferior cerebral artery

0* = no symptom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2* = slight disability

1+= no cognitive disorders, 2+ =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3+ = Mild cognitive impairment

Location of UIA

(Duplicate 

response)

AcomA

PcomA

MCA

ICA

ACA,PCA, PICA

28

24

32

47

20

18.5

15.9

21.2

31.1

13.2

28

22

41

52

19

17.3

13.6

25.3

32.1

11.7

.512

Number of UIAs 1

2～4

104

24

81.3

18.7

95

35

73.1

26.9

.118

Size of UIA ≤3 mm

3.1～6.9 mm

≥7 mm

42

65

21

32.8

50.8

16.4

48

68

14

36.9

52.3

10.8

.396

Time from 

diagnosis

～ <1 year

1 year ～ <3 year

3 year ～

50

33

45

39.0

25.8

35.2

46

41

43

35.4

31.5

33.1

.342

Treatment method

(Duplicate 

response)

Clipping

Coiling

Observation without treatment

37

44

55

27.2

32.4

40.4

50

40

49

36.0

28.8

35.2

.391

Modified Rankin 

Scale

0*

1*

2*

58

61

9

46.3

47.7

7.0

60

68

2

49.2

52.3

1.5

.088

Global 

Deterioration 

Scale

1+

2+

3+

64

58

6

50.0

45.3

4.7

64

65

1

49.2

50.0

0.8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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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Valid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UIA-PW scale

1 ) Content validity

As all items on the KUIA-PW scale received a score of 0.8 or higher on the 

content validity index (CVI), all 25 items were included without deletion. 

2 ) Construct validit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first 

developed KUIA-PW. A chi-square demonstrated a result of 555.57 (df=265, 

p<0.001). If a p-value is larger than 0.05, the Goodness-of-fit is generally 

interpreted as high. However, because it is very sensitive to the sample size, the 

larger the sample size, the chi-square result also increases. Therefore, even if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he model may not be inappropriate. In this 

study, we evaluated additional model fits, such as the Goodness of Fit Index 

(GFI), the Normed Fit Index (NFI), the Comparative Fit Index (CFI), and the 

Tucker-Luwis Index (TLI). As a result, the GFI was 0.75, the NFI was 0.74, the 

CFI was 0.84, and the TLI was 0.82. The GFI, NFI, CFI, and TLI should be at 

least 0.7 and above 0.9, which means that the model was good (Tatham, Hair, 

Anderson, & Black, 1998). Goodness-of-fit of this study was showed to be an 

acceptable fit overall with the full model.

Factor loading should be at least 0,40 and above 0.70 is considered good 

(Tatham, Hair, Anderson, & Black, 1998). However, as a result of evaluating 

factor loading for each item, factor loading was less than .40 in 4 items. Items 

with low factor loadings were ‘I am usually able to live my life without worrying 

too much about UIA’ (0.31) and ‘I am not so concerned about UIA because I have 

work or domestic duties’ (0.11) in the ‘Psychological stability' domain. In addition, 

‘I am able to address my UIA-related concerns to my healthcar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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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hesitation.’ (0.36) in the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domain, and ‘I 

have been able to live a healthier lif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0.36) in 

the ‘Positive perception of self-care management’ (Table 2). 

3) Criterion related validity

The KUIA-PW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F-12 with respect to 

the physical component summery (PCS) score and the mental component summery 

(MCS) score (PCS p<0.001, MCS p<0.001) (Table 3). 

4) Internal consistency

The Cronbach’s alpha was 0.87 for internal consistency of the first developed 

KUIA-PW scale. However, the Cronbach’s alpha of the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domain was 0.64, slightly lower than the other areas (Table 4). 

2 -2 .   Validation and reliability of the revised KUIA-PW scal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rst developed KUIA-PW scale, Content 

validity, Criterion related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was acceptable. 

However, there were 4 items (No. 1,8,9,18) with low factor loading in construct 

validity. We discussed this result with the original author. The original author 

suggested not to delete the four items from the original UIA-PW scale because 

there had low factor loadings, but content validity, criterion related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were acceptable. In addition, we found that due to cultural 

differences, Korean patients had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items in the four items with low factor loading. Therefore, we revised the 

KUIA-PW scale focusing on these four items to help patients clea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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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nstruct validity

Based on the first developed KUIA-PW scale, a second revised KUIA-PW 

scale was developed. The revised KUIA-PW scale was validated again for 

reliability by the 130 newly collected patients with UIA.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also conducted to validate the 

revised KUIA-PW scale. As a result, goodness-of-fit was better than the first 

time, and factor loading of each item was above 0.40 (Range=0.51～0.94) (Table 2).

2 ) Criterion related validity

Next, the revised UIA-PW scale was correlated with the SF-12, a general 

health-related QoL tool,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 score and the mental component summary (MCS) 

score of the SF-12 (PCS p<0.001, MCS p<0.001) (Table 3). 

3) Internal consistenc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revised KUIA-PW scale was very good. The 

total Cronbach’s alpha was 0.93 and Cronbach’s alpha of the sub-domains ranged 

from 0.78 to 0.9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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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Summar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UIA-PW & Revised KUIS-PW Scale

Factors Item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p 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p Standardized

estimate

Factor 1

(Psychological

stability)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1.00

2.35

2.69

2.60

2.41

1.56

1.91

0.36

-

.71

.79

.77

.72

.51

.60

.31

-

3.32

3.40

3.37

3.35

3.05

3.18

1.16

-

<.001

<.001

<.001

<.001

.002

.001

.247

. 31

.75

.89

.84

.80

.52

.61

. 1 1

1.00

1.02

0.92

0.98

1.07

0.92

0.86

0.96

-

.11

.11

.11

.12

.12

.11

.12

-

9.08

8.67

9.27

9.07

7.86

8.22

8.23

-

<.001

<.001

<.001

<.001

<.001

<.001

<.001

.75

.80

.76

.81

.80

.69

.72

.72

Factor 2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No. 9

No. 10

No. 11

No. 12

No. 13

1.00

1.65

1.98

1.99

1.82

-

.43

.49

.51

.45

-

3.84

4.03

3.95

4.08

-

<.001

<.001

<.001

<.001

. 36

.69

.86

.78

.92

1.00

1.11

1.24

1.09

1.05

-

.14

.14

.14

.13

-

8.20

8.63

7.96

8.23

-

<.001

<.001

<.001

<.001

.64

.85

.91

.82

.86

Factor 3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No. 14

No. 15

No. 16

No. 17

1.00

0.59

0.79

0.61

-

.72

.75

.10

-

8.29

10.44

5.99

-

<.001

<.001

<.001

.96

.62

.72

.49

1.00

0.95

1.01

1.01

-

.06

.06

.16

-

15.16

16.21

15.87

-

<.001

<.001

<.001

.87

.91

.94

.93

Factor 4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No. 18

No. 19

No. 20

No. 21

1.00

1.52

1.54

1.37

-

.44

.45

.41

-

3.46

3.39

3.35

-

<.001

<.001

<.001

.36

.70

.64

.61

1.00

0.91

0.62

0.70

-

.10

.11

.12

-

9.15

5.55

5.78

-

<.001

<.001

<.001

.82

.87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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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5

(Confidence in 

UIA knowledge)

No. 22

No. 23

No. 24

No. 25

1.00

1.05

0.91

0.96

-

.82

.82

.79

-

12.84

11.08

12.15

-

<.001

<.001

<.001

.84

.90

.82

.87

1.00

1.06

1.05

0.90

-

.08

.08

.08

-

13.60

12.80

10.98

-

<.001

<.001

<.001

.85

.91

.88

.80

Model fitness χ2=557.57, p<.001, GIF=.75, NFI=.74, TLI=.82, 

CFI=.75, RMSEA=.09 

χ2=582.56, p<.001, GIF=.72, NFI=.80, TLI=.83, 

CFI=.89, RMSE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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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KUIA-PW & Revised KUIA-PW Scale and 

SF-1 2

Categorie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SF-12 SF-12

PCS MCS PCS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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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logical 

stability
.578 (p<.001) .593 (p<.001) .600 (p<.001) .636 (p<.001)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270 (p=.002) .218 (p=.013) .476 (p<.001) .459 (p<.001)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275 (p<.002) .281 (p=.001) .323 (p<.001) .312 (p<.001)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008 (p=.929) .038 (p=.672) .286 (p=.001) .281 (p=.001)

Confidence in UIA 

knowledge
.126 (p=.155) .131 (p=.141) .394 (p<.001) .286 (p=.001)

Total Score .620 (p<.001) .455 (p<.001) .620 (p<.001) .6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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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iability of the KUIA-PW & Revised KUIA-PW Scale

Factors Items

First KUIA-PW (n=128) Revised KUIA-PW (n=130)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Mean

±SD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Mean

±SD

Factor 1

(Psychological 

stability)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82

.78

.77

.77

.78

.80

.80

.85

.82 81.75±19.50 .72

.76

.71

.76

.73

.66

.68

.70

.91 94.00±11.25

Factor 2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No. 9

No. 10

No. 11

No. 12

No. 13

.89

.79

.80

.80

.80

.85 110.00±18.75 .70

.92

.87

.87

.89

.90 105.75±7.50

Factor 3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No. 14

No. 15

No. 16

No. 17

.75

.77

.72

.84

.82 112.50±16.00 .95

.93

.93

.94

.95 108.00±15.5

Factor 4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No. 18

No. 19

No. 20

No. 21

.70

.51

.56

.52

. 64 95.00±18.40 .72

.72

.75

.74

.78 100.75±23.00

Factor 5

(Confidence in UIA 

knowledge)

No. 22

No. 23

No. 24

No. 25

.90

.87

.90

.88

.92 84.25±28.25 .90

.88

.88

.91

.92 90.00±6.00

Total .87 96.70±20.18 .93 99.70±12.65



- 137 -

Discussion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QoL of Korean patients with UIA, and to 

test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UIA-PW scale developed by Japanese 

authors Fujishima-Hachiya & Inou. The KUIA-PW scale is composed of 25 items 

with five sub-domains similar to the original UIA-PW scale.

The KUIA-PW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tool for measuring 

disease-specific QoL in patients with UIA, unlike general health-related tools for 

QoL, the emphasis is on the psychosocial aspects that patients consider important 

in living with UIA. As with the original QoL assessments,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assessing the patient's daily life without concern and fear on the 

KUIA-PW scale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Mental component summery 

(MCS)’ of the SF-12. In addition, both Cronbach ’s alpha of the original UIA-PW 

and the KUIA-PW scale were 0.8 or higher, indicating high internal consistency. 

Therefore, we established the equivalence between the original UIA-PW and 

KUIA-PW scale.

If the assessment was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and the factor structure 

was already established, it is appropriate to conducte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rather th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Therefore, in this 

stud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construct validity.  

(Harrington, 2009),  However, when the construct validity was evaluated in the 

first developed KUIA-PW scale, 4 out of 25 items (No. 1, 8, 9, 18) had a factor 

loading of 0.4 or less. Construct validity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development 

of the this assessment, because it evaluates measurement accuracy (Lee, 2012). 

Assessments for which the construct validity are not validated limit the 

extrapolation of the research which uses them,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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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data when analyzing and comparing results from future research (Lee, 

2012).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developed 

assessment, we revised four items with low factor loading on the KUIA-PW 

scale.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UIA-PW scale published in English by the 

Japanese author back to Korean, it is believed that the Korean UIA patients 

understood the questions differently than intended in the original assessment due 

to the different cultures. For example, In the question 9, ‘I am able to address my 

UIA-related concerns to my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out hesitation’, Korean 

patients said it was difficult to ask ‘hesitation’ about my UIA-related concerns 

because the medical staff were always very busy at the hospital. In question 18, 

when patients were asked to comment on how the following ststement related to 

themselves: ‘I have been able to live a healthier life since I was diagnosis with 

UIA'. However, most patients said they were not healthier than in the past 

because they were newly diagnosed with UIAs. Therefore, when translating the 

foreign assessment into Korean,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state as well as the 

cultural suitability of those who will use them directly should be considered (Jeun 

& Kim, 2015).

The revised KUIA-PW scale has increased all correlations with the SF-12, to 

assess general health-related QoL, and factor loadings of all items were also 

above 0.4. Cronbach's alpha was also above 0.9, which has been shown to 

improv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UIA-PW scale. Therefore, the revised 

KUIA-PW scale has proven to be a valid and reliable tool for measuring 

disease-specific QoL in patients with UIA.

The KUIA-PW scale can be used as a tool to objectively evaluate the 

intervention and treatment outcomes of patients with UIA in clinical practice. It 

can als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ademic exchange through cross-cultural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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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QoL of Korean patients with UIA, 

and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UIA-PW scale. The final 

KUIA-PW scale was composed of 25 items with five domains, and the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UIA-PW scale was verified. The KUIA-PW 

scale was confirmed as an objective tool for measuring disease-specific QoL in 

Korean patients with 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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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QoL & th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n self-care behavior ;  Stage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QoL of patients 

with UIA using the KUIA-PW scale,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n 

self-care behavior. 

Methods

1 .  Study design

This was a descriptive surve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QoL in patients 

with UIA,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n self-care behavior. 

2 .  Participants

Study participants were patients with UIA over the age of 19 who diagnosed 

UIA at a tertiary hospital in South Korea. This study included patients who were 

followed without treatment, or who visited outpatient clinics after UIA treatment. 

We excluded patients who had a history of cerebral hemorrhage, cerebral 

infarction, cancer, liver or kidney disease.

The number of subjects needed was calculated using G power. 3.1.9.2(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 minimum of 

147 subjects were required with a type I error of a = 0.05, and a power of 90%, 

the median effect size of 0.15, and the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10. 

Therefore, we collected data from each 170 patients considering accounting for the 

possibility of 10% dropout.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July 24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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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8, 201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91 question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about the subject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participating hospital (4-2019-0249), and signe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each patient before the study.

3.  Measures

1 )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General characteristics constituted 14 questions in the assessment concerning 

gender, age, alcohol, smoking, family history, comorbidity, occupation, economic 

and education.

2 )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The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in 11 questions including 

the location, size, number, past history, treatment method, and duration of 

treatment using digital medical records.

3) Symptoms

Physical symptoms were measured using the Edmonton Symptom Assessment 

(ESAS). The ESAS evaluates 10 items: pain, fatigue, nausea, depression, anxiety, 

drowsiness, loss of appetite, feeling of well-being, Dyspnea, and sleep disturbance. 

A score of 0 to 10 was possible, with a higher score indicated higher severity.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 Cronbach’s alpha was 0.88.

Anxiety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by the Korean-version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developed by Oh et al (1999). The HADS 

consisted of 14 questions. The score ranged from 0 to 21, with higher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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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ng higher anxiety and depression. In Oh et al., the Cronbach’s alpha for 

anxiety was 0.89 and the Cronbach’s alphat for depression was 0.86. 

4)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MPSS) developed by Zimet 

et al.(1988). The MMPSS consists of 4 family support questions, 4 friend support 

questions, and 4 medical person support questions. The score ranged from 4 to 20, 

with higher score indicating higher social support.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 

Cronbach’s alphat was 0.88.

5) Functional status

Physical function was measured by medical staff using a Modified Rankin 

Scale (mRS) developed by Rankin (1957). In Steps 0～6, the higher the level, the 

poorer the physical function.

Cognitive function was measured by medical staff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developed by Choi et al. In steps 1-7, a 

higher level indicates lower cognitive function.

6) Self-care behavior

The Self-care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self-care behavior assessment 

for stroke patients developed by Kang and Yoon (2005). The tools consisted of 15 

questions related to the following areas: 3 medications, 2 diets, 1 no smoking, 1 

no drinking, 1 exercise, 1 blood pressure measurement, 5 daily life precautions, 

and 1 hospital visit. The score ranges from 15 to 75 , a higher score, indicated 

better self-care behavior.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 Cronbach’s alphat was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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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uality of life

The QoL of patients with UIA was measured using the KUIA-PW scale 

developed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It consisted of 25 questions, including 5 

domains: ‘psychological stability’,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and 

‘confidence in UIA knowledge’. The score ranges from 25 to 100, with a higher 

score, indicating, a better QoL.  The Cronbach’s alphat for KUIA-PW was 0.93.

.

Data analysi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one-way ANOVA,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3.0 and AMOS 18.0 program.

Results

1 .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166, with 43 (25.9%) males and 123 

(74.1%) females. The mean age was 60.41 years. 135 (81.3%) subjects had a spouse. 

High school was the most common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41.6%), and 

63.9% of the subjects were religious. 24.1% of the subjects had a family history, and 

48 and 9 subjects, respectively, admitted drinking and smoking (Table 5).

2 .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diagnosis period of UIA was more than 3 years for 42.2% of subjects, and 

it was most frequently located in the internal carotid artery (ICA) (35.5%). 76.5%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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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had only one UIA, and 61.4% had a UIA of 3.1 to 6.9mm. 40.4% of subjects 

had coiling treatment and 28.3% were followed up without treatment. and 27.1% had 

clipping treatment (Table 6).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6)

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

Gender
Male

Female

43

123

25.9

74.1

Age(years) <65 year 

≥65 year

60.41±9.39

107

59

64.5

35.5

Spouse
Yes

No

135

31

81.3

18.7

Religion
Yes

No

106

60

63.9

36.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57

69

40

34.3

41.6

24.1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 

≥3 million won 

80

86

48.2

51.3

Job
Yes

No

91

74

54.8

44.6

Family history of UIA
Yes

No

40

126

24.1

75.9

Current drinking
Yes

No

48

118

28.9

71.1

Current smoking
Yes

No

9

157

5.4

94.6

Private insurance
Yes

No

102

64

61.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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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6)

UIA =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comA = anterior communication artery; PcomA = 

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MCA = middle cerebral artery; ICA = internal carotid 

artery; ACA = anterior cerebral artery; PCA = posterior cerebral artery; PICA = posterior 

inferior cerebral arter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

Loction of UIA
(Duplicate response)

AcomA
PcomA
MCA
ICA
ACA,PCA, PICA

25
22
37
59
23

15.1
13.3
22.3
35.5
13.9

Number of UIAs
(total 229)

1
≥2

127
39

76.5
23.5

Size of UIA ≤3 mm
3.1～6.9 mm
≥7 mm

43
102

21

25.9
61.4
12.6

Time from diagnosis ～ <1 year
1 year ～ <3 year
3 year ～

50
46
70

30.1
27.7
42.2

Treatment method Clipping
Coiling
Observation 

52
67
47

31.3
40.4
28.3

Complications after 
treatment

Yes
No

(n=119)
3

116
1.8

69.9

Comorbidity
(Duplicate response)

Yes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Cardiac disorders
CAncer treatment in past
Others(psychiatric disorder, cancer 
treatment in past, prostate 
enlargement, gout, fatty liver. 
gallstone, etc)

No

118
83
14
26
15

5
20

48

71.1
50.0

8.4
15.7

9.0
3.0

12.0

28.9

Current medication Yes
No

127
39

76.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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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anxiety,  depression,  functional status 

and self-care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The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functional status, and 

self-care behavior scores of the subjects are shown in Table 7.

The overall average of social support was 14.85±3.59 scores. In each area, family 

support was 16.84±3.12, friend support was 14.96±3.40, and medical person support 

was 12.76±4.24. The family support was highest and medical person support was the 

lowest. 

The overall average of physical symptoms was 1.90±1.34 scores, and fatigue, 

sleep disturbance, feeling of well-being, loss of appetite, and drowsiness scores were 

higher than average.

131 patients had a normal range of anxiety (78.9%), 21 patients had mild anxiety 

(12.7%), and 14 patients had severe anxiety (8.4%). 123 patients had a normal range 

of depression (74.1%), 33 patients had mild depression (19.9%), and 10 patients had 

severe depression (6.0%) (Table 7-1).

Self-care behavior averaged 4.03±0.48 scores, the scores of diet 3.52±0.7, exercise 

3.78±1.2, daily life precautions 4.01±0.66, and self-taken blood pressure measurements 

3.75±1.05 were lower than average (Tabl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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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1 .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participants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0* = no symptom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1+= no cognitive 

disorders; 2+ =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4～20)

Friend support (4～20)

Medical person support

(doctors, nurses) (4～20)

Total

16.84±3.12

14.96±3.40

12.76±4.24

14.85±3.59

Distance to 

hospital available 

for emergencies 

(by car)

Within 30 minutes

30 minutes or more

83

83

50.0

50.0

Symptoms Physical 

symptoms
1. Pain (0～10)

2. Fatigue (0～10)

3. Nausea (0～10)

4. Depression (0～10)

5. Anxiety (0～10)

6. Drowsiness (0～10)

7. Dyspnea (0～10)

8. Sleep disturbance (0～10)

9. Loss of appetite (0～10)

10.Feeling of well-being

   (0～10)

Total

1.49±1.82

3.00±2.07

0.69±1.55

1.60±2.01

1.61±1.89

2.21±2.04

1.03±1.69

2.61±2.50

2.25±2.20

2.55±2.19

1.90±1.34

Anxiety Normal (0～7)

Mild anxiety (8～10)

Severe anxiety (11～21)

131

21

14

78.9

12.7

8.4

Depression Normal (0～7)

Mild depression (8～10)

Severe depression (11～21)

123

33

10

74.1

19.9

6.0

Function 

status
mRS

0*

1*

98

68

59.0

41.0

GDS
1+

2+

120

46

72.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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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2 .  Self-care behavior of the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n=166)

Categories Items N/M±SD

Medication 1. I regularly take my medications at the right dosage  

and the right time.

2. I followed the precautions related to medication.

3. I was aware of the side effects of the drug and took it

4.37±0.76

4.23±0.78

3.78±0.99

Total (1∼5) 4.13±0.72

Diet 4. I avoid food that high in sodium.

5. I do not often eat foods high in cholesterol.

3.57±0.99

3.46±0.83

Total (1∼5) 3.52±0.76

No smoking 6. I do not smoke. 4.80±0.78

No drinking 7. I do not drink 4.28±1.14

Exercise 8. I exercise walking regularl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for at least 20 minutes.

3.78±1.20

Hospital visit 9. I always keep the date of the hospital visit. 4.86±0.54

Daily life 

precautions

10. I drink enough water (more than 1 liter).

11. I was aware of the recurrence of UIA and took 

precautions.

12. I was not exposed to cold or hot suddenly.

13. I get enough rest.

14. I don't go to a sauna.

3.96±1.01

4.13±0.97

4.01±0.95

3.96±0.97

4.00±1.18

Total (1∼5) 4.01±0.66

Self- blood 

pressure 

measurement

15. I measure blood pressure regularly. 3.75±1.05

Overall average score (1∼5) 4.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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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ease-specific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The overall disease-specific QoL for patients with UIA was 4.04±0.56 scores, 

‘Psychological stability’ was 3.74±1.05, and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was 

4.43±0.79.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was 4.43±0.72,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was 4.12±0.89, and ‘Confidence in UIA knowledge’ 

was 3.68±1.12.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and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the highest and ‘Confidence in UIA knowledge’ was 

the lowest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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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sease-specific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n=166)

Categories Items M±SD

Psychological

stability

1. I am usually able to live my life without worrying 

too much about UIA.

3.67±1.08

2. I find myself reacting sensitively to minute 

changes in my condition because of UIA.

3.63±1.04

3. I am constantly worried about if and when my 

UIA will actually rupture.

3.63±1.01

4. I have been mentally unstabl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3.67±1.05

5. I constantly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my 

UIA growing larger.

3.59±1.04

6. I am able to enjoy my life now as much as I did 

before being diagnosed with UIA.

3.92±1.07

7. The thought of UIA prevent me from going on an 

extended trip.

3.95±1.10

8. I am not so concerned about UIA because I have 

work or domestic duties.

3.84±1.04

Total (1～5) 3.74±1.05

Trust in 

healthcare 

resources

9. I am able to address my UIA-related concerns to 

my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out hesitation.

4.20±0.97

10. I gain reassurance through regular outpatient 

follow-up. 

4.47±0.78

11. I feel I get sufficient advice from my physician 

and nurses when deciding on treatment options.

4.43±0.76

12. I feel secure knowing that I can count on my 

hospital in case of emergency.

4.46±0.81

13. I trust my physicians and nurses taking care of 

my UIA.

4.61±0.62

Total (1～5) 4.4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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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14. I feel my physician respects my opinion when 

deciding on treatment options.

4.47±0.67

15. I feel my family respects my opinion when 

deciding on treatment options.

4.49±0.72

16. My health professionals give me enough time to 

make my treatment decisions.

4.39±0.72

17. I am allowed to take as much time as I need to 

make my treatment decision.

4.38±0.80

Total (1～5) 4.43±0.72

Positive 

perception of 

self-management

18. I have been able to live a healthier lif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4.24±0.77

19. Being diagnosed with UIA made me review my 

lifestyle.

4.08±0.92

20. I keep a close watch on my blood pressure since 

I was diagnosed with UIA.

3.93±0.94

21. I try to avoid things that may negatively affect 

my UIA (e.g., smoking, extreme fatigue, 

excessive drinking).

4.22±0.91

Total (1～5) 4.12±0.89

Confidence in 

UIA knowledge

22. I know what UIA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me.

3.73±1.10

23. I know about the pros and cons of each 

treatment option available to me.

3.54±1.20

24. I know what to watch out for in my daily life in 

relation to my UIA.

3.78±1.08

25. I have been able to gather all the information on 

UIA that I feel necessary.

3.70±1.08

Total (1～5) 3.68±1.12

Overall average score (25～125) 101.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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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variables

Disease-specific QoL was correlated with economic status, education,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physical function, cognitive 

function, and self-care behavior.

Higher educational level (p=0.003) and better economic status (p<0.001),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the QoL of patients with UIA.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function scores were 

higher while, self-care behavior were lower, and QoL were lower (p<0.001). 

Higher social support score, higher self-care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higher 

QoL (p<0.001).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QoL and time since diagnosis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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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specific quality of life and variables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variables
KUIA

-PW

Economic

status
Education

Time form

diagnosis

Social

support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mRS GDS

Self-care

behavior

KUIA

-PW
1.0

Economic 

status
.297

(<. 0 0 1 )

1.0

Education .232

(. 0 0 3)

.572

(<. 0 0 1 )

1.0

Time form

diagnosis
-.069

(.379)

-.033

(.670)

.113

(.147)

1.0

Social 

support
.437

(<. 0 0 1 )

.046

(.559)

.082

(.296)

-.094

(.230)

1.0

Physical 

symptoms
-.465

(<. 0 0 1 )

-.098

(.209)

-.067

(.388)

-.026

(.744)

-.317

(<. 0 0 1 )

1.0

Depression -.562

(<. 0 0 1 )

-.075

(.339)

-.091

(.242)

-.039

(.615)

-.395

(<. 0 0 1 )

.692

(<. 0 0 1 )

1.0

Anxiety -.452

(<. 0 0 1 )

-.095

(.224)

-.142

(.067)

-.038

(.624)

-.216

(<. 0 0 1 )

.689

(<. 0 0 1 )

.710

(<. 0 0 1 )

1.0

mRS -.458

(<. 0 0 1 )

-.205

(. 0 0 8)

-.072

(.357)

-.037

(.635)

-.317

(<. 0 0 1 )

.518

(<. 0 0 1 )

.473

(<. 0 0 1 )

.413

(<. 0 0 1 )

1.0

GDS -.321

(<. 0 0 1 )

-.237

(. 0 0 2 )

-.273

(<. 0 0 1 )

-.063

(.417)

-.051

(.510)

.425

(<. 0 0 1 )

.332

(<. 0 0 1 )

.332

(<. 0 0 1 )

.447

(<. 0 0 1 )

1.0

Self-care

behavior
.410

(<. 0 0 1 )

.108

(.168)

-.075

(.340)

-.082

(.294)

.330

(<. 0 0 1 )

-.155

(. 0 47 )

-.203

(. 0 0 9 )

-.203

(. 0 0 9 )

-.230

(. 0 0 3)

-.045

(.561)

1.0



- 154 -

6.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isease-specific QoL in patients with UIA. 

The factors affecting disease-specific QoL were identified as gender(p=0.010), 

economic status (p=0.032), social support (p=0.037), depression (p=0.009), and 

self-care behavior (p<0.001)(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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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0 .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UIA

(n=166)

 mRS = Modified Rankin Scale; GDS = Global Deterioration Scale

7 .  The results of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which 

mediated the effects of self-care behavior (Table 11).

Variables B SE  β t p VIF 

(상수) 2.593 .420 6.168 <.001

Gender Female(ref)

Male 

-

.207

-

.079

-

.162

-

2.607

-

. 0 1 0

-

1.295

Age -.005 .004 -.090 -1.270 .206 1.685

Economic 

status

<3 million won(ref)

≥3 million won

-

.174

-

.081

-

.156

-

2.165

-

. 0 32

-

1.730

Time 

from 

diagnosis 

～<1 year(ref)

1～3 year

3 year∼

-

.072

-.088

-

.085

.077

-

.057

-.078

-

.846

-1.135

-

.399

.258

-

1.536

1.558

Education

 

≤Middle school(ref)

High school

≥College

-

.040

.156

-

.084

.117

-

.035

.119

-

.473

1.325

-

.637

.187

-

1.836

2.689

Social support .111 .053 .139 2.103 . 0 37 1.448

Physical symptoms -.028 .037 -.067 -.757 .450 2.620

Depression -.040 .015 -.245 -2.653 . 0 0 9 2.850

Anxiety -.014 .013 -.091 -1.044 .298 2.546

mRS -.140 .082 -.123 -1.708 .090 1.732

GDS -.037 .080 -.032 -.462 .645 1.566

Self-care behavior .277 .074 .236 3.730 <. 0 0 1 1.341

R2=.547 , Adjusted R2=.505, F=13.047(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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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which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QoL of patients with UIA,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self-care behavior was a mediating factor, and QoL in patients with 

UIA was a dependent variables.

First,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self-care behavior were analyzed.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 of depression was  -0.024.  The t value was -2.245 and 

the p value was 0.026,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Therefore, if the depression of patients with UIA increases by one unit, the 

self-care behavior decreased by 0.024. Th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of social 

support was 0.183. The t value was 3.403 and the p value was 0.001. Therefore,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QoL. 

Thus, an increase of one unit of social support means that self-care behavior 

increases by 0.183. Also, since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of social support 

was 0.269, social suppor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self-care behavior.

In the second step, we analyzed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QoL, excluding the self-care behavior as a mediating factor from th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 of depression was 

-0.074. Since the t value was –6.814 and the p value was <0.001,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QoL of UIA 

patients. That is, if depression increased by one unit, QoL of UIA patients 

decreased by 0.074.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 of social support was 0.204. 

Since the t value was 3.760 and the p value was <0.001, it was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us, a one unit increase in social support 

would mean an increase of 0.204 QoL in UIA patients. And since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β) of depression was –0.461, depress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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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n the third step, we analyzed the effects of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on the QoL. The results showed that self-care behavior 

was a mediating factor and two independent variables (depression, social support) 

accounted for 41.6% of the QoL. Compared with the value of R2 (0.370) in the 

second regression analysis step,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improved. 

Table 1 1 .  Effects which mediated self-care behavior

(n=166)

* : p<.1, ** : p<.05, *** p<.01

Based on the these results, the effects mediating the path model of self-care 

behavior in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ure 2.

The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Stage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F

1 Depression
Self-care 

behavior

-.024 .011 -.177 -2.245**

13.422***

Social support 1.83 .054 .269 3.403***

R2=.141, Adjusted R2=.131, F=13.422(p<.001)

2 Depression

QoL

-.074 .011 -.461 -6.814***

47.869***

Social support .204 .054 .254 3.760***

R2=.370, Adjusted R2=.362, F=47.869(p<.001)

3 Depression

QoL

-.068 .011 -.420 -6.330***

38.531***

Social support .154 .054 .192 2.839***

Self-care behavior .273 .076 .232 3.589***

R2=.416, Adjusted R2=.406, F=38.53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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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oL and were self-care behavior was a mediating factor.

The 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QoL in patients with UIA was -0.461, and 

the indirect effect of self-care behavior on QoL was -0.041 (-0.177*0.232). The 

total effect was –0.502. Therefore, self-care behavior was demonstrated to 

partially mediate the interaction between depression and QoL in patients with UIA.

The 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QoL in patients with UIA was 0.254, 

and the indirect effect on QoL through self-care behavior was 0.068 (0.269*0.254), 

therefore, the total effect was 0.322. As such, self-care behavior also was deemed 

to a partially mediate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QoL in patients 

with UIA.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factor which affected QoL most was 

depression, and the factor which affected self-care behavior the most was social 

support.

 

Figure 2 .  Path model on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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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This study was aimed to demonstrate the factors affecting disease-specific 

QoL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care behavior in patients with UIA using the 

KUIA-PW scal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measured disease-specific QoL, but not 

general health-related QoL, in patients with UIA. Disease-specific QoL was 

measured by focusing on psychological stability, satisfa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self-management of patients with UIA 

(Fujishima-Hachiya & Inou, 2012).

In fact, using SF-12, a general health-related QoL tool,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QoL in patients with UIA, physical aspects such as physical symptoms 

and functional status affected their QoL (Appendix 6). However, these results 

differed from factors that patients with UIA valued in their lives (Fujishima, 2010; 

Fuhishima & Inoue, 2010).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sease-specific QoL tool 

was used to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QoL in patients with UIA, 

psychosoci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were 

identified as affecting factors in patients with UIA. However,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did not affect their QoL. Although most patients with UIA are 

asymptomatic before rupture, and most patients also decide on treat before rupture. 

For this reason,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s from treatment is significantly 

reduced, and very few experience physical or cognitive dysfunction after treatment. 

Therefore, in order to objectively evaluate QoL in patients with UIA, it was 

necessary to measure disease-specific QoL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unique circumstances.

The predictors of disease-specific QoL in patients with UIA were gender, 

economic statu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wit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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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ory power was 50.5%. 

Compared to men, QoL in women was as lower, and better economic 

conditions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QoL. These findings we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related to QoL in patients with stroke or other chronic diseases 

(Park et al, 2008). However, the prevalence of UIA in women is about twice as 

high as men because of differences in hormonal factors (Bae Hak-geun et al., 

2010). Female patients in this study were about three times more common than 

men. Female patients’ anxiety (male: 3.88±2.88, female: 5.52±3.80, p=.011) and 

physical symptoms (male: 1.55±1.23, female: 2.02±1.36, p=.043)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men. Therefore, in the instances of UIA,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oor QoL due to anxiety and physical symptoms in female patients.

Depression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of QoL in patients with UIA, which 

was also seen in a previous study (Yamashiro et al., 2007, Haug et al, 2009; Su et 

al, 2014; Li et al, 2017). In this study, depression was also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greatest impact on QoL in patients with UIA. Forty-three of 166 

patients received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patients with mild or worse 

de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QoL (p<0.001). Depress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QoL in many diseases. Even in stroke patients, 

depression is a serious comorbid factor, causing loss of rehabilitation motivation, it 

may also be difficult to return to work which can also affect the QoL (Lee & Lee, 

2015).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inuously assess the degree of depression in 

patients with UIA in a clinical setting, and patients with greater than moderate 

depression should be provided be treated with active interventions to reduce 

symptoms of depression. Kwon and Lee (2017) effectively reduced depression in 

stroke patients by applying ‘Movie-bas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related to 

patient education, depress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60 minutes per week 

over 10 week. Lee and Lee (2015) also administered a ‘Board gam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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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puzzles, cubes, or car coordination to stroke patients three times a week, 

for 30 minutes, lasting 8 weeks. This program also reduced depression in stroke 

patients and improved their QoL. 

Social support has been recently identified as a QoL factor in patients with 

UIA.  In a qualitative study on the disease experience of UIA, active support from 

the family and medical pers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atients' QoL 

(Fujishima & Inoue, 2012). Social support contributes to QoL improvement by 

increasing the reactivation and functional status of patients with stroke (Hee 

Kyung Kyung & Moon Sung Mi, 2017). In particular, the overall team approach of 

family, friend and medical person is thought to increase the rehabilitation 

motivation of patients with stroke. However, in this study, the social support of 

medical person (12.76±4.24) was lower than the social support of family 

(16.84±3.12) and friends (14.96±3.40). Therefore, ways to improve the social 

support from medical person is needed. Jang (2013) applied a ‘Self-help 

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with stroke. Self-help management programs 

not only improved patient’ knowledge and self-esteem, but also increased social 

support of medical person and family. 

Self-care behavior has also been recently identified as a disease-specific QoL 

factor in patients with UIA. In particular, self-care behavi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in patients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pre-existing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Prabhakaran, & Chong, 2014). Self-care behavior can help to prevent 

recurrence and complication after treatment and to improve health outcome, as 

well as to alleviate problems such as anxiety, frustration, limita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return to work due to disease progression (Kim & Lee, 2014). 

UIA is also a cerebrovascular disease, and self-care behaviors are important 

to alter lifestyles and reduce the risk of recurrence and ruptur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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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are behavior was a factor which directly affected QoL, and was also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oL. 

These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that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self-care behavior from a previous study in stroke patients (Kim, & Naha, 2018).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oL in patients with UIA,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apply self-care promotion programs which can reduce depression and 

strengthen social support. Jung (2016) provided a ‘Hospital-to-home self- 

management program’ that included a health assessment, education program, 

exercise program, individual counseling, post-discharge telephone counseling, and 

health counseling for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The program reduced 

depression in the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nd increased self-care 

behavior, positively affecting QoL. 

In addition, ‘medication’, ‘exercise', ‘hospital visit' and ‘daily life precautions' 

among the self-care behaviors of patients with UIA were found to affect QoL.  

Although daily life precautions is the most emphasized aspect of recurrence 

prevention of rupture in patients with UIA, Many patients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daily life precautions after treatment for UIA. Therefore, systematic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self-care behavior in patients 

with UIA are needed. In previous studies, stroke patients who received one-to-one 

personalized training from initial admission to three months after discharge 

improved a higher level of self-care behavior. (Lee, 2016).  In the study by Joe 

(2015),  self-care behavior of hypertensive patients who received group education 

and individual telephone counseling was improved. In particular, two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through 

specialized nurses such as nurse practitioners (CHO, 2015; Lee, 2016).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education in patients with UI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se of specialized nurses in a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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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the study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UIA from a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se results to other 

settings. In addition, as self-care behavior in patients was measur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a method to objectively measure self-care behavior in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studies.. 

However,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in Korea to assess disease-specific 

QoL and its impact factors in patients with UIA. Also, it was recently 

demonstrated that ‘social support' and ’self-care behavior' are factors QoL in 

patients with UIA.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strategy to improve 

QoL in patients with UIA by demonstr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are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oL.

Conclusion

The study evaluated the disease-specific QoL in patients with UIA and 

demonstrated that self-care behaviors could mediate the effect betwee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oL.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novel evidenc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QoL of patients with UIA.

This study found that self-care behavior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oL.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apply a self-care promotion program. In addition, 

continuous assessment and control of depression in patients with UIA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clinical, and medical personnel will also need to provide more 

support to their pati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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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e propose a study to evaluate the QoL and treatment outcome in 

patients with UIA using the KUIA-PW scale.

Second, we propose a study to develop and apply a self-care promotion 

program to improve QoL in patients with U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