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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를  

가진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 

 

 

본 서술적 조사연구의 목적은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LVAD])를 가진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LVAD 환자간호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

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Independent sample t-test, Paired sample t-test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Borich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LVAD 

환자관리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 120명(93.75%), 남성 8명

(6.25%)이며, 평균 연령은 31.58세(SD = 6.018, range 24-51)이다. 평균 

임상경력은 7.4년(SD = 5.651, range 1-29)이며, 심혈관 부서 평균 경력은 

5.18년(SD = 4.559, range 0.4-23)이다. 근무부서는 병동 65명(50.8%), 중

환자실 57명(44.5%)이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128명 중 119명(93%)이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127명(99.2%)으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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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LVAD 환자관리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과거 교육빈도는 

‘1년에 1회’가 70명(58.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2명(26.9%)이었다.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강의(n = 86, 67.7%)’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교육 방법도 ‘강의(n = 106, 89.1%)’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은 ‘원내교육(n = 112, 94.1%)’을 통해 LVAD 환자관리 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LVAD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나는 

LVAD 환자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즐긴다(2.21±0.945)'로 나타났으며, 가장 

동의 정도가 높은 항목은 '나는 항상 LVAD에 대해 더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4.20±0.854)'이다. 

 

2.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보유도(현재 능력수준)를 중요도(필요한 능력수준)보다 낮게 평가하

였으며, 이러한 항목별 보유도와 중요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aired sample t-test, p<.001). 보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기본

지식(3.50±0.62) ’ 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 수술 전후 관리(2.74±

0.73)’이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응급대처(4.55±0.59)’이다.   

Borich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최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할 교육 항목은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LVAD 금기증',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이다. 

차순위 교육 항목은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수술 전 환자 평가

(W/U)검사',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LVAD 알람 종류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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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근무부서별 교육요구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병동과 중환자

실에서 공통으로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이 최우선 교육 항목이었다. 

병동간호사의 경우, 공통 최우선 교육 항목 이외에 '퇴원교육', '수술 후 주의

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알람에 대한 대

처방법',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LVAD 알람 종류와 의미'가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중환자실에서는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이 추가 최우선 교육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LVAD 수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것

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

의 간호사는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으나, 추가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LVAD 환자 관련 응급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개발을 추후 교육프로그램의 우

선순위로 제안한다. 간호사의 근무부서별 특성, 교육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LVAD 환자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제공 방법의 다양화

를 통해 교육 기회를 늘리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LVAD, LVAD 환자관리, 교육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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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급성 심장질환(예: 심근경색)에 대

한 조기중재, 생존률 증가와 함께 심부전 환자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심부전

은 사망률과 합병증으로 인한 재입원율이 높아 의료비용 손실이 큰 질환이며

(Ambrosy et al., 2014),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wart et al., 2001).  

미국의 경우 연간 약 620만 명이 심부전 진단을 받고 있으며(CDC, 

2021), 20세 이상 성인 심부전 환자는 2009년~2012년 570만 명에서 2011

년~2014년 6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Benjamin et al., 2017). 국내 질병 소

분류(3단 상병)통계에 의하면, 연도별 심부전 환자 수는 2015년 12.1만 명

에서 2020년 14.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심부전으로 인한 보험자 부담금의 

총액은 2015년 약 684억 원에서 2020년 1,419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2013년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1.53%로 추정

되며, 2040년에는 3.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Lee et al., 2016).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증상관리

가 어려워지는 말기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Eisen, 2019; Metra et al., 

2019).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나 심장이식

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심부전에 대한 마지막 대안으로 알려져 있

다(Ponikowski et al., 2016). 심장이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이므

로, 기계로 심장 기능을 보조하여 심장이식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LVAD를 고려하게 된다(Stahovich et al., 2004; 최진호 & 전은석, 2008).  

기계 순환 보조 장치의 가교 역할을 통해 심장이식을 받은 수혜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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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기여 요인 중 LVAD 수

술의 증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Khush et al., 2019). LVAD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며, 기술과 보급 수준의 발달로 LVAD 수술

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Eisen, 2019).  

국내의 경우, 2012년 말기 심부전 환자 치료로 LVAD가 처음 적용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LVAD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었고, 적용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1). 보건의료빅테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내 LVAD 수술

의 연도별 환자 수는 2018년 1명, 2019년 60명, 2020년 57명이었다. 현재 

국내 LVAD 적용 건수는 소수이나, LVAD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예상된다. 

LVAD 수술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점차 다

양한 권역과 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도 새로운 업무에 대해 불안감을 경험한다(윤지영, 

2000). 따라서 LVAD와 같이 새로운 수술의 도입은 기존과 다른 간호 문제

를 직면하게 하고, 간호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전문 지식

과 기술의 부족은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개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정희, 2006). 병원의 조

직 구성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 인력은 병원 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

이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은 병원 경영

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손영의, 2006). 김선옥 (2016)은 병원이 우수한 인

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역량 수준과 근무부서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차별화된 실무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Brown (2002)에 의하면, 교육요구도 분석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

직의 문제를 확인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요청의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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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분석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효율

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Brown, 2002). 교육요구도 분석은 현재 상태

(what it is)와 바람직한 상태(what should be)의 차이, 우선순위(priorit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

해 필수적이다(조명희 & 이현우, 2016).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심도 

있는 교육요구도 분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박혜진 et al., 2016). 

최기원 (2021)에 의하면, 교육요구도는 간호 스트레스, 간호 태도, 간호 수행

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간호 영역에서 교육요구도 분석은 중요하다.  

국내 LVAD 관련 문헌 고찰 결과, LVAD 환자 치료 방법이나 LVAD 환자 

심장재활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특히 LVAD 환자관리에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연구나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 교육요구

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내 LVAD 수술이 도입되고 증가하는 시점

에서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VAD 환자관리에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와 우선순위 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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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확인하

여 LVAD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간호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항목을 

분석한다. 

 

4) 부서별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항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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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리 

1) 교육요구도 

(1) 이론적 정의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요구 정도를 말한다(국립국어

원, 202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교육요구도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LVAD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

구는 LVAD에 관한 기본지식, LVAD 수술 전후 관리, LVAD 환자관리,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LVAD 환자와 가족의 사회심리적 요구에 대한 사

정과 관리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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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와 간호사의 역할 

좌심실보조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는 좌심실에서 

혈액을 뽑아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기계로 심실의 부하를 줄이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며, 심실의 재형성을 유도하는 장치이다(Park & Cho, 2015). LVAD

는 1994년 HeartMate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 발전해 오고 있다. 

LVAD가 소형화되면서 수술 시 절개 부위는 줄어들었으며, 기계의 내구성이 

향상되면서 환자의 기대수명과 생존율은 증가하고 합병증과 사망률은 줄었다

(Boruah et al., 2019; Kadakia et al., 2016; Kirklin et al., 2017; Slaughter 

et al., 2009; Theochari et al., 2018). 다수의 연구에서 말기 심부전 환자의 

LVAD 치료 성과가 긍정적으로 보고되면서(Attisani et al., 2012; Rose et al., 

2001) LVAD는 심장이식 대기기간 동안 가교 역할 혹은 그 이식수술의 대안

으로 대두되고 있다.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LVAD 수술과 관

리는 심장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가 운영하는 심부

전 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Ponikowski et al., 2016). 

국내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 순환기 질환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

과 전문의, LVAD 모니터링 담당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갖추어야 

LVAD 치료술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내 LVAD 치료술의 적응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심장이식을 위한 가교 치

료(Bridge to Transplantation, BTT)로 시행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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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CMO, IABP와 같은 순환 보조 장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말기 심부전 환자가 심장이식이 불가능한 경우(Destination Therapy, DT)이

다(보건복지부, 2018).  

LVAD 적응증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전에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심사평가원의 심실보조장치 요양급여 심의위원회(VAD 위원회) 심의를 거

쳐 결정하게 된다. 이때 평가 자료로 LVAD 대상자의 임상자료와 의사 소견

서, 이식 후보자 등록 확인증, 심장통합 진료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제출서류 중 임상자료에는 대상자의 각 신체기관에 대한 병력과 수술 전 검사

로 시행하는 각종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심도자 검사, 운동기능 평가 결

과를 작성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 LVAD 환자들은 고령에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전 신체기능과 더불어 의사결정 능력

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선별이 필요하며, LVAD가 환자의 삶에 대한 가치

와 일치하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Allen, 2019).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역

할을 수행하게 되며, 수술 전후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생애말 치료에 관한 의

논이나 예상되는 합병증, 삶의 질에 대해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Ben Gal & Jaarsma, 2013). LVAD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부

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을 소개해 주는 역

할도 담당한다(Kostick et al., 2019).  

LVAD 환자간호는 순환계 간호 중에서도 복잡한 수준의 간호이며, LVAD 

수술 이후에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데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

하게 된다(Gibson et al., 2013). Ozdemir Koken et al. (2019)에 의하면 다학

제적 팀 접근이 필요한 LVAD 환자관리에서 간호사는 팀원으로서 합병증 모

니터링, 장비와 응급상황 관리, 드레싱 관리, 일상생활로의 복귀, 심장재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퇴원 교육과 같이 환자가 수술 후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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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준비도와 의사소통 능력은 LVAD 환자간호에서 중요하다 (Ozdemir 

Koken et al., 2019).  

홀로 생활하는 LVAD 환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를 고려할 때,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한 지지를 제

공하는 보호자의 존재는 중요하다(Bruce et al., 2017). 따라서 퇴원 후 

LVAD 환자의 돌봄을 담당할 주 보호자를 퇴원 교육에 포함시키고 이해 정도

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LVAD 전문간호사(혹은 코디네이터)와 임상간호

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LVAD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자가간호 

격려, 불안 표현 격려 등의 간호를 제공한다(Dillworth et al., 2019). 또한 

LVAD 환자 담당간호사는 직접 간호, 약물 투여, 상처 관리와 같은 업무에 책

임을 맡고 있으며, LVAD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 이해정도를 평가한다

(Widmar et al., 2014). 환자와 보호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LVAD의 작동, 유지, 문제 해결, 응급상황 시 대처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Slaughter et al., 2010). 

향후 LVAD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도 LVAD 환자를 직접 간호해야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ong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LVAD 환자 신체 사정, 환자 기능 평가,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디바이스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부작용 및 합병

증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Boruah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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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 교육  

간호사의 역량은 지식과 기술, 판단을 통합하여 특정한 역할을 적용하는 

능력이다(Campbell & Mackay, 2001). Casida et al(2019)의 연구에서 LVAD 

간호 역량은 임상현장에서 LVAD 환자관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전문적

인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역량은 임상적으로 악화되

는 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결여된 자신감은 적절한 중재제공을 어렵게 만든다(Crowe et al., 

2018). 따라서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LVAD의 원리, 모니터링 방법 및 

알람의 의미,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상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Chmielinski & Koons, 2017). LVAD 수술 후에는 순환 보조 장

치와 관련된 문제, 중증 심부전관련 생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

다. 수술 후 LVAD 환자관리의 간호 목표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수술 

초기에는 심장수술 또는 LVAD 삽입 관련 잠재적 합병증의 발생을 피하는 것

이며, 수술 후기의 목표는 LVAD가 안정화되어 심혈관 상태를 최적화하는 것

이다. 환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Low pump 

flow/output, 우심실부전(Right ventricular dysfunction), 심낭압전이 동반된 

출혈(Hemorrhage including pericardial tamponade), 부정맥(Cardiac 

dysrhythmias), 이차적 장기부전(Secondary organ dysfunction), 장비이상

(Device malfunction; mechanical failures, cable malfunctions), 펌프혈전

(Pump thrombosis), 감염(Infection), 위장관 출혈(GI bleeding), 뇌졸중

(Stroke), 대동맥 기능부전(Aortic insufficiency)과 같은 LVAD 수술 합병증

과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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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 O'Shea, 2012). LVAD 환자의 재입원율은 퇴원 이후 30일 이내 

27.3%, 6개월 내 62%이며, 출혈이 가장 큰 원인이다. 환자는 주로 흑색변, 

피로, 호흡곤란, 허약, 코피, 헤모글로빈의 저하를 보였다(Kaiser, 2019). 이

와 같이 간호사는 LVAD 환자의 간호목표를 이해하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LVAD에 대한 개념과 이해, 간

호 중재, 준비사항 등을 교육받은 간호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Bond et al., 2004). 

간호사의 역량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며, 임상경험과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Takase, 2013). Bond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LVAD 수술이 도입된 병원에서 시행한 간호사 교육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다년간 근무한 간호사들을 

선발하여 LVAD 치료의 적응증, 디바이스 구성품, 수술 후 혈역학, 장치 문제

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약물치료, 드레싱 변경 프로토콜, LVAD 치료

와 관련된 부작용, 장비관리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후 환자 수가 증가

함에 따라 기존에 교육받은 간호사들이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보급에 참

여하였으며, LVAD에 대한 간호 경험과 지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에서 시행된 20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VAD 코디네이터로 활동하

는 간호사, 전문간호사들의 70%가 실습, 관찰과 같은 현장 교육을 통하여 지

식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D RN/APN orientation 

program에서는 병태 생리와 같은 기초과학, 생체의공학의 개념(biomedical 

engineering concepts), VAD의 생리적/공학적 개념, VAD의 시작부터 유지 

& 문제 해결, 수술기법, 사례관리, 심장이식과 관련된 주제, 완화 치료 및 임

종 치료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Casida & Ilacqua, 2011).  

사회적 지지의 부족, 제한된 인지능력, 물질 남용, 정신질환, 낮은 순응도

와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은 LVAD 수술 후 합병증과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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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의 LVAD 환자에게서 한 개 이

상의 위험인자가 나타났다(DeFilippis et al., 2020). 따라서 위험인자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LVAD 수술 전부터 평가할 수 있는 간호 역량이 필요하다(Bui 

et al., 2019).  

간호사는 DT LVAD 환자를 담당하면서 디바이스 비활성화에 대한 윤리

적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McIlvennan et al., 2017).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LVAD 환자가 의식이 소실된 경우, 기존의 생애말 의사결정에

서 고려되어왔던 것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Bramstedt & Wenger, 2001). 

DT LVAD환자와 함께 BTT LVAD 환자의 치료 계획에도 완화의료를 포함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Nakagawa et al., 2018)고 제시되어 향후 LVAD 환자에

게 사회심리적 지지, 완화치료 및 윤리적 이슈와 같은 주제는 더 강조될 것이

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교육에 LVAD 환자의 정서, 사회심리적 지지, 윤리

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 도덕적 고뇌를 줄일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윤리적, 법적 원칙에 대해 함

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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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역량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호사의 지식과 실무능력의 향상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치료결과

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 

국내에서 선행된 LVAD 관련 연구 논문은 LVAD 치료 및 증례(Ilkun et 

al., 2019; Lee et al., 2014; 김가현 et al., 2014), LVAD 환자의 재활(Yong 

Gon et al., 2019; 박원하 et al., 2014; 서용곤 et al., 2016), 의공학에 대한 

연구(김영일 et al., 2014; 지인혁 et al., 2015)로 확인되었으며 간호사의 

LVAD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 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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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교육

의 우선순위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상급종

합병원에서 시행하였다.  LVAD 환자간호는 주로 심혈관 부서 혹은 심혈관 

병원의 외래, 검사실, 수술실, 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VAD 환자간호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환자실, 병동,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편의 표출하였다. 현재 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무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LVAD 환자 

간호에 참여하지 않아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A 병원의 경우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는 약 95명이다. B 병원의 경우 약 150명 정

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종합하여 약 245명의 간호사에게 스크리닝 질문

을 포함한 설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제 LVAD 환자관리 경험이 있는 간호

사로 제한한 선정 기준과 온/오프라인 설문 참여율을 약 50%로 고려하여 연

구 기간 동안 총 100명 모집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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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기준 

(1) 심혈관 관련 부서(심장외과 병동, 심장내과 병동, 심장외과 중환자실, 

심장내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2) 심혈관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담당간호사로서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2) 대상자 제외기준 

(1) 근무경력 1 년 미만의 간호사 

(2) 심혈관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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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 형태로 일반적 특성, LVAD 환자관리의 

교육요구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근무병원, 임상경력, 심혈관 부서경력, 근무부서, LVAD 환자

관리 교육에 대한 교육요구, 교육경험, 교육빈도, 교육방법, LVAD에 대한 인

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LVAD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Casida et al(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MCS Innovation in Nursing 

Appraisal Scale을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을 위해 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E-mail을 통해 받았다. 저자에게 제공받

은 원도구를 연구자가 한글로 1차 번역을 하였으며, 영어권 국가에서 박사과

정을 수료한 간호교수 1인과 영어에 능통한 간호사 2인에게 번역에 대한 점

검을 요청하여 용어가 모호한 경우 수정 보완하였다. MCS Innovation in 

Nursing Appraisal Scale은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며 28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MCS Innovation in Nursing Appraisal Scale의 28가지 항목 중 18번과 

22번의 경우 국내사정에 맞지 않아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항에 대해 간호교수 

1인, LVAD 전문간호사 1인, 병동 파트장 1인에게 검토 받고 동의를 얻어 최

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각 28개의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며 1점

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2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 3점은 ‘보통이

다’, 4점은 ‘동의한다’, 5점은 ‘매우 동의한다’ 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 

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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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LVAD에 대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연구도구의 개발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의 개발단계 

단   계 내   용 

1단계 교육요구도 항목에 대한 문헌고찰 

2단계 1차 예비문항 작성 및 수정 

3단계 2차 예비문항 작성 및 응답척도 결정 

4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CVI지표 산출) 

5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예비문항 수정 

6단계 소요시간 검토 및 문항의 적절성 평가 

7단계 본 조사 시행 및 도구 신뢰도 확인 

 

(1)  1 단계: 교육요구도 항목에 대한 문헌고찰 

의료인을 위한 심실보조장치 실무지침서(Choi, 2017, 2021)를 포함한 문

헌고찰(Ben Gal & Jaarsma, 2013; Bond et al., 2004; Casida & Ilacqua, 2011; 

Chmielinski & Koons, 2017; Corporation, 2019; Kaiser, 2019; Long et al., 

2019; Ponikowski et al., 2016; Potapov et al., 2019)과 LVAD 환자를 직접 

간호해 본 경험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석한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수행은 [부록 2]로 정

리하였다. 문헌고찰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항목을 ‘교육영역’으로 분류

하였으며, 세부 항목을 영역에 대한 ‘교육항목’으로 정하였다.  

 

(2)  2 단계: 1 차 예비문항 작성 및 수정 

문헌고찰을 토대로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으며, 1차 예비문항은 L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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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식 10문항, LVAD 수술관련 10문항, LVAD 환자관리관련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차 교육요구도 자료를 간호학과 교수 2인, Y병원 간호행정 팀장 

및 간호대 겸임교수 1인이 평가하였으며, 교육요구도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

여 구성하고, ‘사회심리적 영역’을 추가하여 문항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3)  3 단계: 2 차 예비문항 작성(예비문항 구성 및 응답 척도 결정) 

1차 예비문항을 수정하여 2차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LVAD에 관한 기

본지식(10문항), LVAD 수술 전후 관리(10문항), LVAD 환자 관리(12문항),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7문항), LVAD 환자와 가족의 사회심리적 

요구에 대한 사정과 관리(4문항)로 구성되었다. 2차 예비문항 측정도구를 흉

부외과 교수 1인에게 평가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각 항목에 대한 현재

능력수준을 평가하는 '보유도'와 필요한 능력수준을 평가하는 '중요도'가 포함

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점‘매우 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

음’, 5점‘매우 높음’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4)  4 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CVI 지표 산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LVAD 전문간호사 2인, 전담간호사 1인, 석

사 학위 이상의 임상 간호사 2인, 병동 파트장 1인, 간호학 교수 1인, 흉부외

과 임상강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8인에게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의견란을 따로 만들어 설문을 시행

하였다.  

전문가들에게 각 항목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4점 ‘매우 

관련이 있고 간결함’, 3점 ‘관련 있으나 다소 수정이 필요함’, 2점 ‘관련

이 없어서 문항수정 필요함’, 1점 ‘관련 없음’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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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예비문항 수정 

전문가 8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점수 3점

과 4점은 타당한 항목으로 I-CVI ‘1’, 1점과 2점으로 평가된 타당하지 않

은 항목은 I-CVI ‘0’으로 측정하였다.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를 검정을 실시하여 I-CVI 0.8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0.8이하로 측정

된 ‘심장의 구조와 기능’, ‘EKG 모니터링(Telemonitoring)’, ‘LVAD

환자의 Cardioversion ’  세가지 문항은 삭제하였다. 전문가들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항은 불필요하

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 EKG모니터링(Telemonitoring) ’ 이나 

‘Cardioversion’은 LVAD 환자의 특수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 도구에 포함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다소 용어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문장에 대해 수정하였고, ‘항응고

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 받아 항목을 추가 수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LVAD 기본지식 9

문항, LVAD 수술 전후 관리 10문항, LVAD 환자관리 11문항, 응급상황 대처 

7문항, 사회심리적 요구관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의 S-CVI는 

0.93으로 측정되었다. 

 

(6)  6 단계: 소요시간 검토 및 문항의 적절성 평가 

연구자는 최종 선정된 문항을 토대로 개발된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

에 대해 비의료인 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형식이 이해하기 쉽고 용어가 

명확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소요시간을 15~20분임을 확인하고 연

구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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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단계: 본 조사 시행 및 도구 신뢰도 확인   

위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본조

사를 시행하였다.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각 영역에서 

Cronbach’s α는 0.88~ 0.975이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Y병원 연구심의위원회(승인번호: 4-2021-

0298)와 S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file No.2021-04-071-002)의 승

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코로나 19로 인한 임상현장과 대상자 편의

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조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나, 본 

연구는 100%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각 병원의 간호본부에 공문을 통해 설문협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병동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홍보하고, 승인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공고문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모든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12일부터 2021년 5월 21

일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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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2) 교육요구도에 대해 항목별, 영역별로 보유도와 중요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항목별로 Paired sample t- test 를 이용하여 

중요도와 보유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다. 

 

3) Borich 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고 최우선 교육항목, 차우선 교육항목을 

도출한다. 

 

4) 부서별 교육요구도에 대해 Independent sample t-test 를 이용하여 

병동과 중환자실의 중요도와 보유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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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요구도 분석 방법 

1) Borich 의 요구사정모델 

Borich (1980)의 요구사정모델을 이용한 교육요구도를 분석방법은 현재 

보유도(이해 수준)와 중요도(필요 수준) 차이를 통해서 요구도를 확인하고 우

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래의 공식을 통해 얻어진 Borich 값은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해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높은 Borich 값

은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요구도를 갖는다고 평가한다(Borich, 1980). Borich 

값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그림 1> Borich 값 공식 

 

 

 

2) The Locus for Focus 모델 

The Locus for Focus 모델(Mink et al., 1991)은 교육의 중요도(필요 수

준)와 보유도(이해 수준)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순위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최우선 고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조대연, 2009a).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X축은 교육의 중요도, Y축은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를 의미하며 X축의 중앙은 전체 문항의 평균 중요도, 

Y축의 중앙은 중요도와 보유도 차이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Borich needs assessment formula = ∑(RCL-PCL) X mRCL / N 

• RCL (Required Competence Level)  

Individual degree of awareness of importance, 중요한 능력수준(중요도) 

• PCL (Present Competence Level)  

Individual degree of performance level, 현재 능력수준(보유도) 

• mRCL : 중요도의 평균값 

• N :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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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he Locus for Focus 모델 

 

HH=High demand/High discrepancy; LH=Low demand/High discrepancy;  

LL=Low demand/Low discrepancy; HL=High demand/Low discrepancy 

 

최종적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은 총 4분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으면서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가 높은 영역(HH),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두 수준의 차이가 높은 영역(LH),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두 수준의 차이가 낮은 영역(LL),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두 수준

의 차이는 낮지만 중요도는 높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HL). 이 중 제1사분면

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항목이다. 

 

 

3) 우선순위 결정과정 

조대연 (2009b)의 연구에서 설문을 통한 교육요구도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으로 t 검정, Borich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중복

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우선순위 결정과정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는 t 검정을 통해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후 Borich의 요구사정모델을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The Locus for Focus모델에서 좌표평면 결과를 제시한다. 그중 제1사분면에 

속한 항목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의 상위 순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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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마지막으로 Borich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중

복성을 확인하여 최우선 순위와 차우선 순위 항목을 결정한다.   

Borich의 요구사정모델은 우선순위를 나열해 주지만 항목이 많은 경우 

일차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항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어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분석에 사용한다(소슬, 2020). The Locus 

for Focus 모델 역시 가로축의 중앙과 세로축의 중앙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해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으로, 이를 보

완(조명희 & 이현우, 2016)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t 검정, Borich의 요구사

정모델,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있

다(곽자은, 2020; 이진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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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설문지 문항에 응답해야 하는 부담

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재가 제공되지 않아 위험노출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었다. 연구에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

하였다. 연구참가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성을 부여하고, 설문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연구 중

지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중지를 원하는 경우 언

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연구참여자에게는 4000원 

상당 커피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보상을 위해 수집된 핸드폰번호는 

설문조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권을 발송하고 폐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령, 성별, 근무부서, 현 부

서 근속연수, 총 임상경력이다. 수집한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 시행 규칙에 따라 연구 종료 시점으로 3년간 보관 후 폐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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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전체 설문지 응답건수 137건(응답률:55.9%)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7건과 중복으로 설문에 참여한 2건을 제외하여 최종 

128건을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 총 

128명의 성별은 남자 8명(6.25%), 여자 120명(93.75%)으로 나타났다. 평

균 연령은 31.58세(SD = 6.018, range 24-51) 이며 30세 이하가 67명

(5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31세~40세 이하 52명(40.6%), 41세 이

상 9명(7.0%)이다. 근무하는 병원은 A 병원 78명(60.9%), B 병원 50명

(39.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별 스크린 질문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으로 한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의 평균 임상경력은 7.4년(SD = 5.651, range 1-29)이었으며, 5년 미만인 

대상자가 49명(41.2%)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39명(32.8%), 10년 이

상 31명(26.1%)이다. 심혈관 부서 경력은 평균 5.18년(SD = 4.559, range 

0.4-23)이었으며, 5년 미만이 68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6명(23.2%), 10년 이상 18명(16.1%)이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병동 65명(50.8%), 중환자실 57명(44.5%), 외래 

4명(3.1%), 기타 2명(1.6%)이다. 기타 근무부서는 심혈관 내외과라 응답한 

2명으로 병원마다 근무부서에 대한 명칭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기타 범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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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8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평균(±표준편차) 

( range ) 

성별 
남성 8 6.25   

여성 120 93.75   

연령 

≤ 30 세  67 52.3 
31.58 (± 6.018) 

(24-51) 31 세 ~ 40 세 이하 52 40.6 

≥ 41 세  9 7.0 

근무병원 
A 병원 78 60.9   

B 병원 50 39.1   

임상경력* 

(n=119) 

5 년 미만 49 41.2 
7.399 (±5.651) 

(1-29) 5 ~ 10 년 미만 39 32.8 

10 년 이상   31 26.1 

심혈관 

부서경력† 

(n=112) 

5 년 미만 68 60.7 
5.175 (±4.559) 

(0.4-23) 5 ~ 10 년 미만 26 23.2 

10 년 이상   18 16.1 

근무부서‡ 

(n=128) 

병동 65 50.8   

중환자실 57 44.5   

외래 4 3.1   

기타 2 1.6   

* 총 128 개의 응답 중 결측치 9 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총 128 개의 응답 중 결측치 16 개를 제외하고 분석함. 

‡ 기타 근무부서: 심혈관 내외과(2 명) 

 

2) LVAD 교육요구, 경험, 참여 빈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LVAD 교육요구, LVAD 교육경험, 교육에 

참여 빈도는 <표 3>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총 128명의 대상자들 중 교육에 

대한 요구를 가진 대상자는 127명(99.2%)이다.  

대상자들 중 119명(93.0%)이 LVAD 환자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교육 빈도는 1

년에 1회가 70명(58.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는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2명(26.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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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 경험, 참여 빈도 

N=128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교육요구  
YES 127 99.2 

NO 1 0.8 

교육경험 
YES 119 93.0 

NO 9 7.0 

교육빈도* 

(n=119) 

6 개월 미만마다 1 회 9 7.6 

1 년에 1 회 70 58.8 

1 ~ 2 년에 1 회 6 5.0 

2 ~ 3 년에 1 회 2 1.7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는다. 32 26.9 

* 교육빈도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9 명의 자료로 분석함. 

 

3) 선호하는 교육방법과 LVAD 환자관리에 관한 교육경험 

LVAD 환자관리 교육에 대해 선호하는 교육 방법과 교육 경험은 중복응

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4>이다.  

총 128명 대상자 중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127명에게 조사하였다. 

선호하는 교육 방법으로는 전체 127명 중 86명이 강의라고 응답하여 67.7%

로 가장 높았으며, 동영상 74명(58.3%), 실습 70명(55.1%), 시뮬레이션 68

명(53.5%)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상황별 정리된 자료를 통한 교육

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건 있었다. 

교육 경험과 관련된 조사는 교육을 경험한 대상자 119명에게 실시되었다. 

강의를 통해 교육을 들었다는 응답이 106명으로 119명 중 89.1%가 응답하

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 빈도로는 실습 56명(47.1%), 동영상 33

명(27.7%), 시뮬레이션 15명(12.6%)으로 나타났다. 기타 1건의 응답은 원

격 강의를 통한 실습(실제 기기 시범)이라 응답한 것이었다.  

또한,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주로 원내교육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내교육이라 응답한 대상자는 총 112명으로 전체 119명 중 

94.1%의 응답 빈도로 가장 높았으며 부서내 현장교육 54명(45.4%), 기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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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제공 교육 30명(25.2%), 학술 세미나 혹은 학회 4명(3.4%), 보수교육 3

명(2.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건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라

고 응답하였다. 

  

<표 4>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방법 및 장소 (다중응답 가능)  

N=128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케이스 중 

비율(%) 

선호하는 

교육방법  

(n=127)* 

강의  86 28.8 67.7 

동영상  74 24.7 58.3 

실습  70 23.4 55.1 

시뮬레이션  68 22.7 53.5 

기타  1 0.3 0.8 

경험해본 

 교육방법  

(n=119)†  

강의  106 50.2 89.1 

동영상  33 15.6 27.7 

실습  56 26.5 47.1 

시뮬레이션  15 7.1 12.6 

기타  1 0.5 0.8 

경험해본 

교육장소  

(n=119)†  

원내교육 ‡ 112 54.9 94.1 

보수교육  3 1.5 2.5 

학술 세미나/학회  4 2.0 3.4 

기계업체 제공 교육  30 14.7 25.2 

부서내 현장교육‡ 54 26.5 45.4 

기타  1 0.5 0.8 

* 교육요구가 있는 127 명 대상자의 자료로 분석함.  

†교육경험이 있는 119 명 대상자의 자료로 분석함. 

‡ 원내교육은 전문간호사 혹은 전담간호사가 다양한 부서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부서내 현장교육은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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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VAD 에 대한 인식  

MCS Innovation in Nursing Appraisal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한 LVAD

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표 5>이다. 항목 중 동의 정도가 낮은 5가지는 '나

는 LVAD 환자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즐긴다(2.21±0.945)', '나는 정기적으로 

LVAD 수술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본다(2.32±0.913)', '나는 LVAD 환

자 관리와 관련된 현재 동향 및 이슈에 관한 저널을 확인한다(2.35±1.001)', 

'나는 LVAD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교육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2.39

±0.966)', '나는 LVAD 수술을 위한 선별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2.45±

0.963)'이다. 

동의 정도가 높은 5가지 항목은 'LVAD 환자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승압

제(inotropic drug)주입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3.82±0.882)', '나는 LVAD 수술에 대한 임상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컨퍼런스나 원내교육에 참석한다(4.01±0.658)', 

'LVAD 전문가와 자주 교류하는 것은 LVAD 환자의 관리를 위한 나의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향상시켜준다(4.16±0.599)', '나는 LVAD가 단기 또는 장

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4.16±0.692)', '나는 항상 LVAD에 

대해 더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4.20±0.8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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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LVAD 에 대한 인식 

 

N=128

번호 문항 Mean (±SD)

1 나는 LVAD 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즐긴다. 2.21 0.945

2 나는 정기적으로 LVAD수술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본다. 2.32 0.913

3 나는 LVAD 환자 관리와 관련된 현재 동향 및 이슈에 관한 저널을 확인한다. 2.35 1.001

4 나는 LVAD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 교육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2.39 0.966

5 나는 LVAD 수술을 위한 선별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45 0.963

6 나는 중증 /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장 이식 보다는 LVAD를 추천하고 싶다. 2.58 0.944

7 나는 중증 / 말기 심부전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LVAD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편안하게 의논할 수 있다. 2.82 0.934

8 나는 내 근무시간 중 LVAD 환자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 주저된다. 2.98 1.210

9 나는 LVAD수술에 대해 알고 있지만, LVAD환자관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없다. 3.04 1.045

10 나는 나의 동료들, 특히 신규 동료들에게 LVAD수술 및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한다. 3.09 0.956

11 나는 심부전 환자 중 LVAD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다양한 임상 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 3.27 0.945

12 나는 환자가 LVAD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한다. 3.36 0.894

13 나는 LVAD의 전반적인 기능과 내부 및 외부 구성 요소에 대해 알고 있다. 3.37 0.886

14 나는 LVAD 환자를 담당할 자신이 있다. 3.38 0.852

15 환자가 승압제(inotropic drug)에 의존해야 경우, 나는 LVAD수술을 권유하고 싶다. 3.45 1.010

16 LVAD수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3.48 1.027

17 LVAD 수술을 심장이식 대체수술(Destination therapy)로 받은 환자보다 심장이식을 위한 가교역할로 받은 환자의 예후가 더 좋다. 3.49 0.905

18 나는LVAD수술과 전반적인 이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내 친구, 친척, 동료에게 LVAD 수술을 추천할 수 있는지는 확실 하지 않다. 3.51 1.019

19 나는 LVAD수술의 위험, 합병증 및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59 0.779

20 나의 LVAD환자관리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다. 3.65 0.769

21 우리 병원의 LVAD 팀은 LVAD 환자와 보호자 관리 측면에서 의료진을 위해 양질의 지원을 제공한다. 3.74 0.949

22 의료진의 숙련도에 관계없이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 3.76 0.911

23 나는 LVAD 환자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기 전에 더 많은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 3.77 1.029

24 LVAD 환자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승압제(inotropic drug)주입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3.82 0.882

25 나는 LVAD수술에 대한 임상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컨퍼런스나 원내교육에 참석한다. 4.01 0.658

26 LVAD 전문가와 자주 교류하는 것은 LVAD 환자의 관리를 위한 나의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향상시켜준다. 4.16 0.599

27 나는 LVAD가 단기 또는 장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16 0.692

28 나는 항상 LVAD에 대해 더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4.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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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분석방

법은 조대연 (2009b)이 제안한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간호 연구에 사용한 이

규리 (2020)의 연구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1) 1 단계: t 검정을 활용하여 현재 능력 수준과 요구되는 수준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보유도(현재 능력 

수준)와 중요도(필요한 능력 수준)에 대하여 항목별,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정리한 것은 <표 6>, <표 7>, <그림 3>과 같으며, 보유도와 중요도의 평균 

차이를 항목별로 검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장 낮은 보유도를 보인 5개 항목은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2.16±0.864)’,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2.38±0.957)', '수술 비용

(2.48±1.094)', '수술 방법(2.55±0.954)', '퇴원교육(2.69±0.929)'으로 나

타났으며 높은 보유도를 나타낸 5개의 항목은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4.13±0.855)', 'LVAD의 목적(3.93±0.591)', ‘LVAD 알람 확인 방법

(3.84±0.740)’, ‘LVAD 배터리 교환 방법(3.83±0.973)', ‘항응고제 사

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3.78±0.731)’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항목 5가지는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3.36±

0.858)', '수술 비용(3.65±0.884)', '수술 방법(3.65±0.749)',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3.98±0.8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3.98±0.687)'으로 나

타났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5가지는 'LVAD 환자 CPR(4.61±0.605)',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4.59±0.620)', 'LVAD 알람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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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4.59±0.609)', ‘LVAD 배터리 교환 방법(4.58±0.635)’, 'LVAD 알

람 종류와 의미(4.56±0.612)'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평균을 확인해보면 기본지식에 대한 보유도 평균은 3.50(±

0.62)점, 전후관리 2.74(±0.73)점, 환자관리 3.47(±0.62)점, 응급대처 

3.28(±0.65)점, 사회심리 3.07(±0.75)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중요도

평균은 기본지식 4.37(±0.55)점, 전후관리 3.99(±0.62)점, 환자관리 

4.45(±0.56)점, 응급대처 4.55(±0.59)점, 사회심리 4.06(±0.59)점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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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LVAD 환자관리에 대한 항목별 보유도와 중요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심부전 병태생리 2 5 3.66 0.691 3 5 4.32 0.601

2 LVAD의 기능 2 5 3.68 0.675 3 5 4.44 0.599

3 LVAD Pump 작동원리 1 5 3.46 0.850 3 5 4.36 0.611

4 Device에 따른 차이점 1 5 2.98 0.943 2 5 4.23 0.726

5 LVAD의 목적 3 5 3.93 0.591 3 5 4.40 0.593

6 LVAD 적응증 1 5 3.61 0.853 3 5 4.36 0.649

7 LVAD 금기증 1 5 3.02 0.931 3 5 4.31 0.649

8 LVAD의 합병증 2 5 3.63 0.822 3 5 4.52 0.575

9 Device 구성물품 1 5 3.53 0.930 2 5 4.38 0.677

1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1 4 2.16 0.864 1 5 3.36 0.858

2 수술 방법 1 5 2.55 0.954 1 5 3.65 0.749

3 수술 비용 1 5 2.48 1.094 1 5 3.65 0.884

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1 5 2.80 1.050 1 5 4.13 0.767

5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1 5 2.72 1.042 1 5 3.98 0.818

6 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1 5 2.89 1.067 1 5 4.16 0.729

7 수술 후 심장재활 1 5 3.15 0.965 1 5 4.14 0.729

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1 5 2.38 0.957 1 5 4.18 0.757

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1 5 2.84 0.984 1 5 4.34 0.691

10 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1 5 3.41 0.935 1 5 4.30 0.682

1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2 5 4.13 0.855 3 5 4.44 0.661

2 LVAD 배터리 교환 방법 1 5 3.83 0.973 3 5 4.58 0.635

3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1 5 3.46 0.831 3 5 4.50 0.627

4 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1 5 3.66 1.006 3 5 4.52 0.615

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1 5 3.24 1.078 2 5 4.34 0.724

6 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2 5 3.70 0.856 3 5 4.53 0.614

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1 5 3.13 0.996 2 5 4.37 0.674

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1 5 3.01 1.039 1 5 4.38 0.753

9 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2 5 3.51 0.784 3 5 4.51 0.602

10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2 5 3.78 0.731 3 5 4.49 0.615

11 퇴원교육 1 5 2.69 0.929 2 5 4.30 0.748

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2 5 3.44 0.707 3 5 4.56 0.612

2 LVAD 알람 확인 방법 2 5 3.84 0.740 2 5 4.55 0.638

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2 5 3.31 0.761 3 5 4.59 0.609

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1 5 3.06 0.994 2 5 4.42 0.728

5 정전 시 대처방법 1 5 3.02 1.065 2 5 4.55 0.662

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1 5 3.27 0.846 3 5 4.59 0.620

7 LVAD 환자 CPR 1 5 3.05 0.946 2 5 4.61 0.605

1 LVAD가 환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1 5 3.10 0.812 3 5 4.07 0.604

2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1 5 3.29 0.765 3 5 4.13 0.652

3 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1 5 3.00 0.947 2 5 4.05 0.650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1 5 2.88 0.939 2 5 3.98 0.687

N=128

영역 번호 항목내용
현재 능력수준(보유도) 필요한 능력수준(중요도)

기본지식

전후관리

환자관리

응급대처

사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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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LVAD 환자관리에 대한 영역별 보유도와 중요도 

N=128 

영역 
현재 능력수준(보유도) 필요한 능력수준(중요도) 

최소값 최대값 보유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기본지식 1.78  5.00  3.50  0.62  2.78  5.00  4.37  0.55 

전후관리 1.20  4.40  2.74  0.73  1.00  5.00  3.99  0.62 

환자관리 2.00  5.00  3.47  0.62  2.73  5.00  4.45  0.56 

응급대처 1.86  5.00  3.28  0.65  2.86  5.00  4.55  0.59 

사회심리 1.00  5.00  3.07  0.75  2.75  5.00  4.06  0.59 

 
 

 

 

<그림 3> LVAD 환자관리에 대한 영역별 보유도와 중요도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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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을 통해 보유도와 중요도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p<0.00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요도에 비하여 보유도가 모두 낮게 측정되었

다.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순서대로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1.80±1.20)', '퇴원교육(1.62±1.10)', 'LVAD 환자 CPR(1.56±

1.08)', '정전 시 대처방법(1.53±1.18)',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1.49±

1.16)'이다. 평균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항목은 순서대로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0.30±0.81)', 'LVAD의 목적(0.47±0.74)', '심부전 병태생리

(0.66±0.78)’ ,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0.71±0.82)', 'LVAD 

알람 확인 방법(0.71±0.9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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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VAD 환자관리에 대한 항목별 보유도와 중요도 차이 

 

 

N=128

항목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p

기본지식1 심부전 병태생리 0.66 0.78 9.543 0.000

기본지식2 LVAD의 기능 0.76 0.77 11.120 0.000

기본지식3 LVAD Pump 작동원리 0.90 0.87 11.711 0.000

기본지식4 Device에 따른 차이점 1.26 1.01 14.039 0.000

기본지식5 LVAD의 목적 0.47 0.74 7.150 0.000

기본지식6 LVAD 적응증 0.75 0.99 8.587 0.000

기본지식7 LVAD 금기증 1.30 1.14 12.883 0.000

기본지식8 LVAD의 합병증 0.89 0.92 10.903 0.000

기본지식9 Device 구성물품 0.85 0.98 9.823 0.000

전후관리1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1.20 1.05 13.024 0.000

전후관리2 수술 방법 1.09 1.07 11.586 0.000

전후관리3 수술 비용 1.17 1.33 9.934 0.000

전후관리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1.33 1.16 12.903 0.000

전후관리5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1.26 1.21 11.743 0.000

전후관리6 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1.27 1.13 12.779 0.000

전후관리7 수술 후 심장재활 0.99 1.02 11.053 0.000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1.80 1.20 16.949 0.000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1.49 1.16 14.592 0.000

전후관리10 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0.89 1.01 10.019 0.000

환자관리1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0.30 0.81 4.261 0.000

환자관리2 LVAD 배터리 교환 방법 0.75 0.91 9.288 0.000

환자관리3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1.04 0.87 13.465 0.000

환자관리4 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0.85 0.95 10.161 0.000

환자관리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1.09 1.16 10.668 0.000

환자관리6 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0.84 0.90 10.474 0.000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1.24 1.08 13.041 0.000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1.37 1.24 12.459 0.000

환자관리9 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1.00 0.87 13.013 0.000

환자관리10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0.71 0.82 9.757 0.000

환자관리11 퇴원교육 1.62 1.10 16.602 0.000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1.13 0.91 13.932 0.000

응급대처2 LVAD 알람 확인 방법 0.71 0.90 8.962 0.000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1.27 0.98 14.734 0.000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1.36 1.17 13.159 0.000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1.53 1.18 14.721 0.000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1.33 1.02 14.726 0.000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1.56 1.08 16.403 0.000

사회심리1 LVAD가 환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0.97 0.93 11.783 0.000

사회심리2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0.84 0.89 10.576 0.000

사회심리3 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1.05 1.14 10.432 0.000

사회심리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1.11 1.08 11.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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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단계: Borich 의 요구사정모델을 통한 LVAD 환자관리의 교육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Borich 값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상위 10

위까지 항목을 살펴보면 1위가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이고, 순서대

로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LVAD 

금기증'이다. 영역-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위 10순위 안에 기본지식 1개 항목, 

전후관리 2개 항목, 환자관리 2개 항목, 응급시대처 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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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LVAD 환자관리에 대한 항목별 Borich 값과 우선순위 

 

순위 항목번호 항목내용 Borich

1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7.51

2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7.2

3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6.97

4 환자관리-11 퇴원교육 6.95

5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6.48

6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6.1

7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6.01

8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5.99

9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5.85

10 기본지식-7 LVAD 금기증 5.59

11 전후관리-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5.49

12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5.43

13 기본지식-4 Device에 따른 차이점 5.32

14 전후관리-6 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5.3

15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5.13

16 전후관리-5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5.01

17 환자관리-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4.75

18 환자관리-3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4.68

19 환자관리-9 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4.51

20 사회심리-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4.42

21 전후관리-3 수술 비용 4.28

22 사회심리-3 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4.24

23 전후관리-7 수술 후 심장재활 4.11

24 전후관리-1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4.04

25 기본지식-8 LVAD의 합병증 4.03

26 전후관리-2 수술 방법 3.99

27 사회심리-1 LVAD가 환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3.94

28 기본지식-3 LVAD Pump 작동원리 3.92

29 환자관리-4 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3.85

30 전후관리-10 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3.83

31 환자관리-6 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3.79

32 기본지식-9 Device 구성물품 3.73

33 사회심리-2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3.45

34 환자관리-2 LVAD 배터리 교환 방법 3.44

35 기본지식-2 LVAD의 기능 3.36

36 기본지식-6 LVAD 적응증 3.27

37 응급대처-2 LVAD 알람 확인 방법 3.23

38 환자관리-10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3.19

39 기본지식-1 심부전 병태생리 2.84

40 기본지식-5 LVAD의 목적 2.06

41 환자관리-1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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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단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하여 제 1 사분면에 해당하는 

LVAD 환자관리의 우선순위 항목의 개수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1) 중요도가 높으면서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가 높은 영역으로 최우선 

교육 항목을 나타낸 제1사분면에는 총 12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LVAD 금기증',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퇴원교육',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LVAD 알람

에 대한 대처방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정전 시 대처방법',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환자 CPR'이다. 

 

(2) 중요도는 낮지만 두 수준의 차이가 높은 영역인 제2사분면에는 총 9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Device에 따른 차이점', '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수술 방법', '수술 비용', '수술 전 환자 평가

(W/U)검사',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수

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이다. 

 

(3) 중요도가 낮고 두 수준의 차이가 낮은 영역인 제3사분면은 총 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수술 후 심장재활', 'LVAD가 환

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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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수준의 차이는 낮지만 중요도는 높은 영역인 제4사분면은 총 16

개의 항목이었다. 포함된 항목은 ‘심부전 병태생리', 'LVAD의 기능', 'LVAD 

Pump 작동원리', 'LVAD의 목적', 'LVAD 적응증', 'LVAD의 합병증', 'Device 

구성물품', '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LVAD 배터리 교환 방법',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심부전 악화증상 사

정',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LVAD 알람 확인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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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LVAD 환자관리 교육요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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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단계: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제 1 사분면에 속한 항목과 

개수 확인 및 그 개수에 맞는 Borich 요구도 상위 순위 결정한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제1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12개이다. 

그 개수에 맞는 Borich요구도의 상위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표 10>과 같다. 

 

<표 10> Borich 값 우선순위 중 상위 12 개 항목 

 

순위 항목번호 항목내용 Borich 

1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7.51 

2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7.2 

3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6.97 

4 환자관리-11 퇴원교육 6.95 

5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6.48 

6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6.1 

7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6.01 

8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5.99 

9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5.85 

10 기본지식-7 LVAD 금기증 5.59 

11 전후관리-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5.49 

12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5.43 

 

 

5) 5 단계: Borich 의 요구사정모델 분석의 상위 순위 항목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제 1 사분면 항목 간 중복성을 확인한다. 

 

Borich 요구도 공식의 상위 순위 항목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제1사분면 항목 간 중복성 확인을 통해 모두 중복되는 항목을 최우선 항목으

로 결정하고, 한 가지만 포함되는 항목을 차순위 항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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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우선 순위 교육 항목과 차순위 교육 항목은 다음 <표 11>

과 같으며 최우선 교육 항목으로는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

원교육',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LVAD 금기증',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이다.  

차순위 교육 항목은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수술 전 환자 평가

(W/U)검사',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LVAD 알람 종류와 의미'이다. 

 

<표 11> LVAD 환자관리에 대한 최우선 교육항목과 차우선 교육항목 

 

항목 내  용 Borich순위 LF모델 최우선순위 차순위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1 O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2 HH O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3 HH O

환자관리-11 퇴원교육 4 HH O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5 HH O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6 HH O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7 HH O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8 HH O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9 HH O

기본지식-7 LVAD 금기증 10 HH O

전후관리-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11 O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12 HH O

환자관리-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HH O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H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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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별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일반병동과 중환자실(ICU) 간 LVAD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활동이 다

를 것을 고려하여 부서별 LVAD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근무부서를 외래(n = 4)와 기타(n = 2)로 응답한 경우 대상자의 수가 적어 

부서별 분석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1) 근무부서에 따른 항목별 평균 비교 

근무부서에 따라 분석한 항목별 보유도와 중요도 평균은 <표 12>이다. 

보유도 항목 중 ‘LVAD 금기증(t=-3.557, p<0.01)’, ‘수술 전 환자 평가

(W/U)검사(t=2.229, p<0.05)’, ‘수술 후 심장재활(t=2.463, p<0.05)’,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t=2.149, p<0.05)’, ‘수술 후 식이(t=2.99, 

p<0.01) ’ , ‘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t=2.199, p<0.05) ’ , 

‘ LVAD 배터리 교환 방법(t=4.33, p<0.001) ’ , ‘ 퇴원교육(t=3.416, 

p<0.01) ’ , ‘ LVAD 알람 확인 방법(t=2.765, p<0.01) ’ , ‘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t=2.278, p<0.05)’, ‘정전 시 대처방법(t=2.158, 

p<0.05)’, ‘LVAD 환자 CPR(t=2.022, p<0.05)’은 근무부서(병동, 중환

자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에서 

‘LVAD 금기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중환자실보다 병동에서 더 높은 

보유도를 보였다. 

중요도 항목 중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t=2.543, p<0.05)’, 

‘ LVAD 배터리 교환 방법(t=2.219, p<0.05) ’ , ‘ 퇴원교육(t=2.699, 

p<0.01)’, ‘정전 시 대처방법(t=2.264, p<0.05)’은 근무부서(병동, 중환

자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이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항목은 병동

에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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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근무부서에 따른 항목별 보유도와 중요도 평균 비교 

 

Mean (±SD) Mean (±SD) t p Mean (±SD) Mean (±SD) t p
1 심부전 병태생리 3.67 0.715 3.65 0.694 -0.160 0.873 4.35 0.582 4.28 0.600 -0.689 0.492
2 LVAD의 기능 3.75 0.662 3.62 0.700 -1.122 0.264 4.44 0.598 4.43 0.585 -0.073 0.942
3 LVAD Pump 작동원리 3.56 0.824 3.37 0.894 -1.229 0.222 4.37 0.587 4.34 0.619 -0.273 0.785
4 Device에 따른 차이점 2.91 0.950 3.00 0.919 0.518 0.606 4.21 0.750 4.23 0.702 0.154 0.878
5 LVAD의 목적 3.95 0.580 3.91 0.605 -0.368 0.713 4.40 0.623 4.40 0.553 -0.033 0.974
6 LVAD 적응증 3.68 0.760 3.55 0.919 -0.847 0.399 4.40 0.651 4.31 0.635 -0.822 0.413

7 LVAD 금기증 3.33 0.852 2.75 0.936 -3.557** 0.001 4.37 0.645 4.25 0.638 -1.051 0.295

8 LVAD의 합병증 3.61 0.818 3.66 0.853 0.313 0.755 4.56 0.567 4.48 0.562 -0.825 0.411
9 Device 구성물품 3.53 0.847 3.52 1.032 -0.019 0.985 4.39 0.701 4.35 0.648 -0.263 0.793
1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2.23 0.964 2.15 0.775 -0.471 0.638 3.40 0.776 3.34 0.906 -0.423 0.673
2 수술 방법 2.61 0.978 2.54 0.937 -0.436 0.664 3.61 0.726 3.71 0.765 0.691 0.491
3 수술 비용 2.46 1.053 2.52 1.133 0.336 0.737 3.65 0.954 3.69 0.789 0.274 0.785

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2.60 1.033 3.02 1.038 2.229* 0.028 4.12 0.847 4.14 0.682 0.113 0.91

5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2.56 1.035 2.86 1.029 1.603 0.112 4.02 0.896 3.92 0.735 -0.639 0.524
6 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2.86 1.060 2.94 1.074 0.407 0.685 4.18 0.710 4.15 0.734 -0.165 0.87

7 수술 후 심장재활 2.91 0.987 3.34 0.923 2.463* 0.015 4.02 0.813 4.23 0.606 1.655 0.101

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2.30 0.963 2.46 0.985 0.923 0.358 4.00 0.866 4.34 0.594 2.543* 0.012

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2.63 0.957 3.02 1.008 2.149* 0.034 4.23 0.780 4.42 0.583 1.513 0.133

10 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3.14 0.895 3.63 0.911 2.99** 0.003 4.18 0.805 4.42 0.527 1.971 0.051

1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3.95 0.915 4.28 0.740 2.199* 0.030 4.33 0.664 4.51 0.640 1.475 0.143

2 LVAD 배터리 교환 방법 3.44 1.000 4.15 0.795 4.33*** 0.000 4.44 0.708 4.69 0.528 2.219* 0.029

3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3.44 0.780 3.49 0.886 0.353 0.725 4.44 0.627 4.55 0.613 1.025 0.308
4 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3.49 0.848 3.78 1.097 1.636 0.105 4.51 0.601 4.52 0.615 0.13 0.897
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3.11 0.939 3.37 1.140 1.384 0.169 4.44 0.682 4.25 0.751 -1.474 0.143
6 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3.56 0.824 3.85 0.833 1.893 0.061 4.47 0.630 4.57 0.585 0.868 0.387
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3.30 0.886 3.02 1.068 -1.579 0.117 4.40 0.623 4.32 0.709 -0.661 0.51
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2.96 0.925 3.08 1.150 0.587 0.553 4.33 0.809 4.40 0.703 0.487 0.627
9 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3.60 0.821 3.48 0.731 -0.851 0.396 4.47 0.601 4.54 0.588 0.601 0.549

10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3.77 0.802 3.80 0.642 0.214 0.831 4.47 0.630 4.51 0.590 0.308 0.759

11 퇴원교육 2.40 0.884 2.95 0.891 3.416** 0.001 4.11 0.817 4.46 0.639 2.699** 0.008

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3.33 0.740 3.52 0.687 1.468 0.145 4.44 0.682 4.65 0.543 1.842 0.068

2 LVAD 알람 확인 방법 3.65 0.744 4.02 0.718 2.765** 0.007 4.44 0.682 4.63 0.601 1.654 0.101

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3.30 0.778 3.31 0.769 0.067 0.946 4.51 0.658 4.63 0.575 1.093 0.276

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2.86 0.990 3.26 0.957 2.278* 0.024 4.37 0.747 4.46 0.709 0.706 0.482

5 정전 시 대처방법 2.79 1.013 3.20 1.078 2.158* 0.033 4.39 0.750 4.66 0.567 2.264* 0.026

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3.25 0.851 3.25 0.848 0.004 0.997 4.47 0.684 4.68 0.562 1.778 0.078

7 LVAD 환자 CPR 2.86 0.953 3.20 0.905 2.022* 0.045 4.49 0.685 4.69 0.528 1.798 0.075

1 LVAD가 환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3.07 0.821 3.12 0.820 0.355 0.723 4.02 0.612 4.11 0.616 0.809 0.42
2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3.30 0.755 3.31 0.789 0.067 0.946 4.11 0.673 4.15 0.667 0.4 0.69
3 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3.05 0.875 2.95 1.007 -0.575 0.567 4.04 0.680 4.06 0.659 0.218 0.828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2.98 0.834 2.78 1.038 -1.166 0.246 4.05 0.610 3.95 0.717 -0.814 0.417

*p<0.5, **p<0.01, ***p<0.001

N=128 
중요도

영역 번호 항목내용

보유도

n=57 n=65
병동-중환자실 차이

n=65
병동-중환자실 차이

n=57
중환자실 병동 중환자실 병동

응급대처

사회심리

전후관리

환자관리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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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rich 의 요구사정모델을 통한 부서별 교육요구도 분석  

부서에 따른 항목별 Borich 요구사정모델을 통한 우선순위는 <표 13>이

다. 

병동에서 Borich값이 가장 높은 항목 1위는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이었다. 다음 순서로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가 우선순위 5위 안에 해당되었다. 

중환자실에서 Borich값이 가장 높은 항목 1위는 'LVAD 환자 CPR'로 나

타났으며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수

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가 우선순위 5위 안에 포함되었다.  

Borich값을 통한 우선순위 5위 항목 중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은 병동과 중환자실의 공통 

우선순위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영역-항목별로 확인해보면 전후관리 1개 항

목, 환자관리 1개 항목, 응급대처 2개 항목이다. 

  



 

47 

 

<표 13> 근무부서에 따른 항목별 Borich 값과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Borich값 우선순위
1 심부전 병태생리 2.7 38 2.98 39
2 LVAD의 기능 3.61 30 3.04 38
3 LVAD Pump 작동원리 4.2 22 3.53 33
4 Device에 따른 차이점 5.21 13 5.47 13
5 LVAD의 목적 2.17 40 2.01 40
6 LVAD 적응증 3.25 35 3.17 36
7 LVAD 금기증 6.34 6 4.52 18
8 LVAD의 합병증 3.65 28 4.32 24
9 Device 구성물품 3.62 29 3.77 31
1 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3.95 25 4 27
2 수술 방법 4.34 20 3.61 32
3 수술 비용 4.32 21 4.35 22
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4.65 17 6.29 7
5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4.16 23 5.85 10
6 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5.05 14 5.49 11
7 수술 후 심장재활 3.78 26 4.44 19
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8.14 1 6.81 4
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6.18 7 6.75 5
10 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3.46 32 4.32 24
1 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1.04 41 1.67 41
2 LVAD 배터리 교환 방법 2.53 39 4.44 19
3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4.83 15 4.44 19
4 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3.34 33 4.59 17
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3.72 27 5.92 9
6 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3.3 34 4.08 26
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5.65 10 4.87 16
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5.82 9 5.93 8
9 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4.82 16 3.92 29
10 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3.19 36 3.14 37
11 퇴원교육 6.73 4 6.99 3
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5.22 12 4.91 15
2 LVAD 알람 확인 방법 2.85 37 3.5 34
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6.13 8 5.46 14
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5.35 11 6.59 6
5 정전 시 대처방법 6.81 3 7 2
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6.69 5 5.49 11
7 LVAD 환자 CPR 7 2 7.33 1
1 LVAD가 환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4.04 24 3.81 30
2 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3.51 31 3.31 35
3 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4.5 19 3.96 28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4.62 18 4.34 23

중환자실(n=57)병동(n=65)

응급대처

사회심리

영역 번호 항목내용

기본지식

전후관리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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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부서별 교육요구도 분석 

부서에 따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하여 분석한 항목별 우선순

위는 <그림 5>, <그림 6>이다. 

 

<그림 5>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병동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 

교육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병동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은 <그림 5>와 같다. 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12개

로 [17]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18]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22]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27]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

정, [28]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30]퇴원교육, [31]LVAD 알람 종류와 의미, 

[33]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34]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35]

정전 시 대처방법, [36]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37]LVAD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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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이다. 

제2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11개로 [4]Device에 따른 차이점, 

[7]LVAD 금기증, [10]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11]수술 방법, [12]

수술 비용, [13]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14]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

담, [15]수술 후 환자 평가(F/U) 검사, [26]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

방법, [40]생애 말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4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이다. 

제3사분면은 총 6개 항목으로 [1]심부전 병태생리, [6]LVAD 적응증, 

[16]수술 후 심장재활, [24]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38]LVAD가 환

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39]지지적 의사소통 방법이

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총12개 항목으로 [2]LVAD의 기능, [3]LVAD 

Pump 작동원리, [5]LVAD의 목적, [8]LVAD의 합병증, [9]Device 구성물품, 

[19]수술 후 식이(항응고제 식사), [20]Doppler를 이용한 혈압측정 방법, 

[21]LVAD 배터리 교환 방법, [23]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25]LVAD drive line 감염 증상과 징후, [29]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 [32]LVAD 알람 확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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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 교육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은 <그림 6>과 같다. 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9개로 [24]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26]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27]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31]LVAD 알

람 종류와 의미, [33]LVAD 알람에 대한 대처 방법, [34]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35]정전 시 대처방법, [36]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37]LVAD 환자 CPR이다. 

제2사분면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Device에 따른 차

이점, [10]수술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12]수술 비용, [13]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14]수술 전 환자, 보호자 상담, [15]수술 후 환자 평가

(F/U) 검사, [16]수술 후 심장재활, [17]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18]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30]퇴원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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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사분면은 총 6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11]수술 

방법, [19]수술 후 식이(항응고제식사), [38]LVAD가 환자와 가족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39]지지적 의사소통 방법, [40]생애 말 치료 의사

결정에 관한 요구 사정, [4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이다. 

제4사분면은 총 16개의 항목으로 [1]심부전 병태생리, [2]LVAD의 기능, 

[3]LVAD Pump 작동원리, [5]LVAD의 목적, [6]LVAD 적응증, [7]LVAD 

금기증, [8]LVAD의 합병증, [9]Device 구성물품, [20]Doppler를 이용한 혈

압측정 방법, [21]LVAD 배터리 교환 방법, [22]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23]LVAD pump setting 확인 방법, [25]LVAD drive line 감염 증상

과 징후, [28]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29]항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관리, 

[32] LVAD 알람 확인 방법이다. 

 

4) 근무부서(병동, 중환자실)에 따른 최우선순위 항목과 차우선순위 항목 

병동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The Locus for Focus 모델 제1사분면의 개수

에 따른 Borich 우선순위 분석은 <표 14>이다. Borich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중복성을 확인하여 도출한 근무부서에 따른 최

우선 순위 항목과 차우선순위 항목은 <표 15>, <표 16>이다. 

병동의 최우선 교육항목은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수

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LVAD 알람 종류

와 의미'이다. 

중환자실의 최우선 교육항목은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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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제 1 사분면의 개수에 따른 

Borich 값과 우선순위(병동, 중환자실) 

 

 

  

분류 순위 항목번호 항목내용 Borich

1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8.14

2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7

3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6.81

4 환자관리-11 퇴원교육 6.73

5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6.69

6 기본지식-7 LVAD 금기증 6.34

7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6.18

8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6.13

9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5.82

10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5.65

11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5.35

12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5.22

1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7.33

2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7

3 환자관리-11 퇴원교육 6.99

4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6.81

5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6.75

6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6.59

7 전후관리-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6.29

8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5.93

9 환자관리-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5.92

병동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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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병동 최우선 교육항목과 차우선 교육항목 

 

 

<표 16> 중환자실 최우선 교육항목과 차우선 교육항목 

 

항목 내  용 Borich순위 LF모델 최우선순위 차순위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1 HH O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2 HH O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3 HH O

환자관리-11 퇴원교육 4 HH O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5 HH O

기본지식-7 LVAD 금기증 6 O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7 HH O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8 HH O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9 HH O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10 O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11 HH O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12 HH O

환자관리-3 LVAD pump parameters의 의미 HH O

환자관리-9 심부전 악화증상 사정 HH O

항목 내  용 Borich순위 LF모델 최우선순위 차순위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1 HH O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2 HH O

환자관리-11 퇴원교육 3 O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4 O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5 O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6 HH O

전후관리-4 수술 전 환자 평가(W/U)검사 7 O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8 HH O

환자관리-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9 HH O

환자관리-7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HH O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HH O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HH O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H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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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부서에 따른 최우선순위 항목 비교 

근무부서에 따른 최우선순위 항목 비교는 <표 17>이다. 병동과 중환자실

의 공통적인 최우선순위 항목은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으로 총 

4개 항목이다. 영역별로 응급대처 3개 항목, 환자관리 1개 항목이다. 

공통 최우선순위 이외에 병동에서는 '퇴원교육',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수

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LVAD 알람 종류와 의미'가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중환자실에서는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만이 추가 

최우선순위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표 17> 병동과 중환자실의 최우선 교육항목 비교 

 

 

  

항목 내  용 병동 중환자실

응급대처-7 LVAD 환자 CPR O O

응급대처-5 정전 시 대처방법 O O

환자관리-11 퇴원교육 O

전후관리-9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O

응급대처-6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O

응급대처-4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O O

환자관리-8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O O

응급대처-3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O

전후관리-8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와 방법 O

응급대처-1 LVAD 알람 종류와 의미 O

환자관리-5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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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LVAD 수

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서울의 일부 상급종합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말기 심부전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LVAD 수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향후 간

호사를 위한 LVAD 환자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의 93%가 LVAD 환자관리 교육에 참여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육요구도는 99.2%로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LVAD 교육이 간호사의 요구를 충분

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대

상자들은 LVAD 환자관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

였는데, 이는 모든 항목에서 보유도가 중요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게 측정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Pilcher (2016)는 수행에 필요한 능력 대

비 본인의 능력 수준에서 격차를 느끼면 학습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며, 이를 

충족시킬 기회를 원한다고 하였다. 즉,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은 간호사들이 본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여전히 부족

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빈도를 확

인한 결과, '1년에 1회(58.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6.9%로 높았다. LVAD 수술은 

말기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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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많고, 전반적으로 간호요구도도 높다. 또한 LVAD 디바이스와 관련한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 LVAD 환자관리에 대한 재교육은 필

수 불가결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숙련도와 관계없이 LVAD 환자를 담

당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에

게도 LVAD 환자관리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고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 의료기관평가 필수 교육 항목으로 임상 현장에서 재교육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CPR 교육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LVAD와 

비슷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ECMO 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해 보았다. 

오수일 & 한상숙 (2008)의 연구에서 CPR 재교육이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에 

미치는 지속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4개월 간격으로 CPR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감소로 2차 교육전에 시행한 지식

과 기술점수는 1차 교육 직후 측정한 점수보다 모두 감소하였으나, 3차 교육

에서는 지식이 유지되고 기술점수는 향상되어 재교육이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Weaver et al. (1979)의 연구에

서는 CPR 교육이 이루어지고 6개월 뒤에 측정한 지식과 기술이 모두 유의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향옥 (2006)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CPR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CMO를 담당하는 의료진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도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정기적인 임상역량평가를 권고(Priest et al., 

2017)하였으며 특히, Chan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역량 유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6개월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와 1년마다 정기적인 필기 테스트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LVAD 환자관리에 대한 주기적 

교육제공과 역량평가는 간호사들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주로 원내교육(n = 112, 94.1%)이나 부서내 현

장교육(n = 54, 45.4%)에서 교육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교육



 

57 

 

(n = 3, 2.5%)이나 학술세미나/학회(n = 4, 3.4%)를 통한 교육은 소수가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간호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새로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고정희 et al., 2014)으로 국내 간

호사의 경우 법적으로 연간 8시간씩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기존 간호사 보수

교육 중 심장계 환자간호에 LVAD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LVAD 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

술세미나/학회에서 LVAD 환자간호를 주제로 한 연구를 소개하는 것도 유익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교수 방법으로 강의(n = 86, 67.7%)를 가장 선

호하였으나 동영상(n = 74, 58.3%), 실습(n = 70, 55.1%), 시뮬레이션(n = 

68, 53.5%)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강의가 89.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의법은 정보와 지식 전달 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나 설명에 의존하며 한 방

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소극적인 지식전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폐소생

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분석한 최향옥 (2006)의 연구에 의

하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교육에서 수행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강의 외에 

실습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용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말숙 (2016)의 연구에서는 기계를 사

용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에게서 지식과 응급대처능력이 높게 분석되어, 기계 

조작에 대한 자신감과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계에 대한 이해와 조작 중

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VAD 환자관리도 이와 비슷하게 새로운 지

식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LVAD 기계에 대한 이해, 배터리 교환 및 디

바이스관리, 모니터링과 같이 실제 기계를 접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강의보다 적극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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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교육 항목으로 'LVAD 환자 CPR', '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

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

비 및 설정',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LVAD 금기증', 'LVAD drive line 

드레싱 및 고정방법' 이 도출되었다. 총 10가지 항목 중 5가지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영역에 포함되어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을 과중한 업무로 인식하였으며, 갑

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표현하였다(이미란, 2016). LVAD 환자 CPR과 같은 응급상황

은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환자에게 치명적이기에 간호

사들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 간호사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증상과 징후에 관한 데

이터를 수집하여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긴급하게 요구되는 중재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Hall, 2004). 엄민정 & 송라윤 (2020)은 응급간호역량의 향상은 병동 간호

사의 소진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무부서의 특성을 반

영한 임상 등급별 응급역량 강화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의 도입과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교수자의 기술 및 행동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실제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지식과 능력, 자신감을 향상하는데 효과

적이다(Chan et al., 2013). 그리고 임상 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

하는데 효율적인 교수 방법이다(박효진, 2018).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을 통하여 지식, 수행능력이 증가되고 스트레스는 감소되어 교육이 효과적으

로 나타났으며(김정아, 2017), Fouilloux et al. (2019)의 연구에서 ECMO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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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담당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제공한 결과 

ECMO 기본지식과 기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육에서 

시나리오를 통해 경험하는 응급상황은 간호사의 응급대처능력을 개선할 수 있

다(장선주 et al.,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다. LVAD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요구

도가 높은 만큼 LVAD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나리오를 개발하

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병원의 적극적인 지지도 함께 요구된

다.   

많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경험과 수행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간호사의 관찰이나 수행경험은 간호지식, 수행자신감, 핵심수행능력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통한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김지현, 

2017; 송정화, 2020; 이선영, 2016). 선행연구들을 통해 LVAD 환자관리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LVAD 환자관리 경험에 노출되는 빈도를 늘

리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화된 마네킹환자를 직접 보고 만지면서 실습을 진행

하는 고충실도(High fidelity) 시뮬레이션 교육(임태호, 2012)뿐만 아니라 최

근 간호교육에서 가상(Virtual) 시뮬레이션 실습교육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환자간호에 대하여 임상실습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

행한 김원경 et al. (2021)의 연구에서 대면 임상실습에서는 관찰이 주된 목

적이지만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사례환자를 

통하여 적극적인 환자간호를 경험해볼 수 있어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게 측정

되었다. 이와 같이 간호사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LVAD 환

자관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LVAD 환자 

관리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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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수술 전 후 관리 영역’에서 영역별 평균 보유

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사회심리영역’이 낮게 나타났다. LVAD 수술 

전, 후 관리 영역에는 심평원 승인 조건과 절차, 수술 방법, 수술 비용, 심장

재활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는데, 임상 현장에서 위의 내용은 주로 LVAD 

전문간호사 혹은 전담간호사,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절차를 담당하고 있

다. 따라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심리 영역의 보유도 점수가 낮은 것은 장난순 et al. 

(2018)의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

이 낮게 측정된 것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회심리영

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최우선순위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LVAD나 심장

이식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생애말 간호, 사전연명의료 의향

서와 같은 사회심리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이나 사회 구성원에 의해 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박지원, 

1985)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적 지원에서부터 정서적, 정보 지원까지 포

괄한다. 의료진의 의학적 도움, 지지적 의사소통도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말기 심부전 환자의 자기관리 및 자신감을 증가시키

며, 심장 이식 후 환자의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glianese et al., 2015; Fivecoat et al., 2018). LVAD 수술이 심장이식의 

대체가 되거나 이후 심장이식을 위한 가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LVAD 환

자는 심장이식 환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이나 유사한 상황에 대면하게 된다. 

장유하 (2018)의 연구에서 심장이식 수혜자들은 SNS 통해 서로 건강정보를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 의료진

과의 소통은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LVAD를 가진 환자

들도 수술 후 적응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할 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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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이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난순 et al. (2018)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교육을 

통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높은 지식수준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로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도 의료진으로서 신

체적 증상과 징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LVAD 환자와 가족의 사회 심리적 

요구에 대해 사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교육에서 사회 심리적 영역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며, 향후 개발되는 LVAD 환자관리 교육프로그램에는 LVAD 환자들

이 경험하는 사회 심리적 문제와 문제 발생 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근무부서에 따른 최우선 교육항목 분석에서 병동과 중환자실의 공통적인 

최우선 교육항목은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이다.  공통 최우선 교육항

목 이외에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요구되는 최우선순위 항목에는 차이가 있었다. 

병동에서는 수술 후 환자가 일상생활로의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간호를 제공

하기 때문에, '수술 후 주의해야하는 검사', '퇴원교육', '수술 후 목욕 가능 시기

와 방법'과 같은 항목들이 최우선순위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며, 

'LVAD 환자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LVAD 

알람 종류와 의미'와 같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LVAD 수술 후 환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어 LVAD pump setting 변경이 빈번

하지 않은 병동과 달리 중환자실 간호사는 수술 직후 불안정한 상태의 LVAD 

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LVAD pump setting 변경 방법' 항목이 최우선순위

로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근무부서에 따른 교육요구도가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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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VAD를 포함한 MCRS(Mechanical Circulatory and Respiratory Support)

환자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간호 관리와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담

당하는 간호사들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기 쉽다(Wrigley et al., 2018). 간호

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소진은 간호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황에서 업무스트레스와 소진 유발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지수빈, 2016).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LVAD 환자를 담당하는 데 있

어 부담감을 느끼지만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있어 LVAD 수술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수행에는 긍정적인 태

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김연지, 2016). 따라서 간호사들이 LVAD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LVAD 환자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LVAD 환자관리는 신체 사정, 합병증 관리, 감염 예방, 와파린 사용으로 

인한 출혈 예방, 생애말 간호, 심장 재활, 환자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돕는 등의 다양한 중재가 포함된다. 순환계 간호 중에서도 복잡하고, 다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LVAD 환자관리는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합리적으

로 판단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LVAD 환자에 대한 적절한 중재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위험을 조기

에 발견하고 환자가 LVAD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LVAD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핵심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LVAD 환자관리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최우선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교수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이 내용을 바탕

으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실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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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두 곳에서 대상자 128명을 편

의 추출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표본의 대표성과 전체성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시에 전체 일반병원으로의 확대해석 및 일반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LVAD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MCS 

Innovation in Nursing Appraisal Scale은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이며 신뢰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 항목을 도출하여 구조화

된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88~ 0.975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하는 기초조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LVAD 

환자관리의 세부 교육항목을 구축하여 향후 이루어질 LVAD 교육 관련 실험

연구에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요구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체계적인 결정 과정

을 통하여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우선 항목과 

차순위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시공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

법으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LVAD 환자관리에 대

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LVAD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

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국내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LVAD 수술은 주로 서울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소수의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간호사가 LVAD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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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연구를 통해 간

호사들에게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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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상급종합병원 심혈관 부서에서 근무하

며, LVAD 환자관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대상자가 LVAD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었으나 여전히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교육 경험을 분석한 결과 교육 빈도는 1년에 1회가 가장 많았으

며 강의 형태로 진행된 교육에 참여 경험이 많았다. 대상자들은 원내교육을 

통해 주로 교육을 접하였다. LVAD에 대한 인식에서 간호사들은 말기 심부전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LVAD 수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LVAD 

환자를 담당함에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보유도(현재 능력 수준)를 중요도(필요한 능력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paired sample t-test 검정에서 p<0.001

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orich의 요구사정모델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하여 결정된 최우선 교육 항목은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퇴원교육', '수술 후 주의해야 하는 검사', 'LVAD 환자 응급상황

에 대한 인지',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 'LVAD 알람에 대한 대처방법', 'LVAD 금기증', 'LVAD drive line 드레

싱 및 고정방법'이다. 최우선 항목으로 결정된 10가지 중 5가지가 '응급상황

에 대한 대처' 영역에 포함되어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근무부서에 따른 최우선 교육항목 분석에서 병동과 중환자실의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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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LVAD 환자 CPR', '정전 시 대처방법', 'LVAD controller change 방법

', 'Back-up controller 준비 및 설정'이다. 공통 최우선 교육항목을 제외한 병

동과 중환자실의 최우선순위 항목에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근무부서별 특성, 교육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LVAD 환자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기회를 늘리는 전

략 개발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LVAD 환자 증가 및 수술 병원 확대에 따라 향후 지역별, 병상 규

모에 따른 다양한 범위에서 표본을 확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반

영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우선 항목과 차우선 항목을 토대로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적용 후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도 가능하

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상황 시나리오를 포함

한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응급상황 알고리즘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제언한다.  

셋째, 국내 LVAD 환자 치료와 간호, LVAD 환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LVAD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

한 것으로 향후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을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67 

 

3. 연구 기여도 

1) 교육적 측면 

국내에서도 점차 LVAD 수술이 늘어나고 추세이지만, 심혈관 부서에 국

한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혈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LVAD에 대하여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교육요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LVAD에 경험이 없었던 간호사에게는 LVAD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2) 연구적 측면  

국내 간호 연구에서 LVAD 간호에 대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LVAD

환자 간호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하고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LVAD에 

관한 다양한 간호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외에서 진행된 LVAD관련 

연구들은 간호사 교육 뿐만 아니라 Drive line의 infection 관리와 같은 간호 

실무 연구, 환자 교육 및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에 대한 고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LVAD 간호 연구

의 출발점으로, 간호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3) 실무적 측면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간호사의 교육요구도와 우선순위 항목은 

간호사를 위한 LVAD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근거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LVAD 환자 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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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도구에 대한 저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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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구 개발 문헌고찰 

 

번호 저자 주제 항목 세부항목

Candidate selection, Care Map

Recipient Management-pre operation, intra operation, post operation

Device overview, VAD monitoring, management

Cardiac rehabilitation

Emergency management

Device support stop

Long-term Use recipient management

LVAD소개
경고사항, 금기사항, 이상반응, 장비개요, 구성요소 및 장비, 작동원리,
파라미터 설명

HM3 보조장치의 개요, 시스템 컨트롤러, 백업 시스템 컨트롤러

시스템 전원공급, 모니터

수술관련 안내 수술시 고려사항, 이식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이식 절자, 이식 후 절차, 장치 적출

환자 간호 및 관리
수술 후 간호, 지속적인 환자 평가 및 간호, 주요 임상 고려 사항, 샤워,
환자와 보호자 교육

알람 및 문제해결

장비 보관 및 관리

LVAD introduction 심부전 환자에게 LVAD치료, LVAD 부작용

Worries and uncertainty
(Concerns about the future, survival, care needs, potential complications
and financial concerns)

Role of family and caregivers

Comprehensive assessment of understanding and needs

Planning for the future

Advance directives

Discussing the potential need for device withdrawal

Symptom management at the end of life

1 VAD implantation Clinical Guideline의료인을 위한 심실보조장치 실무지침서최남경

DT LVAD 환자의 생애말 자가관리 및
의사소통 문제의 개요

Ben Gal & Jaarsma
(2013)

3

Communication

Self-care of LVAD patient
  Self care maintenance(e.g. taking medication, regular exercise)
  Symptom monitoring(e.g. weight change)
  Symptom management (e.g. taking extra diuretics)
  Taking care of the driveline exit site wound
  Monitoring signs of infections
  Anticoagulant
  Fluid balance and the power supply
  LVAD alarm

Major Issue at the end of life in LVAD patients

시스템 관련 안내

HEARTMATE 3 사용지침Thoratec Copera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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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주제 항목 세부항목

General LVAD Information

Indications for use of LVAD therapy

Components of the LVAD

Postoperative hemodynamics

Emergency response for mechanical failure

Appropriate medications

Dressing change protocols

Complications related to LVAD therapy

Equipment management

System controller and alarms,  external power equipment, batteries,
traveling, equipment, equipment maintenance, and outpatient
expectations

Documentation of LVAD parameter

Dressing at the driveline exit site

Respond to system controller alarms

Emergency situation

Local Physician, Hospital, and Emergency
Department Nurses Education

Other Community Members Education

VAD function and components

History and examination for the LVAD patient

Recommended emergency department evaluation

Complications
LVAD-specific complications, LVAD-associated complications,
resuscitation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in acute heart failure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in end-stage chronic heart failure

Terms describing various indications for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INTERMACS (Interagency Registry for Mechanically Assisted
Circulatory Support) stages

Indication

Patient and Family Caregiver Education

Nurse Education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and heart
transplantation

5
Long et al.

(2019)

LVAD 역학, 적응증, 정상 기능 및 구성요
소, 응급실을 방문하는 LVAD환자의 합병

증 사정과 관리에 대한 문헌고찰

LVAD 환자 치료를 위한 교육내용
Bond et al.

(2004)
4

2016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Ponikowski et al.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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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주제 항목 세부항목

Patient evaluation and timing of implantation

Preoperative orgarn fuction optimization

Concomitatnt cardiac conditions including
arrhythmias

Managemnet of non-cardiac comorbidites

System selection

Postoperative management in the intensive unit

Anticoagulation

Rehabilitation

Discharge after ventricular assist device implantation

Driveline site management

Blood pressure management and heart failure medication

Complications intrinsic to the pump

Complications related to pump-patient interface

Gastrointestinal bleeding

Cerebral vascular accidents, intracranial haemorrhages and strokes

Arrhythmia

Aoric insufficiency and late right heart failure

Infection

Symptom management

Psychosocial and spiritual concerns

Device-specific and physiological considerations

Readmission causes
Anemia, bleeding, and GI bleed with patients presenting with dark stools,
fatigue, dyspnea, weakness, low hemoglobin (Hgb) levels, and epistaxis

Signs and symptoms Infection, weakness, fatigue, weight loss, falls, and delirium

Complications

Ene-of-life care

Outpatient Care

Kaiser(2019)8
 LVAD 환자 재입원과 관련된 증상 및

심리사회적 요인

7
Long-term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LT-MCS) 가이드라인
Potapov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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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주제 항목 세부항목

Method of orientation

Basic science (eg, pathophysiology)

Biomedical engineering concepts

VAD physiology/mechanics

VAD initiation, maintenance, and troubleshooting

Surgical techniqu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MCS patients

Coding/billing

Case management

Quality/performance improvement

Heart transplantation

Organ donation and procurement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Total duration/length of orientation

LVAD개요  

Major complications
Hypotension, Infection, Sepsis, Gastrointestinal bleeding, Dysrhythmias,
Neurologic events

Critical alarms

CPR and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End-of-life issues

Topics9

10
 간호측면에서 살펴본

 LVAD 환자에 대한 간략한 개요
Chmielinski & Koons

(2017)

기계 순환 지원(MCS)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역할 조사

 Casida & Ilacqu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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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RB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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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LVAD 교육요구도 측정도구의 전문가 타당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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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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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도구 신뢰도 평가 결과 

1)  MCS Innovation in Nursing Appraisal Scale 신뢰도 평가결과 

  Cronbach's alpha 항목수 

혁신의 확산(수용)단계 0.744 14 

혁신에 대한 인지적 특성 0.460 9 

커뮤니케이션 채널 0.551 5 

 

2)  LVAD 교육요구도 신뢰도 평가결과 

 

변수 Cronbach's alpha 항목수   

보유도 

기본지식 0.909 9   

전후관리 0.903 10   

환자관리 0.882 11   

응급대처 0.886 7   

사회심리 0.88 4   

중요도 

기본지식 0.956 9   

전후관리 0.935 10   

환자관리 0.963 11   

응급대처 0.975 7   

사회심리 0.932 4   

Total 0.96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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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대상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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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Needs of Nurses Managing Patients 

with a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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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of nurses in 

managing patients with a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  

 

Methods 

For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nurses from two tertiary medical centers in Seoul, Korea. Eligible nurses 

were required to have at least one experience in managing patients undergoing 

LVAD. A total of 128 nurs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May 12th, 2021, to 

May 21st, 2021. Nurse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assessing 

sociodemographic data, their experience with LVAD education programs, and 

educational needs in managing patients with LVA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paired sample t-test. To 

prioritize the educational needs of managing individuals undergoing LVAD, we 

used Borich's demand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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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ur sample consisted of 128 nurses. The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women (n = 120, 93.75%), and the mean age was of 31.85 years (SD = 

6.018, range 24-51). Nurses reported an average of 7.4 years of nursing 

experience (SD = 5.651, range 1-29) and an average of 5.18 years in working 

with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conditions (SD = 4.559, range 0.4-23). 

Nurses mostly worked in general wards (n = 65, 50.8%) or intensive care units 

(n = 57, 44.5%).  

Although 119 out of 128 nurses had educational experience managing LVAD 

patients, they still reported high educational needs. Attending a lecture once a 

year was the most commonly reported LVAD management training. Regarding 

nurses’ perception of LVAD, the item with the lowest agreement was 'I enjoy 

taking care of the LVAD patients.' The item with the highest agreement was 'I 

am always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LVAD therapy.' 

 

2. Participants’ degree of retention (current level of competence) was 

lower than ‘the degree of importance’ (needed level of competence) in all 

items regarding education needs (p < 0.001). The priority topics that emerged 

through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include: ‘CPR of LVAD Patient,’ ‘Crisis management on Power outage,’ 

‘Discharge education,’ ‘Post-operative Precautions before examination,’ 

‘Recognition of Emergencies,’ ‘LVAD Controller Changing Method,’ 

‘Preparation of Back-up controller,’ ‘LVAD alarm management,’ 

‘Contraindications of LVAD,’ and ‘Dressing method of LVAD driv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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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dditionally compared priorities in educational needs between nurses 

from general wards and nurses from intensive care units. In both general wards 

and intensive care units, the topics that emerged as top priorities were ‘CPR of 

LVAD Patient,’ ‘Crisis management on Power outage,’ ‘LVAD Controller 

Changing Method,’ and ‘Preparation of Back-up controller.’ In nurses 

working in general wards, other priorities were ‘Discharge education,’'Post-

operative Precautions before an examination,’ 'Recognition of Emergencies,’ 

‘LVAD alarm management,’ ‘Showering after LVAD surgery,’ and 

‘Meaning and Types of LVAD alarms.’ ‘LVAD pump setting method’ was 

an additional priority for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Conclusion 

Overall, nurses were positive about LVAD as the last palliative option for 

people with end-stage heart failure. They reported that they needed to improve 

their competency in managing patients with LVAD. Nurses were very interested 

in pursuing additional education about LVAD management. Among the ten 

highest educational priorities, five topics were in the domain of ‘emergencies 

management.’ Developing future education programs needs to consider 

nurses’ priorities and training modalities to make more accessible and 

sustainable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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