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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repares an educational program which helps 

the patients reduce anxiety on surgery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biggest emotional crises and increase 

reliability on surgery by increasing positive effect in 

recovery process. Then it asks nurses to provide 

information on nursing before surgery to identify the effect 

of nursing intervention on emotional status before surgery 

and pain after surgery, which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enrichment of whole-person nursing and autonomy in 

special fields.   

  The study targets the patients who are going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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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or spinal anesthesia in C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wangju city from August 29, 

2005 to September 30, 2005.   

  After the survey of the subjects who fit for this study, it 

targets 42 patients who were provided information for 

fifteen minutes one day before surgery and 43 ones who 

were not provided information at all.  A total number of the 

subjects were 85. 

  This study used various tools to measure anxiety and 

anxiety factors, depression and vital signs in recovery 

rooms and operation rooms. To measure pain after surgery, 

it used VAS one day after surgery.   

  For analysis of data, it used SPSS program and the results 

were managed on computer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calculated as real number and percentage, and 

to demonstrate similarity, it used χ
2
-test. To demonstrate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t use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ho were provided information 

one day before surger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ispositional anxiety (p=.772), status anxiety(p=.385), 

anxiety factors (p=.318), and depression(p=.318)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who were not provided 

information at all. However, in respect to vital sig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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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al response of emotional status on the day of 

surger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ystolic blood 

pressures (p=.020)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p=.024).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ital sign at 

operation room and pain after surgery, bu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lower results than control group.  It means 

that emotional status before surgery is related to pain after 

surgery and suggests that providing information is effective 

in emotional status and pain of the patients. So when the 

results are applied  clinically, they will contribute to 

increase of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nursing interv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  

 1) We have to develop diverse studies and organized tools 

in respect to how to provide information before surgery. 

 2) To increase the effect of hypothesis demonstration, 

hospitals have to prepare repetitive research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amples.    

 3) We need further research for analysis on how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periods and methods to use measur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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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쾌락한 삶을 영

위하려고 노력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입

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으로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심리적 ․ 정서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그 개인과 환경과의 평형상태의 

혼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강순아,1995). 특히 병원에 입

원하여 수술 받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대소를 막론하고 일생일대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수술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최근의 

수술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상해적 수술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아

직까지도 대부분의 수술이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고 또한 통증

을 수반하게 된다(이원희,1999).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실의 낯선 환경, 과도한 노출, 경험하지 못한 

수술과 마취과정, 친지나 가족들에게서 전해들은 잘못된 인식, 진단의 정확

성, 수술에 대한 불확실성, 거세불안, 죽음, 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수술 후 성공 여부 및 초래되는 신체상의 변화 등으로 불편함과 불

안, 우울 등, 심한 정서적 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주희, 

1984; 이미화,1979; 양기우,1995; 전산초,1978; 김영숙,1980;     

Wiens,1998) 이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강화정,1998; Ray & Filzgibbon,1981).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수술의 

경과 혹은 예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Dumas,1963). 

  수술을 받게 될 환자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신과 관계된 일들 즉 

진단명, 통증, 불편감, 신체상 파괴, 죽음, 가정으로부터의 분리, 사회․경제적 

변화, 생활 계획의 무너짐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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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과 수술, 수술 전후의 과정, 수술 후 회복, 수술집

도의 등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amevali; 1966).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수술 후 회복과 안녕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서적 측면의 간호중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

들도 의료인이 자신의 신체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고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

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의 문제를 호

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정복례,1991).

  불안은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를 나타내며 질병경과나 회복에 좋지 못한 영

향을 주므로(김조자,1971) 수술 전 환자 불안 완화는 간호의 중요한 중재로 

인식되어 왔으며(이영숙,1994) 적절한 정서적 지지 관리가 중요하다.

  김분한 등(2000)은 수술 전 교육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수술 전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박선남(1998)은 편도

선 절제술 환아에게 만화를 이용한 수술 전 정보를 제공하여 수술 전 불안 

완화에 효과적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수술 전 불안이 높으면 수술 후 통증의 지각이 높으며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해 회복기간과 입원 일수를 지연시킨다는 보고도 있다(Johnson 

& Leventhal, Totas 1978).

  수술 전 환자 방문은 수술 중에 함께 있게 될 간호사가 환자를 알게 되고 

직접 환자의 행위를 관찰하고 적절한 간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며 간호 과정의 수행과 환자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토대로써 질

적인 간호를 촉진한다.

  수술 전 간호중재를 통한 환자 교육은 수술을 받게 될 환자의 집단과 수술

일 수술 전․후의 과정 등에 대해 알고자하는 교육적 요구를 가능한 한 충족시

켜주고 합병증 예방과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하게 해준다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전경란,1992). 더구나 수술실 간호사에 의한 

방문 간호는 수술실의 낯선 환경에서 오는 생소함과 수술에 대한 그릇된 지

식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주어 환자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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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추고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강지연,1992). 

  김주희(1984)의 지지적 접촉과 환자 교육이 수술 후 동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와, 김조자(1972)의 수술 전 심리간호가 수술 후 환자의 회복

과정을 순조롭게 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Anderson & Masur(1984)는 정

보제공이 감정상태, 신체적 증상, 만족 그리고 개인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수술 전 환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대부분의 환자들은 문서로 된 소책자나 

비디오 같은 자료보다는 직접 만나서 애기 듣는 것을 원한다는 보고가 많았

다(Wisiac, Kroll and List,1991; Gillies and Baldwint,2001; 

Stanley Walters and Maddern,1998; Nitingale,1992).

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환자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수술 환경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수술 환경에 적응하고 수술환자로 하여금 수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선행연구들의 교육도

구를 참고로 수정 보완 재 제작하고 이를 수술환자에게 제공하여 수술 전 정

서 상태와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술환자 

간호 실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실 간호사가 정보제공 할 교육프로그램을 선행연구들의 교육도구  

       를 참고로 제 재작한다. 

둘째, 수술실 간호사 방문에 의한 정보제공이 수술 전 환자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셋째, 수술실 간호사 방문에 의한 정보제공이 수술 전 환자의 활력징후에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넷째, 수술실 간호사 방문에 의한 정보제공이 수술 후 환자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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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 1) 1) 1)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방문 방문 방문 방문 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김분한 등(1999)의 

선행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구한 것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로 선정 될 병원의 실정에 맞추어 재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연구자 소개, 수

술 전 준비, 수술실 환경, 입구, 대기 장소, 수술장 내 전체적 환경, 수술실 

간호사의 모습, 수술방안의 모습, 무균적 손세척법, 마취, 회복실, 수술 후 

관리, 자가 통증 조절기 사용법, 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적 상세하게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다.

2) 2) 2) 2) 수술 수술 수술 수술 환자환자환자환자

  본 연구에서 수술 환자란 일개 대학병원에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30

일까지 약 1개월의 기간 내 입원 환자 중 전신마취나 척수마취를 한 수술 환

자로 수술 소요시간이 2시간~7시간까지의 환자이며 정맥 내 통증 자가 조절

장치를 사용하고 본 연구의 협조에 승낙한 환자이다.

3) 3) 3) 3)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상태상태상태상태

        정서적 상태는 개인이 현재 지니고 있는 감정상태로(최정훈 등,1987) 본 

연구에서는 수술환자가 수술 전에 느끼는 불안과 우울을 일컫는다.

  (1) 불안:

    스트레스나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기

질불안과 상태불안으로 구분된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반응이며, 불안은 관찰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불안감정을 기숙하고  

보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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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질불안: 불안경향이 비교적 변하지 않고 영구적이며 개인차를 지닌  

          동기와 획득된 성향이다.  

   ② 상태불안: 긴장이나 위협을 초래하는 어떤 상황에 개인이 경험하는 주  

         관적인 두려움을 내포한 염려감, 긴장감이나 신경과민증이 의식적  

         으로 지각된 감정으로서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변화하는 개체의 정서적 상태이다(Spielberger,1972).

   ③ 혈압, 맥박수: 불안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불안은 수술 전날 마취승락서와 수술승락서에 서명한 시

간대에 자가 보고형의 상태 ․ 기질 불안 측정도구(Spielberger의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총40문항을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한 검사지)와 불안요인 측정도구(박용규(1986)의 불안요인 항목을 강복

순이 수정 보완한)로 측정한 불안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점

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맥박수와 혈압은 수술실로 이동 전 병실에서 간호

사에 의해 측정된 활력징후와 수술실에서 마취시작 전 마취기에 의해 측정된 

활력징후다.

  (2) 우울

  *이론적 정의

     정서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외적인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성 우울(reactive depression)과 

예측되는 앞으로의 상황에 의해 올 수 있는 예기되는 우울(anticipactory 

depression)을 포함하는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

내는 정서장애다(Battle, 1978).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1972년에 개발하고 전겸규 이민규(1992)가 번안한 CES - 

D(The Center for Epidemeologic Studies-Depression)도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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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된 수술 전 우울점수를 말하며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4) 4) 4) 4) 통증통증통증통증

  *이론적 정의 

     신체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정적 ․ 정서적 경험

이며(Coyle,1985) 주관적이고 정신적, 심리적 복합요소를 포함한 총체적 

개념이다(Wolf,1980).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정맥 내 통증 자가 조절장치를 부착한 환자가 

수술 후 1일째에 느끼는 통증을 10점 척도인 시각적 상사 척도(VAS; 

Visual Analog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여 점수화 한 것을 말한다.

5) 5) 5) 5) 정맥 정맥 정맥 정맥 내 내 내 내 통증 통증 통증 통증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조절장치조절장치조절장치조절장치

 (Intravenous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IV-PCA)

  *이론적 정의

     컴퓨터 장치가 탈린 펌프를 통해 환자 자신이 약물투여량과 주입에 필

요한 시간 등을 작동시켜서 스스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진통제를 투

여하는 것이다(함태수와 오용석,1999). 정맥 내 자가 조절장치는 지속주입, 

잠금장치, 일시투여량으로 되어있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1개 대학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매시간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Baxter Infuser(Baxter Health Care 

Cooperation, USA)를 이용했다. 이에 사용되는 약 제조는 주로 

Fentanyl, Ketorolac Tromethamine, 로 약 용량은 환자의 체중, 나이 

및 순환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전 통증클리닉의 방문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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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ⅡⅡⅡ.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설계설계설계설계

  본 연구는 수술 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교육, 지

지 및 상담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고안되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수술 전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을 실험군으로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으로 파악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 실험 연구로 

설계되었다.

                            <그림1>  연구 설계 모형

      구분      교육프로      1차           2차          3차          4차

                그램적용      적용후        적용후       적용후        적용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수술전날      수술전날      수술당일     수술당일      수술후

      시기     저녁6~8시     저녁 6~9시   병실에서     마취직전      1일째

     조사항목                 설문조사      활력징후     활력징후      통증

     실험군        X         Ye1          Ye2         Ye3          Ye4

     대조군                   Yc1          Yc2         Yc3          Yc4

                          X     교육프로그램적용                Ye1~4      실험군의 적용후조사

                                                                 Yc1~4      대조군의 적용후조사

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의 C대학병원에서 2005년 8월 29일부

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나 척수마취하의 계획된 수술을 

받을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1) 계획된 정규 수술환자로 19세~80세 미만 남녀 환자

  2) 전신마취나 척수마취(경막하 마취)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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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맥 내 통증 자가 조절장치를 부착한 환자

  4) 질문지의 문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자

  5)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환자

  6) 정신적 질환이 없는 환자

 실험군 42명, 대조군 43명으로 총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3. 3. 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도구도구도구도구

  1) 1) 1) 1)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수술 전 교육프로그램 자료는 수술 전 사전 정보제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교육도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대상 병원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안하였으

며 마취과 교수와 수술실 수간호사와의 검토, 토의 후 전신마취환자용과 척

수마취환자용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교육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 소개와 인사, 수술 전 준비, 수술실 환경, 수술

실 입구 대기 장소, 수술장 입실(수술실 복도, 수술실 안), 마취준비와 시작

(여러 가지 장비와 수술 침대), 무균적 손 세척법, 수술준비와 시작, 회복(회

복실에서의 간호), 병실에서의 수술 후 관리 등으로 비교적 시간적 순차에 

의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의 질문 또는 간호요구사항에 반응하고 교

육을 마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15분 ~ 

20여분 정도 교육하였다.

        2) 2) 2) 2)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13문항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술관련 특

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대상자가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종교, 학력, 직업, 경제력, 가족 수 등 8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술관련 특성은 입원경험, 입원동기, 수술경험, 다른 

질병의 유무, 수술결정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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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불안 불안 불안 불안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도구도구도구도구

        연구대상자의 불안측정을 하기위해 Spielberger(1975) 등이 개발한 자

기 보 고 형 의 상 태 - 기 질 불 안 측 정 도 구 ( S t a t e - T r a i t A n x i e t y 

Inventory;STAI)를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태불안은 특정시기에 대한 10개의 긍정문항과 10개의 부정문항의 2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 척도로 긍정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기질불안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에 

대한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의 평점법을 측정하였으며 최저 20

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 록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우리나라에서 김정택과 신동균(1978)에 의해 이루러진 불안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기질불안이 α= .86, 상태불안이 α=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문항을 Chronbach's Alpha로 분석한 결과 신뢰도

는 기질불안이 α= .847, 상태불안이 α= .863이었다.

        4) 4) 4) 4) 불안요인 불안요인 불안요인 불안요인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불안요인 항목은 박용규(1986), 채임순(1992)의 불안요인 항목을 수정 

보완한 강복순(1999)의 20개 항목 불안요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불안 점

수를 구하였다. 불안요인 척도는 모두 Likert형으로 되어있어 각 문항별 점

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신뢰도는 박용규(1986)에 의하여 사용한 

당시 신뢰도 α= .92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문항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α= .631이었다.

  5) 5) 5) 5)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정상적인 기분의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상에 있는 우울증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 보건 연구원에서 1972년 CES-P(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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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Epidemedogic Studies Depression)도구를 전겸구와 이인규

(1992)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부정적인 문항 16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 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adloff(1979)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가 

Chronbach's α= .85, 전겸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926이었다.

        6) 6) 6) 6) 활력징후활력징후활력징후활력징후

  수술 30분~1시간 전 병실에서의 활력징후는 환자의 챠트를 통하여 수집

하였고 마취 시작 전 수술실에서의 맥박은 EKG기계인 HELLIGE 

SERVOMED를 통하여 혈압은 마취기상에 부착된 혈압기로 측정하였다. 

        7) 7) 7) 7) 통증통증통증통증

  수술환자 자신이 수술 후 1일째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맨 왼쪽은 ‘전

혀 아프지 않다’(0점)과 맨 오른쪽에 ‘매우 아프다’(10점)이 적힌 수평

선상에 대상자 자신이 느끼는 통증강도에 해당하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한 후 

점수가 높을 수 록 통증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4. 4. 4. 4.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수집 수집 수집 수집 과정과정과정과정

  자료 수집은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대상

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 할 의사를 밝힌 환자 

92명 중 실험군 42명, 대조군 43명으로 총 85명에게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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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술 전날 수술이 확정 된 환자 중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

자를 선정하고 방문하였다.

  ② 대조군에게 수술실간호사(교육프로그램을 보지 않음)가 수술 전날 마취

승낙와 수술승낙서에 서명한 시간대에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일반적인 특성, 기질-상태불안, 불안요인, 우울)를 주어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챠트를 통해 수술실로 이동전의 병실에서의 활력징

후자료를 수집하고, 마취직전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술 후 1일째 병실을 방문하여 통증정도를 측정하였다.

  ③ 실험군에게 수술실 간호사(연구자)가 수술 전날 마취승낙서와 수술승낙

서에 서명한 시간대에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15

분~20여분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을 실시한 후 설

문지(일반적 특성, 기질-상태불안, 불안요인, 우울)를 주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챠트를 통해 수술실로 이동전의 병실에서의 활력징

후 자료를 수집하고, 마취직전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술 후 1일째 병실을 방문하여 통증정도를 측정하였다.

5. 5. 5. 5.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가설가설가설가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수술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수술 전 환자의 정서 

상태와 활력징후,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수술실 간호사에 의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  

       에 비해 수술 전 기질불안과 상태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수술실 간호사에 의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  

       에 비해 수술 전 불안요인 점수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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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수술실 간호사에 의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  

       에 비해 수술 전 우울 점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4) 수술실 간호사에 의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  

       에 비해 수술 전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맥박 수가 낮을 것이다. 

가설 5) 수술실 간호사에 의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  

       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6. 6. 6. 6. 자료분석 자료분석 자료분석 자료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test방법을 이용하였다.

 3) 가설 검증을 위해 두 군간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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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ⅢⅢⅢ. . . . 연구결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1. 1. 1. 1.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특성특성특성특성

 1) 1) 1) 1)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48.24%, 여자 

51.76%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 분포는 40세 미만이 23.53%, 40세에서 50세 미만이 24.71%, 50

세에서 60세 미만이 27.06%, 60세 이상이 24.71%의 비중을 보이고 있

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14.12%, 기혼이 78.82%, 기타 7.06%로 기혼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43.53%, 종교를 가진 사람이 56.47%의 비

율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74.12%,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는 25.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 관련특성은 사무직은 32.94%, 농업 및 생산노무직은 22.35%, 주

부 및 기타는 44.7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력 수준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은 54.12%, 100이상-250만원 미만

은 31.76%, 250만원 이상은 14.12%로 나타났다.

   가족수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2명 이하는 22.35%, 3-5명은 63.53%, 

6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1.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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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N=85

특성 구분
실험군 대조군 계

N % N % N %

성별

남 15 35.71 26 60.47 41 48.24 

=1.375

df=1

p=.183
여 27 64.29 17 39.53 44 51.76 

연령

40미만 12 28.57 8 18.60 20 23.53 


=1.574

df=3

p=.123

40-50 11 26.19 10 23.26 21 24.71 

50-60 11 26.19 12 27.91 23 27.06 

60이상 8 19.05 13 30.23 21 24.71 

결혼여

부

미혼 6 14.29 6 13.95 12 14.12 

=.227

df=2

p=.822

기혼 34 80.95 33 76.74 67 78.82 

기타 2 4.76 4   9.31  6  7.06 

 

종교

무 17 40.48 20 46.51 37 43.53 

=-1.146

df=1

p=.259
유 25 59.52 23 53.49 48 56.47 

학력

고졸이하 31 73.81 32 74.42 63 74.12 

=.085

df=1

p=.926
대졸이상 11 26.19 11 25.58 22 25.88 

직업

사무직 11 26.19 17 39.53 28 32.94 


=.828

df=2

p=.413

생산직 12 28.57 7 16.28 19 22.35 

주부 및 

기타
19 45.24 19 44.19 38 44.71 

경제력

하 20 47.62 26 60.47 46 54.12 

=.696

df=2

p=.490

중 16 38.10 11 25.58 27 31.76 

상 6 14.28 6 13.95 12 14.12 

가족수

2명이하 10 23.81 9 20.93 19 22.35 


=1.266

df=3

p=.213

3-5명 28 66.67 26 60.47 54 63.53 

6명이상 4 9.52 6 13.95 10 11.76 

기타 0 0.00 2  4.65 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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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수술관련 수술관련 수술관련 수술관련 특성특성특성특성

  <표 1-2>에서와 같이 과거에 입원경험의 유무와 관련해서 입원경험이 있

는 환자의 비율은 64.71%, 입원경험이 없는 환자의 비율은 35.29%로 나

타났다. 실험군에서는 57.14%, 대조군에서는 72.09%가 입원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135). 

  입원을 하게 된 동기는 사전에 계획 하에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50.59%, 

급작스럽게 입원한 환자는 49.41%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수술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수술경험이 있는 환자는 50.59%, 수

술경험이 없는 환자는 49.41%였으며, 실험군에서는 45.24%, 대조군에서

는 55.81%가 수술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257).

  수술질환 외에 다른 병증의 유, 무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48.24%,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51.76%로 상당수의 환자가 합병

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p==.320).

  수술 결정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에 대한 답변에서는 본인이 

50.59%, 가족이나 친지가 32.94%, 기타가 16.47%로 나타났으며 실험군

에서는 본인이 40.48%, 가족 및 친지는 38.09%, 기타는 21.43%였으며, 

대조군에서는 본인이 60.47%, 가족이나 친지는 27.91%, 기타는 11.62%

로 나타나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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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N=85

특성 구분
실험군 대조군 계

N % N % N %

입원

경험

유 24 57.14 31 72.09 55 64.71 

=-1.523

df=1

p=.135무 18 42.86 12 27.91 30 35.29 

입원

동기

계획 21 50.00 22 51.16 43 50.59 

=-.443

df=1

p=.660갑작 21 50.00 21 48.84 42 49.41 

 

수술

경험

유 19 45.24 24 55.81 43 50.59 

=-1.152

df=1

p=.257무 23 54.76 19 44.19 42 49.41 

기타

질병

심장병 1  2.38 4  9.30 5  5.88 



=-1.047

df=4

p=.320

당뇨병 1  0.24 3  6.98 4  4.71 

고혈압 4  9.52 5 11.63 9 10.59 

기타 9 21.43 14 32.56 23 27.06 

없음 27 64.29 17 39.53 44 51.76 

 

수술

결정

본인 17 40.48 26 60.47 43 50.59 



=-1.347

df=4

p=.186

배우자 10 23.81 7 16.28 17 20.00 

자녀 5 11.90 4  9.30 9 10.59 

친지 1  2.38 1  2.33 2  2.35 

기타 9 21.43 5 11.62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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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정서상태 정서상태 정서상태 정서상태 비교비교비교비교

  수술 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방

문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상태 정도의 차이

를 t-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1) 1) 1) 1)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기질불안 기질불안 기질불안 기질불안 비교비교비교비교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기질불안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총 20문항

으로서 수술 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36.19,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36.74로 

수술 전 정보제공의 차이가 있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292 P=.772).

     2) 2) 2) 2)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상태불안 상태불안 상태불안 상태불안 비교비교비교비교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상태불안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총 20문항으

로서 수술 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41.33,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39.19로 

수술 전 정보제공의 차이가있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878, p=.385).

        3) 3) 3) 3)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불안요인 불안요인 불안요인 불안요인 비교비교비교비교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불안요인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총 20문항

으로서 수술 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44.40,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43.05로 

수술 전 정보제공의 차이가 있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1.01, P=.318).

        4) 4) 4) 4)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우울 우울 우울 우울 비교비교비교비교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우울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서 수술 전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69.60,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66.19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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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전 정보제공의 차이가 있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1.067, P=.292).

<표 2-1>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서상태 차이검증

대상 N
기질불안 상태불안 불안요인 우울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실험군 42 36.19 1.09 41.33 1.48 44.40 .94 69.60 2.20

대조군 43 36.74 1.47 39.19 1.54 43.05 .91 66.19 2.28

t .292 -.878 -1.010 -1.067

p .772 .385 .318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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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활력징후 활력징후 활력징후 활력징후 비교비교비교비교

        1) 1) 1) 1)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병실에서의 병실에서의 병실에서의 병실에서의 활력징후 활력징후 활력징후 활력징후 비교비교비교비교

  병실에서의 활력징후는 병동간호사에 의해 측정된 혈압과 맥박수이다. 

  <표 3-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병실에서의 활력징후의 

평균치는 수축기혈압이 실험군 113.57mmHg 대조군이 119.52mmHg이

며, 이완기혈압은 실험군이 70.24mmHg 대조군이 74.76mmHg, 맥박은 

실험군 74.76, 대조군 75.38로 나타나 혈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p=.020, p=.024). 이는 수술 전 정보제공이 병실에서의 환

자의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맥박에서는 비슷한 수

준으로 측정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2) 2) 2)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수술실에서의 수술실에서의 수술실에서의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 활력징후 활력징후 활력징후 비교비교비교비교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측정 장비에 의해 

측정된 혈압과 맥박수이다. 

  <표 3-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

는 혈압과 맥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병실에서와 달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 3) 3) 활력징후의 활력징후의 활력징후의 활력징후의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전 전 전 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병실과 병실과 병실과 병실과 수술실에서의 수술실에서의 수술실에서의 수술실에서의 차이비교 차이비교 차이비교 차이비교 

   활력징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병실과 수술실에서의 각각의 차이에 대한 

차이검증이다.

   <표 3-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수축기혈압은 실험군에서 병실과 수술실

의 차이 14.93mmHg, 대조군에서 병실과 수술실의 차이 11.46mmHg로 

나타나 났으며 이완기혈압은 실험군이 8.93mmHg, 대조군이 7.48mmHg

이며 맥박은 실험군이 3.50, 대조군은 0.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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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술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활력징후 차이검증 

                                                                        

구분 병실 수술실 차이

수축기 혈압 실험군 113.57 128.50 14.93

대조군 119.52 131.98 11.46

t 2.421 .979 1.334

p  .020 .333  .192

이완기 혈압 실험군 70.24 79.17 8.93

대조군 74.76 82.24 7.48

t 2.339 1.104 .815

p  .024 .276  .387

맥       박 실험군 74.76 78.26 3.50

대조군 75.38 76.19 .81

t .339 -1.441 -1.538

p .736 .15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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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수술 수술 수술 수술 후 후 후 후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통증비교 통증비교 통증비교 통증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술 후 통증 정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1>과 같다.

  수술 후 실험군의 통증의 정도 평균점수는 3.51,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3.71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91, P=.698).

<표 4-1> 수술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 차이 검증  

       대상                N                평균               SE

      실험군              42                3.51               .40

      대조군              43                3.71               .36

        t                                    .391

        p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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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 . . 고찰 고찰 고찰 고찰 

  인간은 속해있는 환경과 끊임없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와 불안, 고통에 대해 생리적․심리적 기전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의 스트레스, 불안, 고통을 감

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격려, 정보제공 및 환

자 교육 등으로 이어져 임상간호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불안과 통증 경

감 법으로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

며 선행연구들을 보면 결과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극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술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전문직 간호 활동의 통합된 부분

(ANA,1973)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술 전 환자의 정서상태에 극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술실간호사에 의해 제공함으로서 수술 전 

환자의 정서상태와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간호 

실무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test를 실

시한 결과,<표 1-1>과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에서 거의 동질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기질불안은 실험군이 평균 36.19, 대조군이 평균 

36.74이었다(p=.772). 이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의 한국 표준화 연구에

서 남녀 대학생의 평균 기질불안 점수 남자 44.20, 여자 44.85와 성인여자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명숙(1994)의 연구에서 평균 44.50점, 또 강화

정(1998)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57.05점에 비해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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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기질불안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교 결과 강복순(1999)의 척추후

궁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상태불안은 실험군이 평균 41.33, 대조군이 평균 

39.19이었다(p=.385). 이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20세 이상 성인남

녀를 대상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하였을 때 성인남자의 상태불안은 평균 

42.97, 성인여자의 상태불안은 평균 44.85로 나타난 결과와 큰 차이가 없

었으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정(1998)의 연구에서 평균 57.59와 개

심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숙자(1998)의 연구에서 실험군 평균 62.11, 대

조군 평균 54.41에 비해 낮으나 미국의 일반 직장인 성인남자들의 평균 상

태불안인 35.7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가 이루어진 

병원이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불안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조화자의(1998)의 자궁적출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명숙(1994) 

사전정보제공과 의도적 접촉에서의 연구, 박정옥(1975), 장금성(1985), 조

혜진(1987), 손행미(1990), 박석종(1995), Martin(1996), Beddows 

(1997), Doering(2000)의 연구 등 정보제공과 불안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에 의

한 정보제공을 지지간호로 실시한 김명자(1985)의 실험 후 상태불안이 유의

하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보고와 주미자(2002)의 위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보고, 강지연(1985)의 위 수술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보고와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불안요인은 실험군이 평균 44.4, 대조군이 평균 

43.05이었다(p=.318).

  이로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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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안 요인 점수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복순

(1999)의 수술 전후의 불안요인 차이검증에서 수술 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의 불안요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우울은 실험군이 평균 69.9, 대조군이 평균 66.19

이었다(p=.292).

  이로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즉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이 수술

에 대한 우울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군이 BDI(Beck Depression Inventory)평균점수인 23.8

(한태형, 한현주, 2000)보다 매우 높으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울측정

도구인 CES-D를 이용하여 우울을 측정한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비

교를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수술환자 간호에 우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정보제공이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정서상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수술로 인한 불안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

구에서는 수술실간호사에 의해 부분적인 정보제공만 이루어 졌으므로 정서상

태 완화에 불충분하였으며 또한 불안측정도구가 자가보고형으로 되어 있어 

환자들의 주관적 조정에 많이 좌우될 가능성을 지지고 있으며 또한 상태불안 

성격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재 후 

즉시 조사하였을 때와 시간이 경과 한 후 조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

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수술 전날 마취승락서와 수술승락서에 서명한 시

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인한 영향이 컸으리라 사료된다. 실제로 실험군에서 

정보제공을 받음으로서 더 현실감이 느껴져 불안하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몇 몇 수술환자에 있어서는 교육 직 후 설문지 작성 중 눈물을 보이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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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수술 전 활력징후를 보면 병실에서 수축기혈압 평균은 실험군

이  113.57mmHg, 대조군이 119.52mmHg(p=.020)이며 이완기혈압 평

균은 실험군이 70.24mmHg, 대조군이 74,76mmHg(p=.024) 맥박 평균

은 실험군이 74.76, 대조군이 75.38(p=.736)이었다.  

이는 맥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혈압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이 수술에 대한 활력징후에

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병실에서의 활력징후에 있어서 본 연

구의 가설 4는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전정숙(1996)의 개복수술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 오경아와 안청자(1997)

의 내시경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 전경운(1986)의 정보제공이 수술환자에

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수술실에서의 수축기혈압 평균은 실험군이   

128.50mmHg, 대조군이 131.98mmHg이며  이완기혈압 평균은 실험군이 

79.17mmHg, 대조군이 82.28mmHg, 맥박 평균은 실험군이 78.26, 대조

군이 76.19이었다.

  이는 수술 전 정보제공이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병실에서의 활력징후 측정결과와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병실과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수술실 입실 전의 

premedication 효과를 배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향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활력징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병실과 수술실에서의 각각의 

차이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보면 수축기혈압은 실험군에서 병실과 수술실

의 차이 14.93mmHg, 대조군에서 병실과 수술실의 차이 11.46mmHg로 

나타나 났으며 이완기혈압은 실험군이 8.93mmHg, 대조군이 7.48mmHg

이며 맥박은 실험군이 3.50, 대조군은 0.81로 나타났다. 

  앞의 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지는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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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체적인 수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력징후가 실험군에서 병실과 수술실과의 차이가 대조군에 비해 크

게 나타난 것을 보면 정보제공을 받아 활력징후가 병실에서 대조군보다 안정

되어 있는 실험군일지라도 막상 수술실에 입실하게 되면 정서상태의 불안정

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술당일 정서상태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박

봉희(1986)와 양기우(1995) 및 강화정(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수술환자의 혈압이 병실보다 수술실에서 더 상승함으로 수

술 전 환자의 정서상태 간호중재의 방법과 시기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통증의 정도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3.51, 대조군이 

3.71로 나타났다. 즉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실험군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의 수술 후 통증의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외과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혜영외(2000)의 연구에서 VAS로 수술1일

째 평균점수 6.38과 이현수(2001)의 복부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7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이다. 그러나 질병이 아닌 수술로 심리적 작용이 

크게 작용했을 제왕절개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현미외(1997)의 연구에서는 

평균 4.13, 정용일외(1999)의 연구에서는 2.80, 김동연외(1998) 연구에서 

3.0, 김윤수외(1998)의 연구에서 3.0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 정도의 차가 작은 것은 과거에 비

해 통증 의학의 발달로 인한 영향이 미쳤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수술 후 진통

제 투여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통증 자가 조절장

치 부착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수술 전 동의서 작성을 위한 수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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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완전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별할 수 없었다.  

둘째, 수술 전의 Premedication의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수술실과 병실에서 사용한 혈압 및 맥박의 측정도구를 일원화 하지 못  

       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G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병원의 환자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대처양상과 관련된 개인특성파악이 미비하여 상태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섯째, 정맥 내 통증 자가 조절장치 이외의 진통제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 

  수술 전날 수술실간호사에 의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내적정서상태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대조군보다 불안정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봐와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막상 다가오

는 수술이라는 현실감에 불안감정도가 높아졌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수술

당일 병실에서 내적정서상태의 생리현상으로 나타나는 외적정서상태인 활력

징후에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전날 정보제공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임은 알 수 있다. 또한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와 수술 후 통증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수치가 낮았다. 본 연

구자가 수술 후 1일째 병실 방문하였을 때 수술실에서의 느낌을 물었더니 실

험군에서 교육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니 너무 좋았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

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수술실간호사가 수술 전날 병실을 방문하여 수술환자가 수술당일 

수술실에서 경험하게 될 절차와 감각에 대한 간호정보를 제공하는 간호중재

가 수술 전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수술 전 정서

상태가 수술 후 통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 적

용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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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ⅤⅤⅤ.  .  .  .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사건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수술로 인해서 오는 불안을 경감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회복과정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여 수술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행연구들의 교육도구를 참고로 제 재작하고, 이를 

수술 전 수술실간호사에 의해 간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수술 전 정서상태와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간호중재 효과를 분석, 규명하여 특수 분야에서의 전

인간호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C대학병

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와 척수마취하에 계획된 수술을 받을 환자를 대상으

로 한 비동등성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의 조사 후 수술 전날 수술실간호사에 의해 약 

15분 정도 소요의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 42명과 정보제공 받지 않은 대조

군 43명으로 총 85명의 대상자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수술 전 불안측정 도구와 불안요인 측정도구, 우울측정도구, 

병실과 수술실에서의 각각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측정도

구로 수술 후 1일째 VAS를 사용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test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두 군간의 차이는 t-test를 사

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술 전날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술 전 기질

불안(p=.772)과 상태불안(p=.385), 불안요인(p=.318), 우울(p=.292)의 

자가 보고형인 측정도구를 사용한 정서적 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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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수술 당일 정서상태의 생리적 반응인 활력징후에서는 병실에서 수

축기혈압(p=.020)과 이완기혈압(p=.024)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수술실에서의 활력징후와 수술 후 통증정도의 차에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인 수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술 전 정서적 상태가 수술 후 통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

술 전 수술실간호사에 의한 정보제공이 환자의 정서상태와 통증에 효과적이

었음을 시사함으로 이를 임상에 적용함으로서 적극적인 간호중재로 보다 효

율성을 기하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수술 전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 및 체계화된 도구개발이 필  

    요하다.

 2) 가설검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의 표본 수를 늘여 반복   

   연구 할 필요가 있다.

 3) 정보제공과 측정도구 사용 시기와 방법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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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 록 록 록 1111

문헌 문헌 문헌 문헌 고찰고찰고찰고찰

  수술 전의 정보제공은 수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위협감, 긴장, 두

려움,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모호함 그리고 수술 후 예측되

는 통증과 불편감 등의 자극원으로 인한 불안감이 수술 전 환자의 정서 상태

를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며, 또한 수술 후의 통증에도 영향

을 미치리라는 기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1. 1. 1.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수술환자의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정서적 상태상태상태상태

  

  인간의 본성은 총체적이고 전체적이며 그 존재의 한 면에 끼친 영향은 그 

전체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의 인간은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지식의 팽창, 빠른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처해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된 변화는 신체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Rambo,1984). 인간

은 내․외적 자극을 받을 때 그가 가진 대처기전에 따라 적응 혹은 부적응 반

응을 나타내며 정서란 감정적 느낌, 즉 유기체가 자극으로부터 경험하고 있

는 쾌.불쾌 심리상태와 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말한다(김명훈 등,1986).

  수술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인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심한 스트레

스의 하나이며 모든 수술 환자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는다(권기철, 이상연, 

1983). 

     1) 1) 1) 1) 불안불안불안불안

     현대를 불안의 시대로 특정지어도 좋을 만큼 불안은 정신과 환자는 물론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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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다. 더구나 수술을 앞둔 모든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인 불안과 공포는 수술환자들의 

공통적인 정서반응이라는 점에서 불안이 내포하고 있는 심리학적 의미는 매

우 중요하며 또한 다른 종류의 정서반응에 비하여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활동

을 증가시켜 노어에피네피린과 에피네피린의 분비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심

박출량 증가, 기관지 확장, 말초 신경 수축, 혈압상승, 피부 창백 등의 현저

한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Lindsey and Carrier, 1993) 무

기력감, 소외, 고통, 자신에 대한 회의감, 지각능력 및 집중저하 등으로 대처 

능력이 상실되므로 수술의 경과, 회복 및 예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수

술을 앞둔 환자들의 불안은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박상

연,1979; 김윤희,1980; Boore,1987) 

  불안을 Mcfarland(1989)는 알지 못하는 위협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정서적 반응이라 하였고 Gurian와 Miner(1991)는 불안을 자율신경계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내적 불편, 두려움, 불길한 예감의 주관적 상태라고 하였

으며 불안을 최초로 소개한 Freud는 불안을 자아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라고 

하였다. Zung(1971)는 불안을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분류하여 설

명하였는데 정서적 불안은 위협적인 상황을 정서로 나타내는 성질을 말하며 

걱정스러움, 공포, 공황, 염려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신체적 불안은 불안이 

교감신경계의 활동에 따라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경련, 안절

부절, 빈맥, 발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Spielberger 

(1972)는 불안을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며 

관찰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불안감정을 기술하고 보고할 수 있다고 하였

으며 불안의 형태를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으로 분류했다.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와 상황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하는 인간의 정서 상

태 또는 조건이며 주관적이고 긴장이나 염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험이 내재된 환

경이라도 개인이 그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 때는 상태불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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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비교적 낮다고 하였다.  

  반면에 기질불안은 비교적 변화되지 않는 개인적인 특질로서 획득된 행동

성향을 말한다. 즉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변동하

는 성질이나 경향에 개인차가 있음을 말한다. 기질불안은 한 특정위험이나 

위협적인 환경에서 상태불안을 조성하므로 기질불안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불안수준이 높다. 이처럼 불안은 매우 주관적인 정서이므로 개인적

인 특성변수가 불안에 중요하게 적용하게 된다(김정택과 신동균,1978; 강화

정1998). 불안은 비 특정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정

서적 반응으로서 생리적 각성과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걱정행동과 걱정감정

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이은옥, 서문자 외 4

인,1992).

  최옥신(1975)은 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여 조사하였는데 치료와 예후 및 수술에 대해 가장 많은 불안감을 느끼

며 치료와 검사 및 간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보고하였

다. Dodge(1969)는 환자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때 불

안이 생긴다고 하였다.

  수술 전 환자의 불안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술로 인한 활동제한, 가족

과의 격리로 인해 혼자 남겨진 두려움, 경제적 부담과 직장생활에서의 소외

감 또는 실직으로 인한 직업상 문제, 수술 결과의 불확실성, 수술 후 통증과 

불편에 대한 염려, 신체의 영구적 손상 등 수술 후 후유증이나 신체기능의 

저하, 미지에 대한 두려움인 지식부족, 악성일 가능성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 

완전히 회복 될 것인가의 회복기간에 대한 염려, 마취의 위험 등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다고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였다(Hans,1956; 

Carnevali,1966; Graham and Conley,1971; Lagima,1971; 

Johnson,1972; Schimitt. Wooldrige,1973; 김조자,1971; 이미화, 

1979; 김연화,1985; 이은주,1985; 장춘수,1991; 양기우,1995).

  Bruge(1971)은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통증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 45 -

서 통증에 대한 지각은 통증을 경험할 때 개인에게 미치는 정신, 사회, 문화

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며, 그 중 불안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으

며, 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더 불안 해 하였고 상황적인 불안상태, 정신 사

회적 변수, 외과적 변수와 수술 후 통증지각과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

  불안은 통증의 인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불안과 통증이 동시에 발생

할 때 이들은 서로 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Goodell & Rhymess -a, 

1966), 위약(placebo)을 사용하여 불안과 통증 역치의 변화를 연구한 

Evans(1974)는 실험결과 상황불안의 상승 정도가 통증 역치의 변화와 관

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ain(2000)은 수술 전 불안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수술 후 통증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자궁적출술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수술

을 전후하여 대상자들의 불안과 통증, 진통제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수술 

전 상태불안은 수술 직 후의 통증과 수술 후 병실에서의 통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Munafo(2001) 역시 1981년 이후의 연구들 중 상태 및 기질불안과 수술 

후 회복 그리고 수술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27편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정서 및 통증은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수술환자의 불안이 수술 후의 회복 

및 통증,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수술환자들의 불안 수준과 관련된 연구로서 Johnston(1980)은 과

거 Jamis(1958)가 낮은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정도의 불안을 가진 사

람들보다 회복이 더 늦다는 곡선형 관계를 제시한바 있었으나, 그 이후의 연

구들은 대부분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부정적 영향간의 선형관계를 제시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수술환자가 두렵고 불안한 상태로 수술에 임하게 되면 수술과정이나 회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김조자,1972; 김연화,1979;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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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1992; 김정란,1995; Williams and Jones,1968; Wolfer and 

Davis,1970; Auerbach,1973) 김주희(1984)는 수술 전 불안이 높으면 

수술 후 통증이 높다고 하였다. Johnson(1970) 등은 수술 전 불안은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 공포,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의 예측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초기 단계에 적절히 중재되어야 하며 적절한 중재로서 환자

의 불안을 감소시키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인

선,1974).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불안이란 두려움을 내포한 주관적

인 정서반응으로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과 마취 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 불안은 수술 후 질병의 경과와 예후

에 더욱 영향을 주고 있다. 

2) 2) 2) 2) 우울우울우울우울

  수술환자의 또 다른 정서, 심리적 문제는 우울이다. 우울은 BC1500년경

부터 인간의 상태의 일부로서 증상, 증후, 감정상태, 질병, 임상적인 질환으

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기술되어 졌으며(Stuart,1983)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불가사의한 인간 정서 상태의 한 형태로(Stuart 

and Sundeen, 1987)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라고 했다(Beck,1982). 또 정상적인 기분의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의 위치에 있으며 근심,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Battle,1978) 신체적 질환을 지닌 환자의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이

다(Feibel &Springer,1982). 이처럼 우울은 인간의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 되고 있다(김정희,1987).  

  우울의 분류는 신경증적 우울과 정신병적 우울, 반응성 우울과 내인성 우

울, 일차적 우울과 이차적 우울, 단극성 우울과 양극성 우울 등으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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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정균,1988) 가장 보편화된 분류 형태는 내인성 우울(endogenous 

depression)과 반응성 우울(reactive depression)로 나누고 있다.

  모든 우울의 약 75%는 어떤 외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며

(Garber & Seligman,1980; 윤진. 조금호,1983) 반응성 우울은 내인성  

 우울에 비하여 약이나 전기충격치료에 쉽게 호전되며, 유전적인 소인이 없

고, 증상에 있어서도 다소 경하다. 한편 내인성 우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

적인 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증상에 있어서 반응성 

우울에 비해 중한 편인데(Seligman,1975), 본 연구에서는 외적인 사건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

포를 느끼며 우울해진다. 우울은 슬픈 기준의 경험으로부터 현저한 생리적, 

심리적 붕괴로 특정 지워지는 임상증후군까지의 범위를 갖는 다양한 정의를 

가지며(Calarco & Krone,1991), 정서장애이지만 인지능력과 생리적 기능

에도 영향을 준다(Beck,1967).

  우울의 생리적 증상으로는 피로감, 식욕상실, 체중감소, 성적흥미 감소 및 

수면장애가 있고, 정서적 증상으로는 낙담, 애착, 감정의 상실, 부적당한 감

정,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상실, 유쾌한 반응상실이 있으며, 행동상의 증상으

로는 울음, 게으름, 무기력 상태, 정신지연, 자살기도 등이 나타나고, 인지적 

증상으로는 부정적 기대, 비관, 부정적 자기평가, 자기비난, 우유부단, 동기 

상실, 자살사고가 있다 (Buckwalter &Baaich,1984).

  Beck(1967)에 의하면 우울 증후군에 대한 증세로서 슬프고 무감각한 감

정, 부정적인 자아개념, 다른 사람들과 일들로부터의 도피, 수면장애, 활동수

준의 저하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보았다. 임상경험과 관찰을 통해 우울증후

군의 인지적 모형으로서 기본적 3요소 이론을 제한하였는데 경험에 대한 부

정적 해석,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장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등의 

세 가지 인지 형태가 한 조가 되어서 우울 증후군 환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 

자기 세계, 자기 장래에 대해 특이한 양식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다(문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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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암이나 수술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들의 진

단이나 수술 후 예후에 대한 불확실함, 불안 및 우울을 경험하게 되므로(성

은희,1995) 이런 위기 상황에서 환자들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적절하게 중

재하여 환자의 내외적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라 하겠

다.

  Fordyce(1978)는 Merskey & Spear(1967)의 연구를 근거하여 흔히 

환자의 통증과 우울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우울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Jacox(1977)에 의하면 우울은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

라 다른 원인으로 생긴 통증의 강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Leino& 

Magni(1993)는 우울이 통증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이혜련 

2000).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모두 만성통증과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

이었고, 김주희(1984)의 연구에 의하면 개복수술 환자 100명을 각각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수술 전 우울이 높을 수 록 수술 후 통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급성통증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는 수술 전 정서상태가 수술 후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2. 2. 2. 2. 정보제공정보제공정보제공정보제공

  수술환자를 위한 수술 전 간호중재법에는 교육 및 정보제공, 지지 및 접

촉, 마사지, 음악요법, 유머, 지시적 상상요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간호 중재로 선택하여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정보란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지는 조직적 자극으로 

의료 및 간호 상황에서의 정보제공은 간호나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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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이명숙,1994). Nassif(1980)는 환자교육은 환자교육에 대한 의식을 

기르고, 태도에 변화를 주며, 무엇을 선택할 지 판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자교육은 환자가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태도 지식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경 내 있는 학습유발 자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창의적 학습을 만들어 내는 환자와 간호사의 중재라고 정의

했다(신경림,1993).

  우리나라도 1993년 S병원에서의 [환자 권리 장정] 발족으로 인해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됨으로서 이는 환자가 자신의 입장이 존중되는 치료를 받을 권

리뿐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 처치 수술 등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정보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Cohen & Lszarus 

(1979)는 병원의 성격에 대한 정보, 경험할 감각이나 기대되는 부작용에 대

한 정보 및 대처전략에 대한 정보로 나누었고, Levental(1979) 등은 촉각, 

온도각, 시각적 변화 등이 자극에 감각경험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감각정

보, 통증으로 인한 각성상태 즉 심박동 증가, 손에 나는 땀, 긴장감 등 주.객

관적인 증후들과 행동반응에 대하여 알려주는 지시정보, 감각정보 검사과정

에 대하여 알려주는 절차정보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중 감각 정보가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 이다 고 하였다. 

  Padilla, et al(1981)은 절차정보, 감각정보, 지시정보 그리고 의사결정

을 위한 정보를 구분하였는데 절차정보는 사건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며, 

감각정보란 치료적 절차동안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각과 불쾌감을 기술하는 

것이고, 절차동안 불쾌감을 경감시켜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 지시정보이며, 

의사결정 정보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이다. 절차정보 제

공만 받은 군과 절차와 감각정보를 제공받은 군 사이에 불편감, 불쾌감, 통

증, 불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 전 수술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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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구가 높고 수술 전 정보제공이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환자중심이라기 보다는 업무중심으로 제공 되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유형과 내용에 대한 임상적 기준이 

없다. 수술 전 정보제공은 수술 후 간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가 자가 간호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좋은 수

술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서 조기 퇴원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술 전 

정보제공은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미리 교육해

야할 것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통이 비교적 적은 수술 전에 

미리 여유를 두고 가르치고 연습시켜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수술 전 환자 방문의 목적은 수술 전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

로 가장 적절한 상태를 갖도록 하고 수술에 대한 느낌이나 불안을 표현하도

록 기회를 제공하며 수술실의 생소한 환경으로 생길 수 있는 불안을 중재하

기 위함이다. 수술 전 정보제공이 대게 환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충

족시켜주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전산

초,1992). 또 수술 전 환자 방문을 하는 동안 간호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환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Elsass, 

Duedahl, Friis, Moller and Bredgaard Sorensen,1987). 

  이러한 수술 전 방문의 필요성과 가치는 Carnavali(1966)의 수술 전 불

안에 대한 연구와, Weiler(1968)의 수술 전 정보제공과 수술 후 환자의 평

가에 대한 연구 등에서 실증 되었듯이 수술이라는 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은 

수술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수술이 생활유형에 미치는 효과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Kuczynski,1982) 수술 전 교육을 함으로서 대처능력을 높여준다

고 생각된다. Smith(1964)는 정보제공에 있어서 질병자체의 지식전달 보다

는 간호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Lindeman(1973)은 

수술 전 수술실 간호사에 의한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수술 

후 불안 정도에 중요한 감소가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교육 및 정보제공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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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국외 연구들 중 Matin(1996)의 외과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수술실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술 후 24시간에서 72시간의 불안이 유의하게 낮았고 수술 전의 낮은 불안

수준은 통증 및 오심 감소, 독립성 부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수술 

후 입원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어서 Beddows(1997)는 40명의 수술환자 중 입원 전 가정 방문과 입

원 첫날 인터뷰를 통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불안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Doering(2000) 등은 고관절 대치

술 예정환자 100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입원부터 수술, 

퇴원 전까지의 실제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수술 당일 아침과 수술 후 2일째 아침에 유의하게 

낮은 불안 수준을 보였고 수술 후 진통제를 덜 요구하였다.

  국내 연구들 중에는 강지연(1992)의 연구에서는 위암수술 예정환자 34명

을 대상으로 위 수술과 회복과정 관한 간호내용으로서 수술 전, 중, 후에 환

자가 경험하게 될 감각과 절차 및 해야 할 행위들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한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상태불안 감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면 증진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소

우(1982)는 심장수술환자에게서 녹음테이프를 통해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

이 대조군에 비해 수술 후 상태불안이나 수면, 호르몬 변화에는 효과가 없었

지만 행동변화가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조혜진(1987)은 수술 전날 수술실 간호사의 방문으로 절차와 지시정보를 

받은 실험군은 수술실에서 상태불안 정도가 낮았으므로 수술 전날 방문이 환

자의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박선남(1997)은 만 7세에서 12세

의 편도선 적출술 아동을 대상으로 수술, 마취 회복 등의 내용을 만화형식의 

책자로 정보제공을 하였는데,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상태불안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7세에서 9세의 아동에서는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정하란(2000)은 만 6세에서 12세의 사시수술환자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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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수술 전, 중, 후에 환자가 경험하게 될 절차나 행위를 그림색칠

놀이를 통해 정보제공 하였는데 그 결과 수술 후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소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좋은 환자교육이란 정보, 지지 혹은 둘 다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동변

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수술 전의 환자교육은 환자가 알아야 할 치료, 수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궁금증에 대해서는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

지해 주면서 알고자 하는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어 불안을 감소시키고 고통

을 줄이며 정신적 안정을 얻게 하여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한다(박석종, 

1995).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환자의 욕구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효과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보제공은 요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정보제공은 개인의 지적수준과 발달 시기 및 경험에 맞게 제공함으로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경청할 수 있게 되며, 주어진 정보를 응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상호적인 관계라 볼 수 있다(권경남,1994).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정보

를 제공하는 질적인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수술 전 환자방문은 수술실에 대한 소개 경험, 수술 절차, 수술 전, 중, 후 

간호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술실 전문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김문

실 & 번연순,1994).

3. 3. 3. 3. 수술 수술 수술 수술 후 후 후 후 통증통증통증통증

  통증이란 유해자극의 강도, 지속시간, 부위, 질(guality) 등의 식별요소와 

연관되는 감각경험이며, 괴로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반응 및 근육수축, 

순환반응, 호르몬의 변화를 포함하는 반사활동과 연관된 정서경험이다.

  통각은 신경 로의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유해 감수체(nociceptor)에서 발

생된 전기적 흥분이 중추신경계로 전도되어 척수와 삼차 신경 핵의 신경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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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화시키며 척수 상행 로 세포는 유해자극정보를 뇌간, 시상, 대뇌피질

로 전도한다.

  세상의 다른 분야처럼 의학 분야도 지난 세기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예전에는 그 치료를 상상도 하지 못하던 여러 질병의 정복도 이루어 냈다. 

그러나 한편 질병의 치유와 예방에만 매달려 왔던, 그리하여 단순히 질병의 

없음 상태를 갈망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완전한 건강의 회복, 정상적인 사

회생활로의 복귀와 인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현대의학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많은 환자들의 

수술수요를 증가시켜 왔으며, 신뢰할 만한 진단적 기술과 축적된 마취기술 

및 우수한 치료 장비들로 인해 수술결과의 일대 혁신적인 개가를 이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김문실. 번연순,1994). 그러나 병원에서 흔히 시행

되는 수술이라는 치료적 시술은 치유 목적으로 상처를 수반하며, 아무리 대

수롭지 않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통증을 유발시킨다(Keats, 

1956).

  수술환자의 통증은 절개로 인해 신경, 조직, 근육이 손상되어 구심성 통증

정보를 전달하는 통각감수로가 활성화 되고 histamin, kininc, 

prostaglandin이 방출되며 절개부위의 반사적 근육수축이 물리적 자극이 

되어 직접적으로 물리통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며 수술에 대

한 불안과 공포를 포함한 여러 심리적 요인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Jones,1978). 또한 생체의 신경 절단에 의해 야기되므로 수술부위, 수술창

구의 크기와 비례하는 감각적 경험이며(Sweeny),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인구학적 변수 및 성격, 정서, 인지변수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Murray,1975).

  수술 후 통증의 정도는 수술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술

부위와 통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복부나 흉곽수술 후의 통증의 정도가 심

하다고 보고 하였다(Bonica,1954; Cronin,1973).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기동력이 감소되며 조기이상이 어렵게 되어 혈전형성의 위험이 높아지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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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경계의 활동증가는 카테콜라민의 방출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심한 

경색을 일으키며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킨다. 또 대사와 호르몬의 

활동이 더욱 저하되며 단백질의 분해와 자유지방산의 운동은 더욱 증가한다

고 하였다(Nimmo & Duthie,1987).

  이밖에도 통증은 수면을 방해하여 환자를 피곤하게 하며 피곤함은 동기저

하를 일으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하며 따라서 회복은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Closs,1990). 따라서 수술 후 통증 관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뿐 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는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혜영 외,2000).

  수술 후 통증은 급성이며 통증이 심한 48~72시간까지는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게 된다(허혜경,1994). 강윤희와 이은옥(1971)은 수술 후 통증을 호

소하여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 50명 중에서 수술 당일에는 80%, 수술 후 

1일에는 56%로 많은 환자가 수술 후 통증으로 괴로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진희,2001) Mark & Sachar(1973)는 수술환자의 25~75%가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인하여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수술 후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

인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며, 수술 후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여 건강의 유

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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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 록 록 록 2222

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전신마취전신마취전신마취전신마취

1.연구

자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실 간호사 OOO입니다.

  내일 OO수술이 예정된 OOO님이시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

습니다. 내일이 수술이신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나 수술 전․후 치료와 간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수술이 아닐지라도 수술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동요를 없애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수술 후 합병증을 예

방하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에 필요한 정보와 또 수술실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고자 방문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와 수술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불편하신 점은 없었는지 그

리고 내일 수술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수술 후는 어떠한지 등 궁

금해 하시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수술

전준비

*수술을 위해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마취가 가능한지, 어떤 마취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수술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술 전날 본인 또는 가족이 수술승낙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잘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수술을 받는 것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주고, 

환자나 가족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부터 병원과 의사, 간호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술 전 날밤 12시부터 금식입니다. 이는 마취할 때 음식을 토할 수도 

있으므로 그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포함하여 일체의 음

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화장과 손․발톱의 메니큐어를 지우는데 이는 수술 중 혈액순환의 정도

를 관찰하기 위함이며 여러 가지 장신구, 의치, 의안 등도 제거해야합니

다.

*수술을 담당하는 OOO교수님은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마취과 OOO교수님께서 마취를 해주실 것입니다.

*수술 전 준비로 혈관주사를 맞아야합니다.

*수술 전날은 평안히 잠들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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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 술

실환경

*병실에서 수술 전 준비가 되면 수술시간 30여분 전에 환자 이송원    

이 갖고 온 운반침대를 타시고 보호자와 함께 수술실로 가시게 됩니다. 

수술실은 본 병원 2층 서쪽에 있으며 승강기를 타고 가시게 됩니다. 

    

4.수술

실입구

  

대기

장소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시면 수술실 전용운반침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이때 수술실 간호사가 OOO님을 확인하여 맞이하고 수술실내대기 장

소로 이동한 후 수술 전 준비상태 몇 가지를 점검하면서 잠시 기다리

시게 됩니다. 

*OOO님이 수술하시는 동안 보호자 분은 수술현황판 있는 곳이나 병실

로 가서 기다리시게 됩니다. 보호자님께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

게 될 것입니다. 

*수술실은 수술이 진행되는 장소로 외부의 오염된 물품이나 외부사    

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5 . 수 술

장 입실

여 러 가

지 장 비  

   

*OOO님의 수술 준비가 끝나면, 수술실 담당 간호사가 OOO님을 확인

한 후, 담당과 의사나 간호사가 지정된 수술방까지 옮겨드릴 것입니

다.(수술실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OOO님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초록색    

옷을 입은 수술담당 간호사와 마취 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수술방안은 환하고 방 한가운데에는 수술 침대가 놓여있으며 수술에 

필요한 여러 수술기계와 마취기계들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큰 수술 등

이 있으며 수술침대 위쪽에는 심장기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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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취

  

 수술

 시작

*수술 팀이 운반 침대에서 수술침대로 옮겨 눕히고 마취과 의사가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혈압계를 팔에 감고 3개의 패드를 양 

어깨와 오른쪽 갈비뼈 밑에 붙입니다. 그 패드 가운데는 젤리가 묻어있

어 좀 차가울 것입니다. 또 효과적인 호흡을 하는지 보기 위해 골무모

양의 기구를 손가락에 끼웁니다. 마취중이나 수술 중 잠결에 자기도 모

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수술 부위를 제외 한 양 팔과 양다리를 고정 

시키기 위해 억제대를 합니다.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맥주사 용액이 주입되는 관의 고무부위에 마취제를 주입하면 곧 잠

이 들게 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시작 되며 수

술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주무시게 됩니다.

*수술하는 동안은 숨을 쉴 수 있게 기계를 연결하고 기관내에 튜브    

를 넣게 됩니다. 그것이 폐에 도달되어 숨을 쉬게 해 주는 겁니다. 그 

튜브로 인해 수술 후에 목이 아프거나 쉰 목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략 3명중 1명 정도가 인후통을 호소합니다. 

*마취 후 경우에 따라 수술 전에 고무관을 요도로 삽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술 시에 마취로 인해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공

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기 위함이며 보통 수술 후 1~2 일 후에 제거 

합니다.

*마취의사가 마취하는 동안 수술의사와 수술간호사는 무균적 손세쳑법

을 적용하여 손세척을 한 다음 소독된 수술복과 수술 장갑을 착용하여 

마취가 다 되면 수술 팀이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술 부위를 중심

으로 소독수로 넓게 닦으며 소독된 방포로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덮게 됩니다.

*마취, 수술 도중에 혹 위험한 상태일 때는 의사, 간호사가 즉시 대처

하니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환자가 수술이나 회복 중에 있는 일

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줍니다.

7.회복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 눈을 뜨게 되면 그곳이    

회복실이고 옆에 회복실 간호사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회복실 간호사가 의식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몇 번 재게 되는데 정상이 되면 마    

취에서 회복 되신 것으로 봅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함께 있으므로 보호자가 통제됩니다. 수술현황판이    

수술 중에서 회복 중으로 바뀌므로 보호자분들도 알고계십니다.

*회복실에 머무시는 시간은 환자마다 다소 다르지만 보통 40분 ~1시

간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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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복

실입구

*상태가 회복 되면 OOO님을 운반 침대로 옮겨 회복실 간호사와 환자이

송원이 회복실 입구로 모시고 가서 보호자와 함께 (필요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하신 후) 병실로 가시게 됩니다. 

9.수술

후관리

*진통제는 시간에 맞춰 정규적으로 투여 되나 심하게 아플 때는 상황에 

따라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완화술(통증자가 조절 장치)을 받으시면 본인의 통증 조절이 가

능 하며 48시간동안 통증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통증과 

구역질, 구토 등이 없이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구역질, 구토가 있으면 즉시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없앨 수 있는 

약을 드릴 것입니다. 환자 중 1⁄4정도가 구역질과 구토를 경험합니다. 

몇몇 환자들은 하루나 이틀 연장되거나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마취로 인해 생기는 다른 일은 없을 것입니

다. 

*마취를 받는 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이며 아주 드물게는 약물로 

인한 좋지 않은 반응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금식을 계속하며 장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시작 되면 담당 의사

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음료섭취부터 시작합니다. 

*수술 후 심호흡, 기침과 자세변경을 실시합니다. 이의 목적은 폐를 최

대한 확장시켜 마취로 인한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심

호흡은 가슴을 넓게 펴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깊은 숨을 들이 쉬었다가 

내쉬도록 하시고 심호흡을 4~5회 한 후 기침을 하십시오.  자세 변경은 

두 시간마다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부위에 배액관이 부착될 수도 있는데 이는 수술부위의 분비물이 

잘 흘러나오도록 하여 창상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조이거나 빠지

지 않도록 조심하며 배액의 색깔과 양을 관찰합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의사의 지시에 의해 제거합니다.

 10.

마침 

*이상으로 수술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대답해드

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내일 수술실에서 다시 뵐 것입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니 말씀해 주

십시오

척수 척수 척수 척수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경막외 경막외 경막외 경막외 마취 마취 마취 마취 (1-5 (1-5 (1-5 (1-5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와 전신마취와 동일동일동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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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취

  

 수술

 시작

*수술 팀이 운반 침대에서 수술침대로 옮겨 눕히고 마취과 의사가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혈압계를 팔에 감고 3개의 패드를 양 

어깨와 오른쪽 갈비뼈 밑에 붙입니다. 그 패드 가운데는 젤리가 묻어있

어 좀 차가울 것입니다. 

*척수마취를 하기 위해 옆으로 누워 등을 새우등처럼 구부려야 합니다. 

담당과 의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척추의 마취할 부분을 피

부 소독 하게 되는데 조금 차가우실 것입니다. 마취는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하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묵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마

취를 하는 동안 혹시 불편한 점은 말씀하십시오. 마취가 끝나면 똑바로 

눕게 되며 마취의사가 마취된 정도와 마취부위를 확인하는데 피부를 

만져서 감각을 묻기도 하고 알코올 스폰지로 그 차가운 느낌을 묻기도 

합니다. 

*마취 여부가 확인되면 수술을 하기위한 체위로 바꿉니다. 수술 중에 

자기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수술 부위를 제외한 양 팔과 양 다리

를 고정시키기 위해 억제대를 합니다.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취 후 경우에 따라 수술 전에 고무관을 요도로 삽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술 시에 마취로 인해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공

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기 위함이며 보통 척수 마취가 풀리면 제거 하

며 때로는 수술 후 1~2일 후에 제거 하기도합니다.

*마취의사가 마취하는 동안 수술의사와 수술간호사는 무균적 손세쳑법

을 적용하여 손세척을 한 다음 소독된 수술복과 수술 장갑을 착용하여 

마취가 다 되면 수술 팀이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술 부위를 중심

으로 소독수로 넓게 닦으며 소독된 방포로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덮게 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어서 수술 중에 전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도 있    

으며 주무시고 싶으시면 재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팀들이 서    

로 이야기하며 때론 웃고 떠들기도 하고 집도의에 따라 음악을 틀어 

놓을 수도 있는데 혹시 거슬리시면 꺼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마취, 수술 도중에 혹 위험한 상태일 때는 의사, 간호사가 즉시 대처

하니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환자가 수술이나 회복 중에 있는 일

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줍니다.

*수술이 끝나면 추우시거나 떨리실 수도 있고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두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고개를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중에 불편한 점을 말씀하

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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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회 복

실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옮기시게 되며 옆에 회복실 간호사가 도    

와 드릴 것입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몇 번 재게 되는데 정상이 되면 마취에    

서 회복이 되신 것으로 봅니다.

*다른 환자들도 함께 있으므로 보호자가 통제됩니다. 수술현황판이   

수술 중에서 회복 중으로 바뀌므로 보호자분들도 알고계십니다.

*회복실에 머무시는 시간은 환자마다 다소 다르지만 보통 20분 ~    

40분정도 걸립니다.

8 . 회 복

실 입구

*상태가 회복 되면 OOO님을 운반 침대로 옮겨 회복실 간호사와 환    

자이송원이 회복실 입구로 모시고 가서 보호자와 함께 (필요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하신 후) 병실로 가시게 됩니다. 

9 . 수 술

후 관리

*진통제는 시간에 맞춰 정규적으로 투여 되나 심하게 아플 때는 상황

에 따라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완화술(통증자가 조절 장치)을 받으시면 본인의 통증 조절이    

가능 하며 48시간동안 통증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통증과 구역질, 구토 등이 없이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구역질, 구토, 두통이 있으면 즉시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없앨 

수 있는 약을 드릴 것입니다. 환자 중 1⁄4정도가 구역질과 구토를 경

험합니다. 몇몇 환자들은 하루나 이틀 연장되거나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마취로 인해 생기는 다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취를 받는 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이며 아주 드물게는 약물    

로 인한 좋지 않은 반응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특별한 지    

시가 있을 때까지 금식을 계속하며 장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시작    

되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음료섭취부터 시작합니다. 

*수술부위에 배액관이 부착될 수도 있는데 이는 수술부위의 분비물    

이 잘 흘러나오도록 하여 창상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조이    

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배액의 색깔과 양을 관찰합니다. 수    

술 경과에 따라 의사의 지시에 의해 제거합니다.

 10.

마침 

*이상으로 수술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대답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

시오. 저는 내일 수술실에서 다시 뵐 것입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사항

이 있으시면 최대한 도와드릴 것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 61 -

부  록 3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수술을 앞둔 귀하의 정서적 상태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빠른 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은 오직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 

되며 귀하의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립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각 항목마다 솔직히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라오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9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자: 문 애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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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당란에 ∨표를 하시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기타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 상황은?   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      

                         기타      

4. 귀하의 종교는?    무     기독교      유교      천주교      

                     불교      기타      

5. 귀하의 학력은?    무학      초등졸      중등졸      고등졸      

                     대졸      대학원이상    

6. 귀하의 직업은?  상업 ․ 서비스직      회사원 ․ 공무원      

              교무직      노무직     전문직 ․ 기술직      의료직      

                농업      학생      주부      무직      기타    

7. 귀하의 월수입은?   100만원이하      100~250만원         

                      250~450만       450~600만원     

                      600만원이상       

8. 귀하의 가족 수는? 2명이하      3~5명      6명이상     기타         

9. 귀하는 이전에도 입원 경험이 있습니까?(출산으로 인한 것은 제외)

                      있다                 없다     

10. 현재 입원 하게 된 동기는?    계획하여         갑작스럽게      

11. 귀하는 이전에도 수술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    회 (수술종류:          )  없다     

12. 수술 받는 질병 외에 다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기타     

13. 수술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본인      배우자      자녀      친지      기타     

14. 귀하의 수술명은?                   수술부위는?                 

  예정된 수술 시간:

  수술 전 병실에서      혈압      /     ,    맥박     회      

  수술 전 수술실에서      혈압      /     ,    맥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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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들은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느끼는 느끼는 느끼는 느끼는 상태상태상태상태에 대한 내용입니

다.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당신의 느낌과 가장 일치한 란에 ∨∨∨∨표 해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한 문장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바로 답해주십시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나는 기분이 좋다.

2.나는 쉽게 피로해 진다.

3.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4.나도 다른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5.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6.나는 마음이 놓인다.

7.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8.나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려 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9.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10.나는 행복하다.

11.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2.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3.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4.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5.나는 울적하다.

16.나는 만족스럽다.

17.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8.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

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9.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20.나는 요즈음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하면 긴

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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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들은 귀하께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순간에 이순간에 이순간에 이순간에 느끼고 느끼고 느끼고 느끼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당신의 현재 느낌과 일치하는 란에 ∨∨∨∨표 해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한 문장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바로 답해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으로

그렇

다

대단

히

그렇

다

1.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3.나는 긴장되어 있었다.

4.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했다.

5.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6.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7.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8.나는 마음이 놓였다.

9.나는 불안했다.

10.나는 편안하게 느꼈다.

11.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12.나는 짜증스러웠다.

13.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14.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15.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했다.

16.나는 만족스러웠다.

17.나는 걱정하고 있었다.

18.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몰랐다.

19.나는 즐거웠다.

20.나는 마음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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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받게 될 수술로 인하여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염려하는지 염려하는지 염려하는지 염려하는지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란에 ∨∨∨∨표해 주십시오.

매우

염려

된다

상당

히

염려

된다

염려

와

안심

이

반반

이다

거의

염려

되지

않는

다

전혀

염려

되지

않는

다

1.수술 후 고통이나 불평에 대해

2.수술이 잘못될까봐

3.수술 담당의사의 능력 여부에 대해

4.수술도중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에대해 

5.낯선 간호사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

6.간호사와 의사가 성의을 다할 것인가에대해 

7.간호사와 의사가 수술 결과에 대한 

   사실을 숨길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8.기대한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9.가족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짐이 

   될까봐

10.내 자신의 기능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될까봐

11.마취 후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12.수술 후 상태가 악화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13.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14.활동의 제한을 받게 될까봐

15.혹시 수술 후 병원에 오래 있게 될까봐

16.재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17.수술 후에 해야 할 일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

18.수술실의 생소한 환경에 대해

19.수술 전에 행해지는 치료 절차를 

    모르는 것에 대해

20.마취 담당의사의 능력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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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귀하가 얼마나 자주 자주 자주 자주 느끼시고 느끼시고 느끼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셨는지행동하셨는지행동하셨는지행동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으시고 가장 잘 나타난 란에 ∨∨∨∨표해 주십시오.

지난 1주일 동안

거의

드물게

(1일이

하)

때로

(2~3

일)

상당히

(4~5

일)

대부

분

(6~7

일)

1.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

다.

2.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3.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4.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다.

5.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웠다.

6.우울했다.

7.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8.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9.내 인생은 실패작이라 생각했다.

10.두려움을 느꼈다.

11.잠을 설쳤다.

12.행복했다.

13.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4.외로움을 느꼈다.

15.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6.인생이 즐거웠다.

17.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다.

18슬픔을 느꼈다.

19.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20.일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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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통증 통증 통증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도구도구도구도구

수술 후    1일 째

 

   현재 느끼는 귀하의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선상에 ∨∨∨∨표로 나타내십시오.

     

0                                                          10

전혀 아프지 않다                                               매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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