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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sition change from supine to Fowler's on back
pain and discomfort in patients who remained on bed rest after undergoing PCIs with a vascular closure device.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35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coronary-care unit to perform PCIs with
a vascular closure device at S hospital in Seoul from December, 2006 to May, 2007. Back pain, discomfort,
presence and grade of bleeding and hematoma from femoral arterial puncture site and blood pressure/pulse rate
were measured prior to, 10 minutes, 1 hour and 2 hours after position chang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s and t-tests using SPSS/WIN 12.0 for Windows program. The level of significance (⍺) was set
at 0.05 for this study. Results: We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ack pain and discomfort in
10 minutes after position chang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less back pain and discomfort than the control group in 1 hour (p<.01, respectively) and 2 hour (p<.01, respectively) after position chan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sence and grade of bleeding and
hematoma at the puncture site,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in 10 minutes, 1hour and 2hours after position
chang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Fowler's position change after PCIs in, therefore, safe and effective
method of reducing back pain and physical discomfort without causing additional bleeding and changes in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Key Words: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Vascular closure device, Fowler's position change, Back pain,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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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06).
이와 같이 심장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1. 연구의 필요성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
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이환율은 매년 급격히 증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재술은 대퇴동맥에 굵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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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관 (introducer sheath)을 삽임하여 시술할 뿐 아니라

앙와위를 계속 유지한 군이다.

혈전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므로 대퇴동맥 천자부
위에 혈관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기은정, 2001). 따라서

3. 용어정의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는 시술 후에도 8시간동
안 시술한 다리를 곧게 펴고 부동 상태를 유지하며 침상안정

1) 반좌위 체위변경

을 취해야 한다 (Reynolds et al., 2001). 따라서 환자들은 시

반좌위는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의 머리 부분을 45° 올려

술한 다리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Reynolds et al., 2001;

앉은 자세로, 본 연구에서 반좌위 체위변경은 천자부위에

Vaught et al., 2001) 음식섭취 및 배뇨곤란으로 인한 불편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시술한 다리를 곧게 편 채, 앙와위

감을 경험하게 된다 (김은실, 2002).

에서 침대 수평면과 45°되는 지점까지 침대상부를 올려 체

선행연구결과 중재술 후 침대상부를 상승시켜 환자를 앉

위를 변경한 것을 말한다.

히거나 (Pollard et al., 2003) 측위를 취해주면 (Chair et al.,
2003) 환자의 요통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이

2) 요통

러한 체위변경이 대퇴동맥 천자부위의 출혈 및 혈종 등 합

요통은 허리의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 또는

병증 발생을 더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air et

이러한 손상에 관련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al., 2003; Pollard et al., 2003).

불유쾌한 경험이다 (대한통증학회, 2000).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는 혈관 폐쇄 기구가 개발되어 (Lasic et al., 2005)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가 침상안정 시 부동

환자들의 혈관합병증 위험이 예전 보다 감소됨에 따라 시

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정도를 10점 척도의 숫

술 후 침상 안정시간이 4시간으로 감소되었으나 환자들은

자평정척도 (numerial rating scale, NRS)를 이용하여 측정

여전히 요통과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재술 후 부동과

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요통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앙와위와 관련된 통증과 불편감은 환자의 활력징후에도 영

한다.

향을 미칠 수 있으며 (Chan et al., 2006) 나아가 회복을 지
연시킬 수 있다.

3) 불편감

그러나 아직까지 혈관 폐쇄 기구 적용 후 수술로 인한 요

불편감이란 불유쾌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몸이나 마

통과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반좌위 체위가 환자의 요통

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긴장되는 상태이다 (조명희, 이광

과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시행된 적이 없다.

자, 1992). 본 연구에서 김은실 (2002)의 16문항의 불편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폐쇄

측정도구 중 본 연구사용에 부적절한 신체적 불편감 한 문

기구를 적용받고 4시간 부동 및 앙와위를 유지하는 환자들

항을 제외한 15문항으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불편감을

에게 선행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던 반좌위 체위를 경피적

측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 높은 것을 의미

중재술 2시간 후 2시간 동안 취하도록 하여 요통 및 불편감

한다.

과 천자부위의 출혈, 혈종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4) 출혈
출혈은 피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으로, 본 연구에

2. 연구목적

서 출혈 양에 따라 3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가 높을수록 출
혈이 심함을 의미한다 (Chair et al., 2003).

본 연구목적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대퇴동맥 천자
부위를 혈관 폐쇄 기구로 지혈한 후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5) 혈종

에서 4시간 침상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에게 시술 2시간

혈종은 내출혈로 피가 한 곳에 모여 혹처럼 된 것을 말

후 앙와위에서 반좌위로 체위변경 시 체위변경 10분, 1시간,

하며, 본 연구에서 시진, 촉진을 통해 가로×세로의 크기

2시간 후 요통, 불편감, 출혈, 혈종 발생 유무 정도 그리고

(cm)를 재어 3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가 높을수록 혈종정

혈압과 맥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실험군

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Chair et al., 2003; Dumout et al.,

은 앙와위에서 반좌위로 체위를 변경한 군이며, 대조군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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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탈락군을 고려하여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총 40

연구방법

명을 모집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확산의 효과가 있을 것을

1. 연구설계

우려하여 홀수 날 검사 대상자를 실험군, 짝수 날 검사 대상
자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험군 20명 중 반좌

본 연구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고 4시간 침상안

위를 유지하지 못한 1명과, 실험도중 자료수집을 거부한 2

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에게 앙와위에서 반좌위로의 체위변

인을 제외하고 총 1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조군 20명

경이 요통과 불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중 2명은 실험기간 동안 앙와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탈

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nonequivalent

락되었다. 따라서 최종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17명, 대조군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연구설계 모

18명이었다.

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4. 연구도구
2. 연구대상
1) 실험처치
본 연구대상은 서울 S대학교 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실험을 위한 반좌위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시술한

중재술을 받고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폐쇄 기구로 지혈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올려 부동으로 앙와위를 2시간 유지

후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4시간 침상안정을 취

한 상태에서 시술한 다리는 편 채, 각도기를 이용하여 침대

하는 남, 여 성인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다음의 선정기준

수평면과 45°되는 지점까지 침대상부를 올려 환자 체위를

에 의하여 임의표출 하였다.

반좌위로 변경하여 유지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령이 20세 이상인 허혈성 심질환자로 경피적 관상동
맥중재술 후 실험기간 동안 상체 및 시술한 다리를 움

2) 요통
요통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침상안정을 취하는
환자에게 자가 보고를 위해 NR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이지 않고 4시간 침상안정을 취하는 자
 의식이 명료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왼쪽 끝, 전혀 아프지 않다 (0)에서 오른쪽 끝, 매우 아프

 국문해독이 가능한 자

다(10)까지 0에서 1의 간격으로 등급이 표시되어있다. 등

 대퇴동맥 천자부위에 폐쇄 기구를 적용해 지혈한 환자

급의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

 시술 후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입실 시 대퇴동맥 천자

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통이 심한 것을 의미
한다.

부위에 출혈과 혈종 형성이 없는 환자
 요통 및 불편감 감소 목적으로 약을 투여 받지 않은 환자
 요통을 동반한 척추질환이 없는 자

3) 불편감 측정도구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불편감 측정도구는 김은실 (2002)이 사용한 경피적 관상
동맥 풍선 확장술을 받은 환자의 불편감 측정도구 16문항

3. 연구대상

중 성인 간호학 교수 1인과 3년 이상 내과 및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근무 경력 간호사 3인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에

Cohen (1988)에 의한 적절한 대상자 수는 ⍺=.05, 효과

부적합한 신체적 관련 한 문항 나는 누워서 변기를 대고 대

크기 (effect size)=0.5, 검정력 (power)=0.8에 근거해 17명

변보기가 힘들다 를 제외한 후 총 15문항을 이용하였다. 따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10 mins

Posttest 1 hr

Posttest 2 hrs

Experimental Group

E1

X

E2

E2

E2

Control Group

C1

C2

C2

C2

(E1, C1: Back pain, discomfort, blood pressure, pulse rate and grade of bleeding & hematoma prior to intervention, X: Position change from supine to Fowler's, E2, C2:
Back pain, discomfort, blood pressure, pulse rate and grade of bleeding & hematoma prior to intervention).

Figure 1.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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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불편감 측정도구는 신체적 불편감 11문항, 심리적 불

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시술시간이 1시간 미

편감 3문항, 환경적 불편감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이었으며 시술도중 ACT (activated clotting time)결과에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으로 각

따라서 헤파린을 7,000~10,000 IU 투여받았다.

문항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 정도가 높은 것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입실시 본 연구의 목적을 환자와

을 의미한다. 김은실 (2002)의 연구 시 신뢰도는 Cronbach'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연구 동의를 얻었다. 대상자가 연구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이었다.

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직접 읽고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읽을 수 없거나 쓸 수 없는 경우 연구자가 설문지

4) 출혈 측정도구

를 읽어주고 표시하도록 했다.

출혈은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기 위해 천자했던 대퇴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유도 도관 제거 2시간 후 담당의사

동맥에 발생하는 출혈 양에 따라 Grade 0, 1, 2로 구분하여

와 상의 후 앙와위에서 반좌위로 체위를 변경한 후 유지하

측정하였다 (Chair et al., 2003). 출혈 양은 천자부위의 피

였다. 수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술 직후에는

가 묻은 거즈를 저울로 측정한 후 거즈무게 만큼 제외하고

2시간 동안 앙아위를 취하게 한후 2시간 지난 후 반좌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체위변경 전, 체위변경 10분, 1시간, 2

2시간 취하도록 하였다. 침상안정 총 4시간이 (앙아위 2시

시간 후에 실시하였으며 거즈는 매 측정 시 교환하였다.

간, 반좌위 2시간) 끝나는 시점, 즉 연구 종료 시점 후에 다

Grade 0 (전혀 출혈이 없는 상태), Grade 1 (100 cc 미만
의 출혈), Grade 2 (100 cc 이상의 출혈)로 구분하여 단계가
높을수록 출혈이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시 앙와위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자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 허리 마
사지 행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실험군의 연구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5) 혈종 측정도구
혈종은 시진, 촉진을 통하여 천자부위에 혈종이 생긴 부
위를 표시한 후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cm을 재서 크기
에 따라 Grade 0, 1, 2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Chair et al.,
2003; Dumout et al., 2003;). 측정은 체위변경 전, 체위변
경 10분, 1시간, 2시간 후 실시하였다.
Grade 0 (전혀 혈종이 없는 상태), Grade 1 (가로×세로

 반좌위 시행 (유도 도관 제거 2시간 후) 전 앙와위 상태
에서 요통, 불편감, 혈압, 맥박, 출혈 과 혈종 유무 정도
를 측정하였다.
 유도 도관 제거 2시간 후 실험군은 앙와위에서 반좌위
로 체위변경을 시행하였다.
 반좌위 시행 10분, 1시간, 2시간 후에 요통, 불편감, 혈
압, 맥박, 출혈과 혈종 유무 정도를 측정하였다.

1×1 cm 이상, 10×10 cm 미만), Grade 2 (가로×세로

대조군의 연구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0×10 cm 이상)로 구분하여 단계가 높을수록 혈종정도가

 대퇴동맥에 삽입된 유도 도관 제거 후 심혈관 내과 중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환자실에 입실한 대조군에게는 일상적인 간호 (환자를
4시간 동안 허리와 시술한 다리를 구부리거나 움직이

6) 혈압과 맥박

지 못하게 한 채 평평하게 누운 상태에서 침상안정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취하게 하고, 활력징후 측정 및 대퇴동맥 천자부위에

monitor (Solar 8000M Patient Monitor)에 기록된 혈압

출혈, 혈종, 맥박부재 그리고 사지 허혈증상 유무를 관

(non invasive blood pressure, NIBP)을 이용하였고 맥박

찰한다)를 제공하였다.

은 대상자의 요골동맥에서 1분 동안 연구자의 손으로 측정
하였다.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 (유도 도관 제거 2시간 후 10분,
1시간, 2시간 후)에 요통, 불편감, 혈압, 맥박, 출혈과
혈종 유무 정도를 측정하였다.

5. 자료수집
6.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후 간
호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의 환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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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2. 집단 간의 사전 요통, 불편감, 출혈과 혈종정도와 혈압,
맥박의 동질성 검정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요통, 불편감, 혈압, 맥박, 출
혈과 혈종정도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x2-test, t-test를 이용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불편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Cronbach's ⍺계수를 구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

(Table 2).

=.05로 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결과
1) 요통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정

실험처치 10분 후 요통 점수는 대조군 3.39±2.93점, 실
험군 2.06±1.75점으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 112). 그러나 실험처치 1시간, 2시간 후 요통 점수는 대조

다음과 같다 (Table 1). 연구대상자 총 35명 중 남자는 26명

군 4.72±2.76점, 5.56±2.60점, 실험군 1.94±1.64점, 2.12

(74.3%), 여자는 9명 (25.7%)이었다. 평균연령은 60.7±

±1.58점으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1, res-

10.25세로 실험군은 59.4±13.08세, 대조군은 61.9±6.79

pectively) (Table 3).

세였다. 교육정도는 25명 (71.4%)이 고졸 이상이었으며,
18명 (51.4%)이 직업이 있었고, 시술경험은 26 (74.3%)이
없는 상태였다. 시술 후 사용된 혈관 폐쇄 기구는 퍼클로

2)불편감
처치 10분 후 불편감은 대조군 25.1±4.83점, 실험군 24.4
±3.94점으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 643). 그

즈 26명 (74.3%), 안지오 씰 9명 (25.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두 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 성별, 연

러나 실험처치 1시간 후 불편감은 대조군 25.9±4.28점, 실

령, 교육정도, 직업, 결혼상태, 시술 경험, 폐쇄 기구 종류에

험군 23.2±3.35점으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대해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

2.08, p = . 045). 또한 실험처치 2시간 후 불편감은 대조군

났다.

27.7±4.30점, 실험군 22.8±3.32점으로 두 군의 유의한 차

Table 1. Homogeneity for Demograghic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Control group (n=18)

Experimental group (n=17)

n (%) or M±SD

n (%) or M±SD

61.9±6.79

2

x or t

p

59.4±13.08

0.697

.497

13 (72.7)
5 (27.8)

13 (76.5)
4 (23.5)

0.083

.774

Sex

Male
Female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5 (27.8)
3 (16.7)
3 (16.7)
7 (38.9)

1 (5.9)
1 (5.9)
10 (58.8)
5 (29.4)

-1.263

.217

Employment status

Yes
No

9 (50.0)
9 (50.0)

9 (52.9)
8 (47.1)

0.030

.862

Marital status

Married
Widowed

17 (94.4)
1 (5.6)

17 (100.0)
0 (0.0)

0.972

.324

Previous PCI

Yes
No

4 (22.2)
14 (77.8)

5 (29.4)
12 (70.6)

0.237

.627

Type of VCD

Angio-seal
Perclose

3 (16.7)
15 (83.3)

6 (35.3)
11 (64.7)

1.588

.208

SD=standard deviation; PC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VCD=vascular closure devide.

Vol. 7, No. 1, 2010

59

남소영 · 최스미

Table 2. Homogeneity for Study Variables
Control group (n=18)

Experimental group (n=17)

n (%) or M±SD
3.4±2.93

n (%) or M±SD
4.4±2.81

24.9±4.98

26.7±4.70

SBP

118.8±22.2

DBP
Pulse Rate

p

-0.99

.328

-1.08

.290

131.4±18.2

-1.83

.077

68.2±9.5

74.4±11.4

-1.76

.087

65.2±11.6

68.5±11.3

-0.84

.409

Gr 0

6 (33.3)

9 (52.9)

1.37

.241

Gr I

12 (66.7)

8 (47.1)

Gr II

0 (0.0)

0 (0.0)

Gr 0

17 (94.4)

17 (100.0)

0.97

.324

Gr I

0 (0.0)

0 (0.0)

Gr II

1 (5.6)

0 (0.0)

Back pain
Discomfort score

Bleeding grade

Hematoma grade

2

x or t

Variables

SD=standard deviation;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3. Back Pain in 10 mins, 1 hr & 2 hrs after Position Change
Control group (n=18)

Experimental group (n=17)

M±SD

M±SD

10 mins after position change

3.39±2.93

1 hr after position change

4.72±2.76

2 hrs after position change

5.56±2.60

t

p

2.06±1.75

1.64

.112

1.94±1.64

3.65

.001

2.12±1.58

4.77

<.001

Table 4. Discomfort Score in 10 mins, 1 hr & 2 hrs after Position Change
Control group (n=18)

Experimental group (n=17)

M±SD

M±SD

10 mins after position change

25.1±4.83

1 hr after position change
2 hrs after position change

t

p

24.4±3.94

0.47

.643

25.9±4.28

23.2±3.35

2.08

.045

27.7±4.30

22.8±3.32

3.72

.001

이가 있었다 (t=3.72, p = .001) (Table 4).

의한 차이가 있었다 (t=2.35, p =. 025). 실험처치 2시간 후

반면 실험처치 1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 후 모두 실험

신체적 불편감은 대조군 19.4±3.70점, 실험군 16.0±2.35

군과 대조군 간의 출혈정도, 혈종 정도, 혈압, 맥박은 유의

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7, p = . 003).심

한 차이가 없었다 (p =.241, p = .407, p =.238).

리적, 환경적 불편감은 실험처치 10분, 1시간, 2시간 후 실

본 연구에서 불편감은 신체적 불편감 11문항, 심리적 불

험군과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편감 3문항, 환경적 불편감 1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5문항
의 불편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불편감의 각

3) 요통 변화율

영역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test를 하였

요통은 실험처치 10분 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실험처치 10분 후 신체적 불편감은 대조군 17.8±4.18

다. 그러나 대조군의 요통은 실험처치 10분 후 변화가 없는

점, 실험군 16.8±3.07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반면에 실험군은 실험처치 전보다 실험처치 10분 후 요통

다(p = . 397). 반면 실험처치 1시간 후 신체적 불편감은 대

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실험처치 전에서 실험처치 10분 후,

조군 18.3±3.68점, 실험군 15.8±2.30점으로 두 군 간 유

1시간 후, 2시간 후 요통 변화율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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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Back pain after position change － Pretest back pain)×100
Pretest back pain

로 체위변경을 시행하고 체위 변경이 요통과 불편감 감소
효과를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혈관 폐쇄 기구 적용 후 적용 전에 비해 부동 시간이 8시

실험군의 요통은 실험처치 전에 비해 실험처치 10분 후

간에서 4시간으로 감축되어 환자들의 요통과 불편감이 적

46.9%, 1시간 후 46.9%, 2시간 후 41.2% 감소하였다. 반면

을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대조군의

대조군에서는 실험처치 전에 비해 실험처치 10분 후 요통은

실험처치 전 (혈관폐쇄 기구 적용 후 앙아위 2시간 경과 후)

변화가 없었으나 1시간 후 32.9%, 2시간 후 50.6% 증가하였

요통 점수는 3.39±2.93점이었다. 그러나 앙아위로 2시간

다. 따라서 요통 증가 및 감소 변화율은 실험처치 전에 비해

을 더 부동자세로 유지한 후 요통 점수는 5.56±2.60점으로

실험처치 10분 후 변화율 (t=6.62, p <. 001), 1시간 후 변화

증가하였다. 이는 침상안정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율 (t=4.67, p <. 001), 2시간 후 변화율 (t=4.63, p <.001)

할지라도 환자들은 요통을 경험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 두 군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도가 심해짐을 시사한다. 반면 2시간 앙아위와 2시간 반
자위를 취한 실험군의 요통 점수는 앙아위 2시간 후 반자위
처치 전 4.35±2.81점에서 반좌위 처치 2시간 후 2.12±

4) 불편감 변화율
불편감은 실험처치 10분 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1.58점으로 감소되었다.

었다. 그러나 대조군의 불편감은 실험처치 10분 후 증가한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통이 계속 증가하는 대조군

반면 실험군은 실험처치 전 보다 실험처치 10분 후 감소하

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반좌위 체위변경으로 허리의 굴곡성

였다. 따라서 실험처치 전에서 실험처치 10분 후, 1시간 후,

이 유지되고 긴장도가 줄어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요

2시간 후 불편감 변화율을 조사하였다. 불편감 변화율을 구

통이 더 심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반좌위 체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위변경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4시간의 침상안정을

(Discomfort after position change － Pretest discomfort)×100

취하는 환자의 요통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Pretest discomfort

며, 이는 실험처치 시점과 기간이 선행연구와 다르긴 하지

실험군의 불편감은 실험처치 전에 비해 실험처치 10분
후 8.1%, 1시간 후 12.2 %, 2시간 후 13.5% 감소하였다. 반

만 그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oyne
et al., 1994).

면 대조군에서 불편감은 실험처치 전에 비해 실험처치 10분

반면, 반좌위 시행 직후인 10분 후 요통 점수는 두 군간

후 0.8%, 1시간 후 4.7%, 2시간 후 12.1% 증가하였다.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분 후 요통 변화량은 두 군 간 유

서 불편감 증가 및 감소 변화율은 실험처치 전에 비해 실험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반좌위 체위변경 10분 후부터 실

처치 10분 후 변화율 (t=4.97, p <.001), 1시간 후 변화율(t=

험군의 요통은 감소하기 시작함을 시사한다. 이렇듯 요통

7.68, p <. 001), 2시간 후 변화율 (t=6.89, p <. 001)이 두

점수와 요통변화율 두 분석 결과 간에 차이를 보인 것은 아

군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도 반좌위 시행 전 실험군의 요통 점수가 4.35±2.81점으
로 대조군의 3.39±2.93점보다 높았으며, 또한 반좌위 시

논

의

행 10분 후 실험군은 요통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조군
에서는 요통정도가 전혀 변화하기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연구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관 폐쇄 기구 적

보인다.

용 후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에서 4시간 동안 앙와위로 부동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허리

을 취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앙와위 2시간 후 반좌위로 체위

마사지와 같은 요통 완화행위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는 반

변경 시행 후 2시간 동안 요통, 불편감, 출혈과 혈종 유무 정

좌위 체위변경 외에 외생변수가 요통정도에 영향을 미칠

도 그리고 혈압, 맥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효과에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기간동안 보호자가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환자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아 연구결

본 연구는 처음으로 대퇴동맥 천자부위에 혈관 폐쇄 기

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대

구를 적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재술 후 환자들이 경험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과 시술

하는 요통과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앙아위에서 반좌위

후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입실 경험이 없어 환자에게 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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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마사지 등의 간호를 제공하기 두려워하였으며, 침상안

않았고 출혈 정도 또한 미미하였으며 두 군의 차이가 없었

정시간이 총 4시간으로 길지 않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요통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종료시점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천자

또한 갑작스럽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부위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는 제한

의 요통 감소 효과는 반좌위 체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점이 있었으나 감염 관련증상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있다.

는 두 군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국

본 연구결과 불편감 또한 요통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외 선행연구와 달리 천자부위의 폐쇄 기구를 적용한 환자

앙와위만을 유지한 대조군은 처치 2시간 후 전에 비해 불편

로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중재술

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군에선 반좌위 시

이후 환자를 앉혀도 천자부위의 혈관합병증에는 유의한 차

행 1시간, 2시간 후 대조군과 비교하여 불편감이 모두 유의

이가 없었던 선행연구 (Coyne et al., 1994)를 지지하였다.

하게 낮았다. 또한 반좌위 시행 후 전에 비해 실험군의 불편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환자들은 중환자실의 입실 등

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불편감 점수는 경

환경적 변화와 통증과 불편감으로 인해 혈압상승, 맥박 수

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후 환자에게 등마사지를 시행

가 증가될 수 있다 (Chan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결과

하여 불편감을 조사한 선행연구 (김은실, 2002)보다 낮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압, 맥박 수는 수축기압, 이완기압, 맥

수치였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혈관 폐쇄 기

박 수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으며 반좌위 시행 10분, 1시

구 적용으로 침상안정시간이 8시간이었던 선행연구의 대

간, 2시간 후 모든 시점에서 두 군 간의 혈압, 맥박에는 유의

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

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통이 대조군에서 유의

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게 증가하였으나 혈압과 맥박이 상승할 정도는 아니었음

불편감 또한 요통 점수와 같이 반좌위 시행 10분 후에는

을 시사하며 따라서 실험군에서도 요통이 감소함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불편

혈압, 맥박의 변화 또한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 변화율은 반좌위 시행 전보다 반좌위 시행 10분, 1시간,

아마도 환자들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후 침상안정 시간

2시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험군의 불편

이 4시간으로 길지 않아 혈압과 맥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감이 반좌위 시행 10분 후부터 체위변경 전보다 감소되기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요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통이 갑작스러운 통증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신

불편감 항목을 이루는 3영역, 즉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체적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

불편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

고 보호자와의 면회 및 대화 등 외생변수들을 철저히 통제

적 불편감은 반좌위 시행 1시간 이후부터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 않아 환자들이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환자의

그러나 반좌위 시행 10분 후 신체적 불편감은 두 군간 유의

혈압 및 맥박이 정상범위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외

한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 환경적 불편감 또한 모든 시점

에도 두 군 모두에서 활력징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출혈

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났다. 이러한 결과

또는 혈종 발생이 없었던 것도 이러한 결과에 기여했을 것

는 반좌위 체위변경이 불편감의 3영역 중 신체적 불편감에

으로 보인다.

주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체적 불편감에 요

본 연구결과 관상동맥중재술 후 대퇴동맥 천자부위에 혈

통이 포함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 요통을 제외한 나머지 신

관 폐쇄 기구를 적용하여 4시간으로 침상안정이 단축된

체적 불편감을 비교하였으나 결과는 유사하였다. 요통을

환자를 대상으로 반좌위 체위변경을 시행했을 때 실험군은

제외한 두 군 간의 신체적 불편감은 반좌위 시행 10분, 1시

앙와위를 유지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요통과 불편감 정도가

간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시간 후 유의한 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출혈과 혈종 유무 정도에는 유의한

가 있었다. 따라서 반좌위 시행 1시간 후에는 요통 감소로

차이가 없으며 혈압, 맥박의 변화도 유의하지 않았다.

인해 실험군의 신체적 불편감이 감소하였으나 반좌위 시행

이렇듯 본 연구는 처음으로 혈관 폐쇄 기구를 적용한 환

2시간 후에는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요통 외에 다른 신체

자를 대상으로 반좌위 체위변경이 천자부위 혈관합병증 발

적 불편감도 감소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생유무에 안전하고 요통과 불편감 감소 효과가 있음을 밝

본 연구결과 반좌위로의 체위 변경은 비교적 안전한 것

힌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으로 나타났다. 관찰시간 동안 두 군 모두 혈종은 발견되지

후 환자가 대퇴동맥 척자부위에 폐쇄기구를 적용하여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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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침상안정을 취하는 동안 반좌위 체위변경을 시행하면

Dressler, D. K., & Dressler, K. K. (2006). Caring for Patients

환자의 요통과 불편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with Removal Sheath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

나타났다. 추후 앙아위에서 반좌위로 체위 변경시간을 앞
당기는 경우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vention, sheath removal and site monitoring are the nurse's
responsibilit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06 (5), 64A64H.
Dumont, C. J., Keeling, A. W., Bourguignon, C., Saremboc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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