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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성 79.0세, 여성 85.5세로, 2010

년의 남성 77.2세, 여성 84.1세에서 남성은 1.8년 여성은 1.4년 증가하

였는데[1],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한

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순환계통질환은 노인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2]. 2015년 우리

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은 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이

었으며[3],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순환계통질환은 사망원인 2위로 

전체 사망 중 24.1%를 차지하고 있다[2].

순환계통질환 환자들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혈관조영술을 받게 

된다. 혈관조영술 중 특히 뇌혈관조영술(Transfemoral cerebral angi-

ography, TFCA)은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통하여 조영제를 빠른 속

도로 주입한 후 디지털감산 혈관조영술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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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정확하고 세밀한 검사법으로 대부분의 뇌혈관질환은 혈

관조영술을 통해 최종진단이 이루어지고 혈류가 동맥에서 정맥으

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최

근에는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y angiography 

(MRA) 기법이 발전하여 그 필요성이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다양한 

혈관변화의 확인 및 측부순환의 정도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서는 아직까지는 뇌혈관조영술이 최적이며, 완전한 뇌 전반에 관한 

혈관상태를 판정하거나 중재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유일한 시술 방

법이다[5].

혈관조영술은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침습적인 검사로 혈

관조영술 대상자들은 검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이해의 어려움, 새

롭고 낯선 경험, 교육의 불일치 및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불안을 경험

하게 된다[6,7]. 또한 혈관조영술 환자의 불안은 우울과도 관련이 높

아[8] 대상자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로 음악요법[9,10], 아로마흡

입요법[11], 복식호흡요법[12], 향기흡입요법[13], 사전정보제공[14] 등

이 있다. 혈관조영술환자에게 사전정보제공을 통하여 검사전 상태

불안[4,14], 수축기혈압[4]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 중 뇌혈관조영

술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로 검사전에 정보를 제

공하는 방법이 연구[14,15]되었으나 아직 많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최근 대상자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 증가와 TV, 인터넷, 대중매체

와 같은 매스컴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로 인해 오히려 대상자의 불안을 더욱 야기 시킬 수 있어, 대상자에

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도시

에 있는 병원에서는 뇌혈관조형술 환자에게 리플렛을 이용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혈관조영실에는 구조

화된 교육자료가 없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도농복합도시이므로 대

도시의 대상자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대상자에게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였다. 

에 뇌혈관조영술이 계획된 환자에게 교육자료를 이용한 정보제

공이 환자의 불안, 혈압, 맥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근거기반 간호

실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불안, 혈

압, 맥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다.

2)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다. 

3)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맥박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1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태불안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1-2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각적 상사척도

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혈압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1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완기 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맥박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불안, 혈압, 맥박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W시 Y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본 연구의 선정기준과 제외기

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

2) 과거 뇌혈관조영술 경험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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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능력이 있는 자

제외기준

1) 연구참여를 동의하지 않는 자

2)  이전에 심혈관조영술을 이용한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

술을 받은 자

3) 이전에 뇌혈관조영술이나 뇌혈관중재술을 받은 자

4) 혈압이 170/100 mmHg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는 자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

기 0.8,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단측검정으로 하였을 때 두 집단

의 총 표본수는 42명이 요구되어 실험군, 대조군 각각 21명씩 총 42

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상태불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Spielberger 상

태불안 측정도구[16]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

된 4점 평정 척도로서 긍정적인 10개 문항과, 부정적인 10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전혀 아니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주며 긍정적인 문항은 이와 

반대로 점수를 부여하여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Kim과 Shin (197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사전 Cronbach’s α = .87, 사후 Cronbach’s α = .91이었다.

2) 시각적 상사척도불안 측정도구 

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0점 척도의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

상자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불안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왼쪽 끝

에는 불안이 전혀없다(0점), 오른쪽 끝에는 불안이 매우 심하다(1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상태불안점수와 VAS불안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사전 r = .73 

(p < .001)이었으며, 사후는 r= .74 (p < .001)이었다.

3) 혈압과 맥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동혈압계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HEM-

722C1-C1(M4), OMRON, China)를 이용하여 맥박과 수축기 혈압, 이

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혈압은 대상자의 좌측상박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하여 커프 하부를 팔꿈치 전면의 2 cm 상박에 위치하도록 직

접 감고 자동 혈압기의 측정방법 지침대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를 위해 환자에게 제공된 교육자료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

찰과 다른 병원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속한 병원 실정에 맞

게 교육자료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뇌혈관조영술에 

관한 검사 목적, 검사 전일 준비와 검사 당일 준비, 검사과정 및 절차

와 검사 중 겪게 되는 감각과 협조사항, 검사 후 주의사항, 지혈방법

과 기구 사용 등을 포함하였다. 

작성된 교육자료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2

인, 신경외과 전공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 신경외과병동 간호파트

장 2인, 신경외과 간호사 4인,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 2인에게 자문

을 받았다. 자문결과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 

보완하였고 또한 뇌혈관조영술 후 지혈방법에 따른 절대안정 시간

을 수정하였다. 압박지혈은 12시간 절대안정, GOD’s Hand는 6시간 

절대안정, Angio Seal은 4시간 절대안정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4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5명의 뇌혈관조영술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궁금해 하는 점을 추가하고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혈관조영실에는 연구

자 1인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처치자와 측정자를 분리할 수 없었으

므로 검사실에 내려온 대상자의 실험군, 대조군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측정자의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전문가 의견과 다른 병원의 리플렛을 이용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2) 2014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5명의 뇌혈관조영술 환자를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

4) 자료수집은 2014년 6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실험 

처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험군과 대조군의 병동을 다르게 하여 

즉, 신경외과 주병동의 대상자를 실험군으로, 그 외 병동의 대상자

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5)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자로 검사 전날 연구자가 오후 4시에

서 6시 사이에 직접 대상자의 병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6) 실험군에게는 검사 전에 일반적 특성, 상태불안, 시각적 상사

척도불안,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IRB에 제출한 교육내용이 담긴 리

플렛을 이용해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정보제공은 약 30분정도 소

요되었다. 검사 당일날 혈관조영실 대기실에서 상태불안, 시각적 상

사척도 불안, 혈압, 맥박을 한번 더 측정하였다.

7) 대조군에게는 검사 전에 일반적 특성, 상태불안, 시각적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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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불안,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정보제공은 하지 않았으며 검사 

당일날 혈관조영실 대기실에서 상태불안, 시각적 상사척도 불안, 혈

압, 맥박을 한번 더 측정하였다.

8) 설문지 완성은 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대상자가 직접 읽고 작

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읽어주어 설

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9) 대조군에게는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 리플렛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

정은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3) 가설검정을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 혈압은 t-test로 분

석하였다.

4)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맥박이 동질하지 않게 나타나 중재후 

맥박은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불안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6) 상태불안과 시각적 상사척도불안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승인(승인번호: GWNUIRB-2014-8)후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

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

우 문서화된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연구 참여의 권리를 

공식화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자 9명(42.9%), 

여자12명(57.1%)으로 성별비율은 두 군이 동일하였고, 연령은 20세

부터 82세까지로 실험군은 65세 미만, 65세 이상이 각각 71.4%, 

28.6%였고, 대조군은 47.6%, 52.4%이었다. 결혼상태는 실험군의 경우 

미혼 2명(9.5%), 기혼이나 사별 19명(90.5%)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미혼 1명(4.8%), 기혼이나 사별 20명(95.2%)이었다. 진단명은 실험군

의 경우 동맥류, 뇌동맥협착이 14명(66.7%), 기타 7명(33.3%)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동맥류, 뇌동맥협착이 17명(80.9%), 기타 4명(19.1%)이

었다. 기타 질병으로는 모야모야병, 뇌수막증, 뇌종양 등이 있었다. 

동반질환수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없음이 3명(14.2%), 있음이 18

명(85.8%)이었다(Table 1).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을 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1).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정보제공 

전 상태불안점수는 실험군이 47.42점, 대조군이 43.95점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32, p = .193),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

정한 정보제공 전 불안은 실험군은 5.71점, 대조군은 5.47점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 .49 p = .620) 두 집단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정보제공 전 두 군의 혈압은 실험군은 129/78 

mmHg, 대조군은 134/70 mmHg으로 수축기혈압(t = 0.22 p = .241),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s   (N= 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 = 21) Cont (n = 21)

χ² p
n (%) n (%)

Sex Male 9 (42.9) 9 (42.9) 0.00 > .999
Female 12 (57.1) 12 (57.1)

Age < 65 15 (71.4) 10 (47.6) 2.47 .208
≥ 65 6 (28.6) 11 (52.4)

Marital Status No 2 (9.5) 1 (4.8) 0.53 .766
Yes 19 (90.5) 20 (95.2)

Diagnosis Aneurysm, 
 Stenosis

14 (66.7) 17 (80.9) 7.9 .095

Others 7 (33.3) 4 (19.1)
Comorbid 
 Diseases

No 3 (14.2) 3 (14.2) 0.00 > .999

Yes 18 (85.8) 18 (85.8)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
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2)

Variables
Exp (n = 21) Cont (n = 21)

t p
Mean ± SD Mean ± SD

State anxiety (20-80) 47.42 ± 8.54 43.95 ± 8.47 1.32 .193
VAS anxiety (0-10) 5.71 ± 1.55 5.47 ± 1.53 0.49 .620
SBP (mmHg) 129 ± 11.63 134 ± 20.3 -1.19 .241
DBP (mmHg) 78.23 ± 9.11 69.66 ± 9.69 0.22 .823
Pulse (cycles/min) 79.04 ± 12.08 69.66 ± 9.76 2.76 .009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VAS = Visual Analogue Scale;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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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혈압(t= 0.22 p = .82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박은 실험군 79회, 대조군 70

회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t=2.76, p = .009) 두 집단은 동질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가설 검정

2-1.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1-1 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태불안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상태불안 점수는 중재 전 47.42점, 중재 후 46.00점으로 

중재 후 감소되는 경향과(t=1.80 p = .086), 대조군의 상태불안 점수

는 중재 전 43.95점, 중재 후 47.28점으로 중재 후 증가하는 경향을

(t = -1.68 p = .107)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재 후 상태불안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46.00점, 

47.28점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0.46 p = .648, Table 

3). 따라서 제1-1 부가설은 기각되었다. 

1-2 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각적 상사척

도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시각적 상사척도 불안 점수는 중재 전 5.71점, 중재 후 

5.19점으로 중재 후 감소되는 경향을(t=1.07 p = .294), 대조군의 시각

적 상사척도 불안 점수는 중재 전 5.47점, 중재 후 6.04점으로 대조

군은 중재 후 증가하는 경향을(t= -1.78 p = .090) 나타내었다. 중재 후 

시각적 상사척도 불안 점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5.19점, 6.04점으

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1.67 p = .102, Table 3). 따라서 

제1-2 부가설은 기각되었다.

2-2.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

2-1 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수축기 혈압은 중재 전 129 mmHg이고 중재 후 129 

mmHg으로 같았으며(t= -0.30 p = .761)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은 중

재 전 134 mmHg, 중재 후 141 mmHg으로 중재 후 증가하는 경향을

(t= -1.59 p = .127) 보였다. 중재 후 수축기 혈압은 실험군, 대조군 각각 

129 mmHg, 141 mmHg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2.28, 

p = .028, Table 4). 따라서 제2-1 부가설은 지지되었다.

2-2 부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완기 혈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이완기 혈압은 중재 전 78 mmHg이고 중재 후 81 

mmHg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t= -1.49 p = .151), 대조군의 이완

기 혈압은 중재 전 70 mmHg, 중재 후 82 mmHg으로 중재 후 증가하

였다(t= -1.92 p = .069). 중재 후 이완기 혈압은 실험군, 대조군 각각 81 

mmHg, 82 mmHg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44 

p = .662, Table 4). 따라서 제2-2 부가설은 기각되었다. 

2-3.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맥박에 미치는 영향

제 3가설: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맥박은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맥박은 동질성 검정에서 동질하지 않게 나와 중재 전 맥박을 공변

수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하였다(Table 5). 실험군의 맥박은 중재 전 

79회이고 중재 후 73회로 감소하였으며(t=2.28 p = .033), 대조군의 맥

박은 중재 전 70회, 중재 후 68회로 약간 감소하였다(t= .67 p = .509). 

중재 후 맥박은 실험군, 대조군 각각 73회, 68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 = .51 p = .480, Table 3). 따라서 제3 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3. Comparisons of Anxie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2)

Exp (n = 21) Cont (n = 21)
t p

Mean ± SD Mean ± SD

State Anxiety
   Before Intervention 47.42 ± 8.54 43.95 ± 8.47 1.32 .193
   After Intervention 46.00 ± 8.11 47.28 ± 9.89 -0.46 .648
VAS Anxiety
   Before Intervention 5.71 ± 1.55 5.47 ± 1.53 0.49 .620
   After Intervention 5.19 ± 1.55 6.04 ± 1.53 -1.67 .102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VAS = Visual Analogue Scale.

Table 4. Comparisons of Blood Pressur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2)

Exp (n = 21) Cont (n = 21)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Systolic Blood Pressure
   Before Intervention 129 ± 11.63 134 ± 20.3 -1.19 .241
   After Intervention 129 ± 15.34 141 ± 17.70 -2.28 .028
Diastolic Blood Pressure
   Before Intervention 78.23 ± 9.11 69.66 ± 9.69 0.22 .823
   After Intervention 80.95 ± 10.85 82.33 ± 9.39 -0.44 .662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s on Puls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 = 42)

Exp (n = 21) Cont (n = 21)
F/t p

Mean ± SD Mean ± SD

Before Intervention 79.04 ± 12.08 69.66 ± 9.76 2.76 .009
After Intervention 72.71 ± 9.89 68.09 ± 8.16 0.51 .480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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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교육자료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뇌혈관조영술 대상자

의 불안, 혈압 및 맥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검사직전 수축기 혈압은 감소하였으나, 불안, 이완기혈압, 

맥박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의 검사직전 수축기 혈압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는 혈관조영술 환자에게 컴퓨

터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을 하였을 때 수축기혈압이 감소하였다는 

연구[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다른 대상자와 

중재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축기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

타나 음악요법으로 척추마취 수술 환자의 혈압이 감소되었으나

[10], 상·하지 수술 환자에게 중재한 복식호흡과[12], 기관지내시경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한 사전정보제공은[16] 수축기 혈압을 감소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수축기 혈압

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의 이완기 혈압과 맥

박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뇌혈관조영술 대

상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였을 때[14], 혈관조영술 환자에게 컴퓨

터를 이용한 정보제공시[4] 이완기혈압과 맥박이 감소하지 않았다

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간호정보제공에 따른 수축기 및 이완

기 혈압, 맥박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되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자의 특성

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특히 혈압은 측정시기

와 측정도구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시술 전 투약에 

대한 영향이 연구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중재 효과로 생리적 변화

를 보고자 할 때는 철저한 통제와 설계하에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본 연구와는 다른 대상자와 다른 중재에 대

한 연구에서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에게 아로마를 

이용하여 중재한 연구[11], 상하지 수술환자에게 복식호흡의 효과 

연구[12], 기관지 내시경 검사 대상자에게 사전정보와 진정제 투여

에 대한 연구[17], 전신마취 수술환자에게 선호음악요법의 효과 연

구[18]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의 검사직전 상태불안과 시

각적 상사척도 불안은 각각 47.42점에서 46.00점, 5.71점에서 5.19점으

로 떨어진 반면 대조군의 상태불안과 시각적 상사척도 불안은 43.95

점에서 47.28점, 5.47에서 6.04로 증가하였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혈관조영술 환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

하여 상태불안이 감소하였다[6,15]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

나 뇌혈관조영술 환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였을 때[15], 음악요법

에 의하여[19] 불안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연구들과는 유사한 결과이

다. 한편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로마흡입요법[11], 중환자실 환

자가족에게 단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간호정보제공[20], 위내시경

환자에게 동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21]시 상태불안에 유의한 감소

가 없어 상태불안 경감을 위한 간호중재의 효과에서는 일관된 결과

만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실제로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스트레스관리

의 심리적 중재를 수행한 36편의 연구를 체계고찰한 결과 불안의 감

소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22] 간호중재를 통해 불안을 경감

시키기 위한 연구수행에는 보다 다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는 중재제공 시간대가 중요해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

공 간호중재는 시술 전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이

후 주치의가 뇌혈관조영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위험성

에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해 대상자들은 실험군, 대

조군에 관계없이 불안감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혈

관조영술 환자는 동의서를 작성 한 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올라가게 된다[23].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환자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과 작성한 후 

언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정

보제공 간호중재의 수행시점을 적절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는 검사가 끝난 후

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황이 끝나면 불안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자의 1/3은 시술이 모두 끝난 후에도 

계속 공포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5], 본 연구에서도 검사가 끝난 후 

대상자들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을 때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불안은 성별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을 동일한 비율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는 심혈관조영술 환자인 경우 남성 보다 여성이 시각적 상사척도 불

안(공포)이 높고 심한 불안공포를 자주 보고하였으며[24], 시술 전

후에 높게 나타난 강박감, 정신증, 공포불안 중 남성은 강박감과 정

신증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공포불안이 더 높아[22] 불안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불안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태불안, 시각

적 상사척도 불안,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한 근거는 혈관조영술 대상

자의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태불안측정도구, 시각적 상사척도, 

병원 불안 및 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혈압, 

맥박을 권고하였기[5]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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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조영술 대상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불안을 낮추기 위

해 필요한 가치있는 중재로 생각된다. 정보제공은 환자의 정서적인 

간호중재로서 뿐만이 아니라 대상자가 검사 중 협조적으로 임하므

로 써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가 설명해주는 정보제공 방법이외에 대상자의 발달단계와 

특성에 따라 정보제공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영상을 이용한 정보제공[19], 단문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

[18],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제공[4], 비디오를 통한 정보제공[25]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 방법을 다양하게 이용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간호가 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간

호중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불안을 중재하는 방

법으로는 음악요법[9,10], 아로마 흡입요법[11], 복식호흡요법[12], 향

기흡입요법[13] 등이 있으며, 이러한 중재요법을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알고자하는 욕구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함

께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로 사전정보제

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상자 특성과 병원 실정에 맞는 

정보제공자료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료는 본 연구자

가 문헌과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병원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였다. 특히 대상자에게 모의

연구를 통해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상자 눈높이에 맞추어 작

성하였으므로 앞으로 뇌혈관조영술 대상자들에게 유용한 간호중

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뇌혈관조영술 대상자를 위한 정보제공 리플렛을 개

발하여 불안, 혈압, 및 맥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

으며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축기 혈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상태불안, 시각적 상사척도 불안, 이완

기혈압, 맥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불안감소에 부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에서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의 간호중재로 사용할 수 있

다. 추후연구를 통하여 뇌혈관조영술 대상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

하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규명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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