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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adult recipients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213 outpatients 
who received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at least 3 months prior to this study. Stress was measured 
us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Kidney Transplant Recipient Stressor Scale (KTRSS), and the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using SF-36 version 2. Results: The mean of scaled stress level and quality of life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were 2.44±0.13, 69.28±18.25, respectively. There was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parameters. Therefore lower stress could improve quality of life. Conclusion: For the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s to be the ultimate goal of health-related mediation. 
Liver transplantation recipients would need to cultivate self-care ability to manage stress,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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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은 1988년에 시작되어 2008년 950

건, 2009년 1,018건, 2010년 1,066건, 2011년 1,210건, 2012

년 1,260건을 시행하였다(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2012). 뇌사자 간이식은 그 수가 제한

적이므로 많은 수의 간부전 환자들이 간이식을 기다리는 

중에 수술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Lee et al., 1998). 또한 이는 뇌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후 몸의 분리를 꺼려하는 동양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

적, 종교적인 원인에도 기인한다(Weng et al., 2011).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생체 간이식

은 간기능이 정상인 기증자를 선택하여 간부전 환자의 상

태가 악화되기 전에 계획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o, 

2005).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은 전체 간이식의 80.0% 이상

을 차지하며, 200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생체 간이식 후 

3개월 생존율은 93.1%, 1년은 88.5%, 3년은 82.4%, 5년은 

80.0%이다. 생체 간이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뇌사자 간이식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K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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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간이식 수혜자는 수술 후 경험, 통증, 면역 억제제 복용 

등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

고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지 이해하고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의 중요한 쟁점이 되

고 있다(Kim & Kim, 2007). 특히 생체 간이식 수혜자들은 

이식관련 합병증 등 신체적 문제 외에도 기증자에 대한 미

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uh, 2003; 

Kim, 2003). 혈연간 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같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생체 간이식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기증자의 안전은 수혜자 못지않게 간이식에 있어 우선되

는 사항이다(Weng et al., 2011). 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 

이식 후의 합병증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고려할 점이 없지만, 

생체 간이식인 경우 이식 후에도 이식 전과 같이 건강한 삶

을 유지해야 하므로 간이식에 있어 기증자에 대한 걱정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Jo, 2005). 따라서 생체 간이식이 우세

한 우리나라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간이식 시행 초기에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

는 것에 초점을 두어 생존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간

이식의 목적을 두고 있다(Bownik & Saab, 2009; Bravata 

& Keeffe, 2001; Kim & Suh, 2003).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

증진 행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증가하며, 건강증진 행

위 중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Kim, S. Y., 

2009).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Kim & So, 

2009) 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2009년 이후 간이식이 매년 1,000건 이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시점에서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

구는 주로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간이

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You, So, & Kim, 2008). 이는 그 동

안 간이식 수혜자의 인구가 신장이식에 비해 절반 이하

로 적었고(KONOS, 2012) 간이식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간이

식 수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장이식과 대등한 빈도를 

보임에 따라 생체 간이식 수혜자 인구의 범위가 커지고 

이에 대한 홍보로 인해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현 시

점에 맞는 이식 후 스트레스와 전반적인 삶의 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생체 간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

증, 거부반응 및 감염 등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상황

에서 간이식 수혜자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의 중요한 역할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체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와 삶의 질 및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이식 수

혜자 간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체 간이식 후 수혜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와 삶의 질 정도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삶

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간이식 수혜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식관련 특성에 따

른 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한다.

3)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4) 간이식 수혜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식관련 특성에 따

른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5)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생체 간이식 수혜자

간기능이 정상이 기증자를 선택하여 새로운 간을 받은 

대상자(Lee et al., 1998)로 본 연구에서는 간질환으로 인

해 기증자로부터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상자를 의미한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요

구가 지나쳐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대처 자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 상태이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며 Cho (1999)의 신장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 측

정 도구를 본 연구자가 간이식 수혜자에게 적합하도록 수

정,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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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전반적

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Ware, Kosinski & Dewey, 

2000).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가 느끼는 삶에 대한 평

가로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 Health Survey 

(MOS SF)-36 version 2를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Ware 

et al., 2000)를 말하며, 신체적 기능, 신체건강 문제로 인

한 역할제한, 신체적 통증, 전반적인 건강, 활력, 사회적 기

능,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 정신건강 등 8개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

한다.

II. 문헌고찰 

1.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 

간이식 후 실제로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특히 거부

반응이나 감염 등의 이식관련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나타

나는 신체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수혜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Hellgren et al., 1998). 이식 후의 건강관리에 있어 간

이식 수혜자의 생리적 변화 및 면역 억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거부반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한 용량의 면역 억제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간이식 수혜자가 평생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잘 

복용하느냐에 달려있다(Lee et al., 1998; Jo, 2005). 

간이식 수혜자에게 있어 가족 관계는 초기 회복 단계뿐 

아니라, 이식 후 1년 동안 수혜자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한다(Kim, 2003). 간이식 수혜자는 가족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식 후 가족 내에서 높

은 지지를 받고 있다(Kim, S. Y., 2009; Ham, 2012). 특히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수혜자에 대

한 지지와 배려가 필요하다(Kim, 2003; Kim, S. Y., 2009). 

이식 후에는 이식 초기 비용 및 추후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 생계, 사회 복귀에 대한 걱정을 한다(Kim, 

2003).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3년을 기

준으로 연구한 결과 3년 이상인 경우가 3년 미만인 경우

보다 낮았고(Ham, 2012), 이식 후 1년 이내 스트레스는 

낮고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2003). 이식 전보다 좋아진 신체 상태

와 이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만족스럽지만 이식 

후에도 거부반응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Ham, 2012). 이 외에

도 간이식 수혜자들은 감정 및 불안 장애, 성기능 장애, 신

체상에 대한 불만족 등 심리적인 문제를 보인다(Rugari, 

2010). 

 

2.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전반적

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삶의 질은 복합적인 개

념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통합적인 것이

다(Ware et al., 2000). 이식이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생존

율 증가만이 이식의 목적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행복감과 함께 신체적 불편감이나 합병

증,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지만 수혜자들

의 삶의 목표는 이식된 장기를 보존하여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Bownik & Saab, 2009; Bravata & Keeffe, 2001). 

간이식 수혜자에게 SF-36을 사용하여 측정한 삶의 질은 전

체 항목에서 이식 대기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Cha, 2011). 

간이식 수혜자의 종적 연구에서도 이식 후에 신체적 기능, 사

회적 기능, 정신건강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Rugari, 2010).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 연구결과, 불확실

성, 사회적 지지, 우울,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 자

아 존중감, 이식 후 경과기간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이와 같은 변수들은 65%의 삶의 질 설명력을 보

여 주었다(Kim & Kim, 2007).

간이식 수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

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높다(Kim, Kang, & Jeong, 2003; 

Kim, 2003), 성별에 관계가 없다(Bravata & Keeffe, 2001)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이는 어릴수록(Ratcliffe et al., 

2002), 직업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았고(Hellgren et al., 

1998; Kim et al., 2003; Kim, 2003; Kim & Kim, 2007), 기

혼 상태인 경우(Kim, H. S., 2009),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03).

이식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경과기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03) 선행연구

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년 미만인 수혜자보다 

1년 이상 경과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았고(Kim, 2003; 

Cha, 2011), 1개월, 6개월 단기간의 삶의 질 비교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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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간이식 1개월 후 전반적인 삶의 질이 증가하였고 

6개월 시점에서는 신체적 영역에서만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다(Telles-Correia, Barbosa, Mega, Mateus & Monteiro, 

2009). 2년 이내 단기간 연구에서는 간이식 후 3개월 된 수

혜자들이 이식 전보다 SF-36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향

상되었고 이식 후 24개월이 가장 삶의 질이 높았다(Ratcliffe 

et al., 2002). 간이식 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혜자들의 삶

의 질 연구에서는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인 부분에서 낮

았지만 말기 간질환 환자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

았다(Duffy et al., 2010).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과 관

련된 연구들은 일관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

고 경과기간에 따른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Kim et al., 2003; Kim & Kim, 2007).

 

3.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경우를 살펴

보면 신장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며,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설명력을 가졌다(Cho, 

1999; Kim, H. S., 2009). 간이식 수혜자의 경우에도 스트레

스와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낮을수

록 삶의 질은 높았다(Kim, 2003). 하지만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증진 행위 중 스트레스 관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Kim, S. Y., 2009). 간이식 수혜자들은 건강한 간을 이식

받은 후 이식 전의 제한된 삶의 반경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가 가정과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도구

를 사용하여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

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의 근

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

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상

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한 2000병상 이상인 A 종합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간이식 수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이식 후 3개월 이상 지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인 자

2) 정신과적인 질환이 없는 자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표본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0을 이용

하였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중간인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 작

성이 길어져 중도에 포기한 대상자 3명과 답변 작성이 

불충분한 대상자 4명을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213명

이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이식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

준, 종교, 직업상태, 가정의 주 수입원, 동거 가족 수 등 총 

13문항으로 하였고, 이식관련 특성은 진단명, 이식 후 경

과기간, 기증자수, 기증자와의 관계, 합병증 유무, 거부반

응 유무, 재입원 유무, 현재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의 개수 

등 총 11문항으로 하였다.

2) 스트레스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는 Fallon, Gould와 Wainwright 

(1997)이 개발한 Kidney Transplant Recipient Stressor 

Scale (KTRSS)를 Cho (1999)가 번역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 Cho (1999)의 승인을 

받아 간이식 수혜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

이식 전문 외과의 2인, 간이식 전문 간호사 2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을 포함한 총 6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정 받았으며 CVI는 0.82였다. 이 도구는 

총 38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Cho (1999)의 연구에서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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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측정 도구는 Ware 등(2000)이 

개발한 MOS SF-36 version 2로, 본 도구는 신체적 기능

(Physical Functioning [PF]) 10문항, 신체건강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ole Physical [RP]) 4문항, 신체적 통증(Bodily 

Pain [BP]) 2문항, 전반적인 건강(General Health [GH]) 5

문항, 활력(Vitality [VT]) 4문항, 사회적 기능(Social Func-

tioning [SF]) 2문항,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ole 

Emotional [RE]) 3문항, 정신건강(Mental Health [MH]) 5

문항으로 총 8개 영역이며 과거 1년 전과의 건강을 비교하

는 1문항을 포함해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F-36 

guideline (Ware et al., 2008)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각 문

항에 따라 척도는 3, 5, 6개로 다양하며 0~100점으로 점수

화하는 방법(0~100 scoring)을 사용하여 문항에 따른 척도

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영역별 평균을 구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Cronbach's ⍺는 PF 0.89, RP 0.95, BP 0.90, GH 0.83, 

VT 0.83, SF 0.82, RE 0.94, MH 0.81이었다. 삶의 질 측정 

도구는 Quality Metric Incorporated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A 병원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No.: 2011- 

0976)을 받았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시내 소재한 2000병상 이

상인 A 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고 통원 치료하는 

간이식 수혜자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220명에게 설

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응답 내용은 순수하게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되고 비 이 보장되며 연구 진행 중인 자료는 보

안이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가 완료된 후에는 분쇄 

폐기할 것이고, 설문지 작성 과정이 힘들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설

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지를 배포하여 대상자가 직

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한 대

상자에게는 연구자와 설문지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 연구 

보조자 2명이 도움을 주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식관련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삶의 질은 Ware 등(2000)에서 사용된 각 문

항을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방법(0~100 scoring)을 통

하여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이식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 Scheffè 

test로 파악하였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식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51명(70.9%)이었다. 

평균 연령은 53.27±9.88세로 50~59세가 86명(40.4%)을 

차지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188명(88.3%)이었다. 교

육 수준은 대졸이 80명(37.6%)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77

명(36.2%)을 차지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29

명(60.6%)이었고, 가정의 주 수입원이 본인인 경우 107명

(50.2%), 배우자인 경우 59명(27.7%), 기타(기존 재산이

나 연금) 21명(9.9%), 자녀인 경우 15명(7.0%), 부모인 경

우가 11명(5.2%)이었다. 본인을 포함한 동거 가족 수는 

3~4명인 경우 128명(60.1%), 1~2명인 경우 57명(26.8%), 

5명 이상인 경우가 28명(13.1%)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이식관련 특성 중 진단명은 B형 간염이 158명(74.2%)을 

차지하였다. 간이식 후 경과기간은 평균 3.73±41.42년으

로 5~10년 미만인 경우 53명(24.9%), 1~3년 미만인 경우 

45명(21.1%), 3~6개월 미만인 경우 38명(17.8%), 3~5년 

미만인 경우 34명(16.0%), 6개월~1년 미만인 경우 27명

(12.7%), 10년 이상인 경우가 16명(7.5%)이었다. 간이식 

자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162명(76.1%)이었고, 

기증자수는 1명인 경우가 195명(91.5%)이었다. 기증자와

의 관계는 자녀가 122명(57.3%)을 차지하였다. 합병증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158명(74.2%), 거부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189명(88.7%), 재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는 128

명(60.1%)이었다. 면역 억제제수는 1가지인 경우가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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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SD

Feeling sorry for the donor 3.95±1.06

Concern for complications with the donor 3.70±1.19

Concern for social damage to the donor 3.11±1.34

Difficulty of visiting hospital related to long distance or means of transportation 3.06±1.46

Concern for complication 2.89±1.35

Taking medicine for lifetime 2.82±1.42

Burdens to the family 2.78±1.26

Concern for infection 2.71±1.29

Lack of medical insurance 2.70±1.33

Unpredictability of future health and life expectancy 2.64±1.32

Expensive medicine 2.62±1.27

Concern for repeated hospitalization 2.58±1.29

Repeated blood test 2.54±1.27

Restriction in relationships 2.54±1.32

Travel restrictions 2.53±1.35

Concern for rejection 2.46±1.27

Visiting hospital to accommodate of medical staff schedule 2.45±1.27

Decreased job opportunities after transplantation 2.42±1.29

Dietary restrictions 2.37±1.31

Regular follow ups 2.37±1.20

Concern for self care at home 2.35±1.12

Lack of knowledge of management after transplantation 2.30±1.07

Decreased role and responsibility in family 2.28±1.18

Concern for effects of medicine 2.22±1.14

Lack of knowledge of medicine 2.21±1.11

Difficulty of keeping dosage of medicine 2.20±1.16

Decreased job performance 2.17±1.16

Change of sexual life 2.05±1.18

Different treatment by friends after transplantation 2.03±1.14

Self consciousness 2.00±1.15

Change of appearance 1.96±1.14

Concern for misdiagnosis 1.92±1.10

Concern for health condition related to reproductive ability 1.86±1.12

Fear of death 1.85±1.12

Pain related to liver transplantation 1.84±1.07

Distrust of medical staff 1.31±0.73

Total 2.44±0.13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Level of Stress by Items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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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erceived Stress

 M±SD  F p  Scheffè test

 Number of family 1~2a  57 (26.8) 79.54±22.66 4.16 .017 a<b

 (Including ownself) 3~4b 128 (60.1) 91.20±25.68

≥5c  28 (13.1) 88.93±29.53 

M=Mean; SD=Standard deviation.
*p<.05.

Table 2. Stress by General and Transpla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213) 

 Variables Range M±SD Min Max

PF 0~100 74.83±20.95 10.00 100.00

RP 0~100 67.25±29.08  0.00 100.00

BP 0~100 81.86±22.51 12.00 100.00

GH 0~100 60.80±19.55  5.00 100.00

VT 0~100 60.09±22.02   0.00 100.00

SF 0~100 72.35±24.15   0.00 100.00

RE 0~100 67.84±28.75  0.00 100.00

MH 0~100 69.24±21.18   5.00 100.00

Total QOL 0~100 69.28±18.25 15.92  99.38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PF=Physical functioning; RP=Role physical; BP=Bodily pain; 
GH=General health; VT=Vitality; SF=Social functioning; RE=Role emotional; MH=Mental health; QOL=Quality of life.

Table 3. Level of Quality of Life (N =213) 

(49.3%)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 중 평균 2.44±0.1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간기증자에게 미안하다’였으며, 다음은 ‘간기증자

에게 수술 후 합병증이 나타날까봐 걱정된다’, ‘간기증자

가 간기증을 이유로 사회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된다’, 
‘먼 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병원 외래 방문시 불편하다’ 순
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식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식관련 특성 가운데 동거 가

족 수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16, p=.017)(Table 2). 즉, 대상자의 동거 

가족 수가 3~4명인 경우가 91.20±25.68점으로 2명 이하

의 79.54±22.66점보다 높았다. 

4. 대상자의 삶의 질 

대상자의 삶의 질의 평균은 69.28±18.25점이었고, 최

소 15.92점에서 최대 99.38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신체적 통증(BP) 81.86±22.51점, 신체적 기능(PF) 74.83 

±20.95점, 사회적 기능(SF) 72.35±24.15점, 정신건강(MH) 

69.24±21.18점,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E) 67.84 

±28.75점, 신체건강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P) 67.25± 

29.08점, 전반적인 건강(GH) 60.80±19.55점, 활력(VT) 

60.09±22.0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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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Quality of life

r p

Stress -.58 ＜.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N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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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식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식관련 특성 중 성별(t=2.29, 

p =.023), 직업 유무(t=14.48, p =.001), 가족 주 수입원의 

유형(F=4.34, p =.002), 간이식 후 경과기간(F=3.03, p = 

.012)에 따라서 전체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대상자의 성이 남성인 경우 
71.11±18.44점, 직업이 있는 경우 73.01±17.91점, 가족 주 

수입원이 부모인 경우 74.17±17.09점, 본인인 경우 73.43 

±17.6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Scheffè 사후검정 결과 주 수

입원이 본인인 경우 기타보다 전반적인 건강, 정신건강에

서 삶의 질이 높았고, 배우자보다 활력, 사회적 기능에서 

높았다. 간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전체 삶의 질 점수는 

5~10년 미만인 경우 74.32±19.01점으로 가장 높았다. 

Scheffè 사후검정 결과 5~10년 미만인 경우가 6개월 미만

보다 신체건강문제로 인한 역할제한에서, 6개월~1년 미

만보다 신체건강문제로 인한 역할제한, 신체적 통증, 사회

적 기능에서 높았다. 신체적 통증 영역에서는 3~5년 미만

인 경우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6.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r=-.5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소재한 2,000병상 이상인 종합 병

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인 간이식 수혜자 

총 2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삶의 질 그리고 이

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5점 척도 중 2.44± 

0.13점으로 중간 정도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Kim (2003)의 연구

는 3.70점, Ham (2012)의 연구는 2.60점으로 본 연구는 선

행연구보다 낮은 점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Ham (2012)의 연구는 대상자의 78.0%가 생체 간이식 수

혜자로 간이식 후 3개월까지는 수술 후 급성 거부반응이 

나 합병증 치료에 주력하는 시기로 보아 3개월이 지난 간

이식 수혜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반면 본 연구보다 높

은 스트레스를 보인 Kim (2003)의 연구는 대상자의 60.0%

가 생체 간이식 수혜자로 이식 후 3개월 이내의 간이식 수

혜자를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생체 간이식 수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식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술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간이식 후 3개월 이상

인 수혜자를 연구대상자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에 따른 스트레스는 ‘간기증자에게 미안

하다’, ‘간기증자에게 수술 후 합병증이 나타날까봐 걱정

된다’, ‘간기증자가 간기증을 이유로 사회적인 피해를 입

을까봐 걱정된다’ 등 기증자와 관계있는 항목이 상대적으

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다. 이는 

Kim (2003)의 연구에서 ‘기증자에 대한 미안함‘이 다소 높

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 기증자와 수혜자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92%이며, 특히 기증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57.3%를 차지

하므로 다른 혈연관계보다 자식과 긴 한 관계임을 볼 때 

생체 간이식에서 기증자는 신경을 써야 할 대상자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 간이식인 경우 기증자는 이

식 후에도 이식 전과 동일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하므

로 수혜자에게 있어 기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체 간이식 후 기증자의 이식 

전후에 따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Parikh, Ladner, 

Abecassis와 Butt (2010)의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삶의 질 

연구에 의하면 기증자의 80~93%가 이식 후 3개월은 수술

로 인한 신체적인 영역에서 불편감이 있지만 6개월 이내

에 이식 전 상태로 회복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국 ․ 내외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장기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증자의 이식 후 회복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본

인을 포함한 동거 가족 수로 3~4명인 경우가 2명 이하인 



- 404 -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Kim (2003)의 연구에서 간

이식 수혜자에게 있어 가족 관계는 초기 회복 단계뿐 아니

라, 이식 후 1년 동안 수혜자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가 70.9%, 40, 50

대가 63.4%로 대상자 중에 많은 수가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기에 함께 지내는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ark과 Kim (2011)의 연구

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감, 역할부담 등은 건강한 일반 

중년기 가족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개인 및 가족 전

체의 안정성 및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결과를 볼 

때, 이식 후 수혜자들의 안정된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사

는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조절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간이식 수혜자의 전체 삶의 질 평균 점수는 69.28±18.25

점으로 간이식 수혜자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Kim 등(2003)의 연구결과는 62.0점이었다. 본 연구의 

간이식 후 경과기간은 평균 3.73±41.42년으로 Kim 등

(2003)의 연구결과 평균 2.5년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De Bona 등(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이식 후 1~2년에 삶의 질이 낮아지고, 안정감

이 성취되는 시기인 3~5년에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

과에서, 이식 후 경과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한 연구시기의 차이로 인해 그 동안 간이식 수술이 발전되

고 간이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간이식에 대한 변화된 시각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성별, 직업 

유무, 가족 주 수입원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인 경우 삶의 질이 높았고 선행연구(Kim et al., 2003)

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았

고 이는 선행연구(Hellgren et al., 1998; Kim, 2003; Kim et 

al., 2003)와 일치하였다. 또한 가족의 주 수입원이 수혜자 

본인인 경우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았고 특히 활력이나 

사회적 기능에서 수입원이 배우자인 경우보다 높았다. 이

는 본 연구의 대상자 70.9%가 남자이고 평균 연령이 

53.27±9.88세로 가정 내에서 가장의 역할과 경제적 책임

을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간이식 후

에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지속되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신체적 독립성과 일상생활로의 적응을 

의미(Rugari, 2010)하므로 직장 복귀는 삶의 질 향상과 관

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이식 수혜자들이 간이식 

후 직장이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 동료, 의료진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식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간이식 후 경과기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im (2003), Kim과 Kim (2007)

의 연구에 의하면 간이식 후 경과기간은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전체 삶의 질 점수는 5~10년 미만인 경우

가 가장 높았고 6개월~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

식 후 삶의 질은 1~2년(Ratcliffe et al., 2002), 2~3년(Kim 

et al., 20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결과를 보

이고 있으나 선행연구는 5년 이내의 단기간 삶의 질을 조

사한 것이 대부분으로 본 연구대상자 범위와 다를 수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 삶의 질 하부 척도 점수에서는 경과기

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보다 신체적 기

능, 신체건강문제로 인한 역할제한, 신체적 통증, 사회적 

기능,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에서 높았다. Kim

(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

만 1년이 지나면서 삶의 질 점수가 높아져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식 후 1년이 중요한 시점이 되며, 1년이 지

나면서 이식과 관련된 신체적 제한이 사라져 사회적 기능

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Telles-Correia 등

(2009)의 간이식 후 단기간의 삶의 질 비교 연구결과 6개월 

시점에서는 신체적 기능의 삶의 질만 상승하였고, Duffy 

등(2010)의 장기간의 삶의 질 연구결과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말기 간질환 환자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의 삶

의 질이 높아졌다. 생체 간이식 후 생존율은 3개월 93.1%, 

1년은 88.5%, 3년은 82.4%, 5년은 80.0%이다(KONOS, 

2012).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양적 향상은 이루어졌지만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세심한 건강관리는 부

족하다. 간이식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이식 수혜자

들에게 이식 초기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

서 나타난 경과기간에 따른 각 영역별 삶의 질 차이를 고

려해 각 시기에 맞는 간호중재를 계획하여 건강한 삶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r=-.58, p<.001)를 나타내었다. 즉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연구에서 

부적 상관관계(r=-.41, p<.001)를 보인 결과 및 신장이식 수

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o, 1999; Kim, H. S., 2009) 

결과와도 유사하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경우, 삶의 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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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Cho, 1999; 

Kim, H. S., 2009).

인간에게 있어 삶의 질은 건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며 오늘날 간이식 수혜자들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유지

하며 잘 사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간호는 대상자가 건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간이식 수혜자가 매년 약 1,000여 명씩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생체 간이

식 수혜자의 추후관리 시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대상자의 체계적인 스트

레스 관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

도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는 기증자

와 관계있는 항목에서 5점 척도 중 3.0점 이상을 보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동거 가족 수에서 유의하였다. 간이식 수혜

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통증이 81.86±22.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 직업 상태, 가족의 주 수입원, 간이식 후 경

과기간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

스와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높은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므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

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간이식 수혜자의 간호 접근을 위하여 성별, 직업 상태, 가

족의 주 수입원, 동거 가족 수, 이식 후 경과기간 등의 변

수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중재가 필요하다. 셋째,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 

중 기증자와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

임에 따라 기증자의 이식 후 회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

공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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