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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경변증은 우리나라 주요 만성 간 질환으로서, 사망원인 중 만

성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4.5%로 전체 8위이며, 1일 평균 20명이 

만성 간 질환에 의해 사망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10). 간경변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일단 간경변이 되면 간

암으로 발생위험이 가장 높고, 초기 간경변증 환자 중 약 10-15% 정

도가 간암으로 진행한다(Han & Kim, 2001). 특히 사회적 활동이 가

장 많은 40-60대에 사망률이 가장 높아(KNSO, 2013)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질

병 중심의 사고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삶

의 질에 근거한 건강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강

조되고 있다(Seo, 2010). 간경변증 환자들은 전반적인 건강 변화로 

신체적이고 정서적 불편감, 일이나 여가활동 참여의 제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심리 사회적 부적응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므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

다(Lee, 2008). 나아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올바른 치료

와 경과 및 예후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Seo, 2010). 

최근 간 질환 관련 삶의 질에 관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만성 간 

질환의 질병원인에 따른 삶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어떠한 원인

에서든 간경변증이 동반된 경우 삶의 질이 저하되며(Svirtlih et al., 

2008), 우울과 불안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Mabrouk et 

al., 2012), 사회적 지지(Modabbernia, Ashrafi, Malekzadeh, & Poust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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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능적 상태(Amann et al., 2013)는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이

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지각된 질병장애정도, 기능상태, 직업유무, 

우울(Kim, 2005)이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Kim 등(2007)

의 연구에서 간염 환자의 삶의 질은 간 질환 영향, 절망, 건강 불편

감, 성기능이 가장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다. Lee (2008)의 연구에

서 간경변증 환자들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 우울이 사회복지 서비

스 욕구, 정보 욕구, 경제적 욕구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경변증 환자들은 증상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 그리고 합병증과 증상악화로 인한 잦은 재입원과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Lee, 2008). 이

때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가 부적절하다면 환자의 기능적 상태나 건

강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

이다. 불안과 우울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Mabrouk et al., 

201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적을수록 그리고 기능

적 제한이 적을수록 건강지각점수가 높아진다(Oh & Yi, 2014). 기능

적 상태는 사회적 지지, 불안 및 우울의 영향을 받고(Kim et al., 2007), 

삶의 질에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있었다(Oh & Yi, 2014). 건강지각과 

불안, 우울은 단순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지각과 안녕을 예측하는

데 불안과 우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ahn & Pyo, 2002).

간경변증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간호사정 및 간호중재 개

발을 위해서는 증상의 빈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증상, 기능 및 건강지각의 다변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

다(Kim, 2005). 경로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수의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종속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으로 통합적 접

근이 가능하다(Yu, 2012).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심리적 증

상인 불안, 우울, 기능적 상태, 건강지각,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

향요인들만을 규명한 것이어서 실제 다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로 

접근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의료

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증상 요인인 불안, 우울, 기능적 상

태와 건강지각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다변인들에 대한 경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 프

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자료와 가설적 모형간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최종 모형을 

구축한다.

3. 용어 정의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

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과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

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리적 도움을 제공을 받거나, 대인 관

계적 거래를 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Choi, 2004). 본 연구에서는 Cohen과 Hoverman (1983)에 의해 개발

된 사회적 지지 도구를 기초로 Suh (1990)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2) 불안, 우울 

불안과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불쾌한 심리상태이며, 가장 흔

한 정서장애이다(Min, Oh, & Park, 1999).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발하고 Min, Oh와 Park (1999)이 한국어로 번역하

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정

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3) 기능적 상태

기능적 상태는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정신적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능의 측정은 특별한 업무수행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Wilson & Cleary, 1995). 본 연

구에서는 한국형으로 번역된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

apy-Hepatobiliary (FACT-Hep, Version4)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상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건강지각

건강지각이란 인간의 건강행위를 지배하는 개인적 의미를 뜻하

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자가 평가이다(Ware, 1979). 본 

연구에서는 Ware (1979)에 의해 개발된 건강지각 측정도구(Health 

Perception Questionaire)를 Yoo, Kim과 Park (1985)이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이란 질병과 치료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과 안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환자의 다차원적 인식이다(Ku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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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hnamoorthy, Harichandrakumar, & Das,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국형으로 번역 된 SF-36 Health Survey (Version 2) 삶의 질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과 관련변인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적합성과 모

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간경변증으로 내과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

서,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

이었다. 본 연구의 목표 대상자 수는 총 250명이며, 설문항목에 누락

이 있는 6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자료는 244명이었다. 표본의 크

기는 자유 모수치 대 대상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1대 10-20이 되

어야 하며(Jackson, 2003), 본 연구에서의 자유 모수치는 15이므로 대

상자수는 최소 150명이 되어야 하며, 많은 학자들이 표집크기가 

20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3. 연구 도구

1) 사회적 지지척도

사회적 지지는 Cohen과 Hoverman (1983)에 의해 개발된 대인관

계지지척도를 Suh (1990)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의 범위

로 되어 있으며, 도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였다.

2) 병원 불안-우울 척도

불안, 우울은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발하고 Min, Oh와 

Park (199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 도

구를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4

점 Likert 척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42점으로 되어있으며,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 .94였다.

3) 기능적 상태 평가 척도 

기능적 상태는 Cella (1997)에 의해 개발된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Hepatobiliary (FACT-Hep, Version4, 한국형)를 사

용 승인을 받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 상태 7문항, 사회/가족 

상태 7문항, 정서 상태 6문항, 기능 상태 7문항의 27개 문항과 간에 

관련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80점 범위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였다.

4) 건강지각 측정 도구

건강지각은 Ware (1979)에 의해 개발된 건강지각 측정도구를 

Yoo, Kim과 Park (1985)이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현재의 건강 9문항, 과거의 건강 3문항, 미래의 건강 4문항, 

건강관심 4문항, 저항성과 민감성 4문항, 환자 역할 거부 8문항 총 

32문항으로, 최저 32점에서 최고 160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이었다.

5) SF-36 v2 Health Survey (Version 2.0)

건강관련 삶의 질은 Ware 등(1994)에 의해 개발된 SF-36 v2 Health 

Survey 도구를 QualityMetric (QM)사에서 한국형으로 번역된 도구

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8개의 영역 즉 신

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 제한, 통증, 일반 건강이 포함된 4개의 신체

지수와 활력, 사회적 역할, 감정적 역할 및 정신건강이 포함된 4개의 

정신지수로 구성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채점방식은 SF-36 Norm-based Scores (NBS) 즉 미국 인구조사를 바

탕으로 50점의 평균치와 10점의 표준편차로 각 항목의 점수를 신체

적 점수 50점, 정신적 점수 50점,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CR-12-143) 후 2013년 7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D지역 C대학병원에서 간경변으로 외래를 방

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절차와 방법을 설명하

고 동의서를 획득한 후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dow Version 19.0과 AMOS 21.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

으며,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과 가설 검정은 공변량 구조 분석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간접 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모형은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를 외생변인으로, 불안, 우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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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 건강지각을 내생변인으로 이론적 기틀을 설정하고 경로분

석을 활용하여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ure 1).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성이 58.2%, 여성이 41.8%였으며, 연령은 51-60세가 43.0%

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1.6%이며, 가정의 월

수입은 100-200만 원이 38.1%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72.5%, 사별이 

11.5%였다. 대상자의 진단은 B형 바이러스 간경변증이 68.9%, C형 바

이러스 간경변증이 10.2%,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16.0%이며, 간경변

증 중증도는 A군이 67.6%, B군이 27.6%, C군이 4.5%였고, 유병기간이 

1년 이하가 28.7%, 5년 이상이 36.5%였다(Table 1).

2.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형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측정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

(Tolerance limits)가 .37-.68로 모두 0.1 이상이고 1.0을 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46-2.73으로 기준

인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정규성은 정규분포

성(skewness < 3, kurtosis < 10)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우도법

을 사용하여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 가설모형 검증

연구모형인 초기경로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모형추정 가능성

Figure 1. Statistical path model. HRQOL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1 = error variable 1; e2 = error variable 2; e3 = error variable 3; e4 =  
error vari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4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42 (58.2)
Female 102 (41.8)

Age (year) ≤ 40 10 (4.1)
41-50 47 (19.3)
51-60 105 (43.0)
≥ 61 82 (33.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69 (28.2)
Middle school 57 (23.4)
High school 77 (31.6)
≥ College 41 (16.8)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54 (22.1)
100-200 93 (38.1)
200-400 56 (23.0)
≥ 400 41 (16.8)

Marital status Single 14 (5.7)
Married 177 (72.5)
Divorced 21 (8.6)
Separated 18 (7.4)
Widowed 28 (11.5)

Etiology of liver cirrhosis HBV 168 (68.9)
HCV 25 (10.2)
Alcohol 39 (16.0)
Others 12 (4.9)

Child pugh score (group) A 165 (67.6)
B 68 (27.9)
C 11 (4.5)

Duration after diagnosis (year) ≤ 1 70 (28.7)
2 43 (17.6)
3 28 (11.5)
4 14 (5.7)
≥ 5 69 (36.5)

HBV = Hepatitis B virus; HCV = Hepatitis C virus.

Table 2.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
ables

1 2 3 4 5

1 1.00
2 -0.43 1.00
3 0.56 -0.72 1.00
4 0.33 -0.55 0.58 1.00
5 0.41 -0.77 0.74 0.66 1.00
Case 244 244 244 244 244
Mean 45.71 9.79 126.6 104.6 95.22
Standard deviation 10.25 8.24 24.4 14.2 16.72
Skewness -0.75 0.93 -0.34 0.30 -0.80
Kurtosis 0.25 0.39 0.10 -0.16 0.17

1: Social support; 2: Anxiety, depression; 3: Functional status; 4: Health 
perception; 5: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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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합도는 만족시키는 것으로, 통계적 모형하의 모수치들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초기모형 검증결과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과 기능적 상태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사회적 지지가 건강지각과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모형을 수정하였다(Figure 2). Critical Ratio (C.R.)의 p값은 ± .965 

이상으로 수정모형인 경로모형의 경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 우울 경로계수는 -.43, 기능적 상태 

경로계수는 .27 그리고 건강지각 경로계수는 .26으로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지각에는 불

안, 우울 경로계수가 -.27 그리고 기능적 상태 경로계수가 .38로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상태에는 사회적 지지 

경로계수가 .31, 불안, 우울 경로계수 -.59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정 모형의 적합도 검정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평가 기준을 양호하게 충족하였다(Table 4). 즉, 추정

모수의 개수인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NPAR), 표준카

이자승(Normed Chi-square, NC), 터커-루이스 적합지수(Tucker-

Lewis, TL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화 잔차 

Table 3. Factor Loadings and Factor Variances of Hypothesized Model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nxiet, depression←Social support -0.35 0.05 -7.41* -.43
Functional status←Social support 0.73 0.11 6.77* .31
Functional status←Anxiety, depression -1.75 0.13 -13.12* -.59
Health perception←Anxiety, depression -0.46 0.13 -3.66* -.27
Health perception←Functional status 0.22 0.05 4.80* .39
Health perception←Social support -0.00 0.09 -0.03 -.00
HRQOL←Functional status 0.19 0.04 4.93* .28
HRQOL←Health perception 0.31 0.05 6.04* .26
HRQOL←Anxiety, depression -0.88 0.11 -8.37* -.43
HRQOL←Social support -0.03 0.07 -0.40 -.02

             Factor variances
Social support 104.61 9.49 11.02*
HRQOL 55.19 5.01 11.02* .18
Anxiety, depression 238.62 21.65 11.02* .60
Helth perception 126.60 11.49 11.02* .37
Anxiety, depression 81.43 7.39 11.02* .71

*p< .05.
SE = Standard error; CR = Critical ratio; HRQOL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able 4.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

Measurement 13 2 .16 .08 1.0 .00 1.00 .00-.04

NPAR =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DF = Degree of freedom; CMIN = Chi-sqaure value; TLI = Turker-lewis index;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Figure 2. Modified path model. HRQOL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1 = error variable 1; e2 = error variable 2; e3 = error variable 3; e4 =  
error vari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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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오차

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

SEA)을 포함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나타났

기 때문에 경로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수정 모형의 통계적 

모형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불안, 우울, 기능적 상

태와 건강지각은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증상

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Lee & Chang, 2012), 이는 불안과 우울 증상에 대한 

사정과 중재가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치료는 완치보다는 합병증 발생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

인 약물섭취와 관리가 요구되므로 환자들은 사는 동안 내내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Lee, 2008). Wong 등(2008)의 연

구에서 간경변증 환자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심각하고 이는 건강관

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간경변증 환자의 개개인

이 느끼는 심리적인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수시로 사정하여 이를 중

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경변증 환자의 기능적 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mann 등(2013)의 연구에서 만성 간 질환

과 만성 췌장염 환자는 삶의 질이 유사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특히 

신체적 활동이 제한되는 기능적 상태는 삶의 질에 주요 영향요인이

었으며, Wong 등(2008)의 연구에서 고혈압, 만성 간염환자에 비해 간

경변증 환자에서 신체적 기능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2005)의 연구에서 간경변증 환자의 기능적 상태는 직업유무와 

우울과 함께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

자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환자의 요구와 문제를 이해하고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임상적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건강지각은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 (2005)의 지각된 질병장애

정도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간경변증 환자들은 병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식이조절 및 금주 등을 통해 합병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

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Lee, 2008). 

둘째, 불안, 우울과 기능적 상태는 건강지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간경변증 환자의 불안, 우울이 증가할수

록 건강지각 정도가 낮아짐을 의미하며, 기능적 상태가 높을수록 

건강지각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Cha (2012)의 연구에

서 기러기아빠의 우울이 신체적 건강지각과 정신적 건강지각에 모

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기능적 상태는 건

강지각에 직접 효과와 총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사되었

다는 Oh와 Yi (201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기능적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및 인지적 기능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Kim, 2005),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능적 상태를 신체적인 면에만 국한시켜서 확인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기능적 상태의 모든 하부영역에서 건강지각과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경변증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

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 증진 행위를 실천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경변증 환자의 불안, 우울과 기능적 

상태를 다각적으로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불안, 우울은 간경변증 환자의 기능적 상태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기능적 상

태 정도가 높아지고, 불안, 우울이 높아질수록 기능적 상태 정도가 

낮아진다. Choi (2002)의 연구에서 유방절제술 후 여성의 기능적 상

태와 우울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지지는 기능적 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Song et al., 

2006)와 일치하였다. 간경변증 환자의 기능적 상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만성 질환자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 지지와 불안, 우울의 관리가 중요하고, 기능적 상태를 개선시

킴으로써 건강지각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가

시키게 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간경변증 환자의 불안,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 증상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Kim et al., 2007), Modabbernia 등(2013)

의 연구에서 만성 간염 환자의 낮은 사회적 지지는 환자의 정신건

강에 부정적 작용을 하고 이것이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Marbrouk 등(2012)의 연구에서 만성 간염 

환자들은 전염성 질환이라는 공포와 무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차

별로 사회적 고립감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으로 인하여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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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과 의료인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만족감을 증진시킨다면 간경변증 환자의 불안, 우

울 증상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기능적 상태 및 건강지각을 향상시

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지각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

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기능적 상태와 불안, 우울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상태, 불안과 우

울을 통제하고 사회적 지지와 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

였다(Madabbernia, 2013).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가 단순 상관관

계만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통제와 매개효과를 통한 통합적인 관

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구조 경로 모형을 통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불안, 우울, 기

능적 상태와 건강지각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불안, 우울은 기능적 상태, 건강 지각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요인이며, 불안, 우울은 기능적 상태와 건강지각을 통하

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기능적 

상태 그리고 건강 지각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간호 전략 방안의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증도가 낮았으므로 앞으로 간경변증 환

자의 중증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대한 직접, 간접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로 포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에서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 변인들간

의 경로모형을 통해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 간경변증 환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모형 구축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불안, 우울, 기능적 상태와 건강지각은 간

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불안, 우울과 기능적 상태는 건강지각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 우울은 기능적 상

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불

안, 우울을 통해 건강지각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 영향을 미치

며, 불안, 우울은 기능적 상태를 통해 건강지각에 간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상태는 건강지각을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 영향이 있으며, 불안, 우울은 건강지각을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경변증 환자의 중증도를 보다 세분

화하여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직접, 간접 효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수들로 포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사회적 지지, 불안, 우울, 기능적 상태 그리고 건강지각이라는 것을 

구조모형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

조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임상실무에서 환자들의 불안, 우울, 기능

적 상태, 건강지각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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