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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고자 불쾌증상이론을 융합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방
법은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환자 198명을 대상으로 증상경험과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삶의 질 등
을 설문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PASW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s와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하였다. 분석결과, 간경변증 환자의 삶
의 질은 질병기간(β=.19, p<.001), 증상경험(β=.19, p=.032), 생리적 요인(β=.15, p=.008), 심리적 요인(β=.39,

p<.001), 상황적 요인(β=.32, p<.001)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삶의 질에 51.8% 설명하였다(F=15.57,

p<.001).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은 불쾌증상이론의 요인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프
로그램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경변증, 불쾌증상, 간호이론, 삶의 질,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vergence on 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 and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liver cirrhosis patients. A total of 198 liver cirrhosis patients were recruited 
symptom experiences, physiologic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situational factors, and quality of lif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May, 2014 and analyzed using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with PASW (SPSS) 21.0. Variables such as duration of liver cirrhosis(β=.19, p<.001), 
symptom experiences(β=.19, p=.032), physical(β=.15, p=.008), psychological(β=.39, p<.001) and situational 
factors(β=.32, p<.001) explained 51.8% of variance in quality of life(F=15.57, p<.001). The symptom 
experience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or caring liver cirrhosis 
patients. Symptoms of postmyocardial infarction (post-MI) patients at risk for progression to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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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등의

만성질환이차지하고있어만성질환에대한관심이높아

지고 있다[1]. 특히 간경변증,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의 만

성 간 질환은 40-50대 중년기 사망의 주요원인이다[2].

간경변증은 간세포가 손상되고 파괴되면서 간조직의 섬

유화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합병증을동반한다[3]. 간경변증환자들은질병이

경과되면서 복수, 부종, 식도정맥류 출혈과 간성뇌증 등

의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증상경험은 환자들의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기능을감소시켜삶의질을감소시

킨다[4].

지금까지 간경변증 환자가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완

전한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5], 대부분

증상조절과 질병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6]. 또한 간경변증 환자는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면서 생을 지속하

게 되는데[6, 7], 이러한 증상경험은 삶의 질에 부정적으

로영향을미치게된다[4, 8]. 특히 간경변증과같은만성

간질환자의삶의질은향후질병의경과와치료의효과

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8, 9]. 이에 간경변증

환자의증상경험과삶의질은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

있다[6, 7].

특히, 간경변증환자의증상경험을효율적으로관리하

기 위해서는 표면화된 증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

라증상에대한빈도와강도, 질등의다차원적인이해가

필요하며, 이에증상경험에선행하는요인들을포괄적으

로살펴볼필요가있다[10]. 간경변증의증상경험에관한

국내외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

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증상경험[2, 11]의 개념분석과 증

상경험과 자가간호 수행[6], 증상경험과 기능상태, 삶의

질 관련성[11, 12] 등이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

분상관관계나관련변인을파악하고있다는제한점이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nz 등(1997)[10]이 개발한 불

쾌증상이론을 근거로 증상경험과 삶의 질을 알아보고자

한다.

불쾌증상은한개인의생리적, 심리적, 사회적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말

한다[10]. 불쾌증상이론의 주요 구성요소는 불쾌증상 영

향요인, 불쾌증상경험과 불쾌증상경험의 결과이며, 불쾌

증상영향요인은생리적요인, 심리적요인, 상황적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불쾌증상경험은 개인이 경험하는 질병

증상의 빈도와 강도, 질 등을 의미하며, 불쾌증상경험의

결과는 개인의 신체적 활동, 업무의 수행능력과 문제해

결능력 등의 기능적인 활동 개념을 의미한다[10]. 즉, 증

상경험은 개인의 수행능력 상태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보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기능 상태를 예측하는데 중요

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8, 13]. 그러므로 불쾌증상이

론에의거한간경변증선행연구들을토대로불쾌증상영

향요인으로생리적요인인연령, 학력, Child-Pugh score

와 유병기간, 심리적요인인불안과우울, 상황적요인인

가족지지, 의료인 지지로 구성하였고, 불쾌증상 경험은

간경변증증상의빈도, 강도, 질등으로구성하였고, 불쾌

증상 경험의 결과는 개인의 일상수행능력과 업무수행능

력을 아울러는 포괄적인 개념인 신체적 기능, 신체적 건

강으로인한역할제한, 정서적문제로인한역할제한, 일

반적건강상태, 정서적안녕, 사회적기능등의삶의질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의 증

상경험과삶의질에관련하여불쾌증상이론을개념적기

틀로 하여, 제반 요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불쾌증상이론에 근거한 간경변증

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과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 증상경험, 생리적 요인, 심리

적 요인, 상황적 요인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의 제 요인간

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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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증상경험의 정도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500병상 규모의

3차의료기관인일대학병원간담도내과외래에정기적

으로내원하는간경변증환자를근접모집단으로하여대

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대

상자의선정기준은만 20세 이상의성인중간경변증진

단을받고, 치료기간이 6개월이지난환자중에서 1:1 면

접 시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환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를 이용하여회귀분석에서 effect size=.15,

G*power(1-β)=.95, ⍺=.05로 산정한 결과 표본수는 172
명이상이요구되었으며, 이에연구참여에동의한 202명

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198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

의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자료수집은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먼저 연구자가 간호부와 간 담도 내

과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

하였으며, 연구자와연구보조원이직접실시하였다. 대상

자에게 자료수집 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익명으로실시하므로비밀이보장되는것과연구자료는

본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응답

을원하지않을경우언제라도철회할수있음을알렸으

며,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가보고식 설문 시간은

20-25분 소요되었으며, 질환관련 특성에 관해서는 전자

의무기록을열람하여기록하였으며, 연구자료정리는코

드화로 정리하였으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잠근 장

치에 보관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정도로[14, 15],

본 연구에서는 Short-Form 36 (SF-36)을 Koh, Chang,

Kang, Cha와 Park (1997)[15]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거친 한국어판 SF-36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신체적 구성요소의 4개의 하위영역인 신

체적 기능 10문항, 신체적 건강으로 역할제한 4문항, 일

반적건강상태 6문항, 통증 2문항과정신적구성요소의 4

개의하위영역인정서적문제의역할제한 3문항, 활력/피

로 4문항, 정서적 안녕 5문항, 사회적 기능 2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

다’ 7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이렇게 점수화된 각 문

항은항목별로합산하였고, 합산된점수는 0-100점범위

로 환산하였으며, 다시 하위영역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oh 등(1997)[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

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86이었다.

2.3.2 증상경험
증상경험은개인이지각하는비정상적인신체적, 정서

적, 인지적상태의주관적인증상경험을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Kim (2005)[11]이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10]에 근거한 간질환의 주요증상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총 54문항으로, 간질환의증상에대

한 빈도 18문항과 강도 18문항, 심각성 1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3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62점이며, 하위영역의 증상빈도, 증상강도, 증상심각성

은최저 0점에서최고 54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증상경

험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Kim (2005)[11]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4이었다.

2.3.3 생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은 객관적인 관찰과 확인이 가능한 것으

로[16], 본 연구에서는 간경변증으로 인한 Child-Pugh

score와 질병기간을측정하였다. Child-Pugh score는 질

병의예후와치료의계획을세우기위해가장많이사용

되는 지표로[3], 혈청 빌리루빈 수치, 알부민 수치, 프로

트롬빈시간, 복수정도, 간성뇌증정도등을전자의무기

록을통하여조사하였다. 각영역은 Child-Pugh score 기

준에의하며점수화하고, A 등급≤6점, B 등급=7-9점, C

등급≥10점의 3등급으로분류하였으며, C 등급의예후가

가장 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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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질병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17],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로 구성하였다. 불안과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상태로[18], Zigmond와 Snaith

(1983)[19]가 개발한도구를 Oh 등(1999)[18]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병원 불안-우울 도구(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 of Korea, HAD-K)를 이용하여측정하

였다. 이도구는총 14문항으로, 불안에관한문항은홀수

번호 7문항이며, 우울에 관한 문항은 짝수 번호 7문항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까지점수범위를가지며, 총점은최저 1점에서최고 56점

이며, 하위영역의불안과우울은최저 7점에서최고 28점

이다. 불안과 우울의 기준은 ‘8점 미만’이면 불안과 우울

이없음이고, ‘8-10점’이면경계선상이며, 11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불안과 우울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불안과 우울 Cronbach's α=.93,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

Cronbach's α=.86이었다.

2.3.5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가족이나 친구, 의료인 등의 주변인의

도움을 의미하며[16],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 (1988)[20]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4문항, 친

구지지 4문항, 의료인지지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 ‘매우그렇다’ 5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총점은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

로, 하위영역의가족지지, 친구지지, 의료인지지는최저 1

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

도가 높은것을 의미한다. 도구의개발 당시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2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인들은 서술통

계(빈도와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따른삶의질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사후분석에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의 제요인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금연

의도의설명력을확인하기위하여단계적회귀분석을실

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질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분석한결과, 성별은 ‘남성’이

62.1%, 평균연령은 53.77세이며,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55.6%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73.7%였고, 종

교는 ‘없는 경우’에서 67.7%, 직업은 ‘정규직’이 42.9%이

었으며, 월 수입 만족도는 ‘부족하다’가 56.1%이었다. 질

병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선행 진단명은 ‘B형 간염바

이러스’가 69.2%, 질병기간은 ‘1-2년’이 37.9%,

Child-Pugh score는 ‘A’가 67.2%, 음주는 ‘안한다’가

83.8%, 규칙적인운동여부는 ‘한다’가 68.2%로나타났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검정과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력(F=7.67, p<.001),

결혼상태(F=15.15, p<.001), 월 수입 만족도(F=18.70,

p<.001), 직업(F=13.53, p<.001), 질병기간(F=2.76,

p=.043), 선행 진단명(F=2.73, p=.045), Child-Pugh

score(F=1.27, p=.002)과규칙적인운동(t=5.41, p=.024)에

따라유의한차이가나타났으며, 결혼상태는 ‘미혼’과 ‘기

타’보다는 ‘기혼자’에서더높게나타났으며, 월수입만족

도는 ‘부족하다’ 보다 ‘적당하다’와 ‘충분하다’에서, 직업

은 ‘무직’ 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Child-Pugh

score는 ‘C’보다 ‘A’와 ‘B’가, 규칙적인 운동은 ‘안한다’보

다 ‘한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4.2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 제 요
인 정도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의 제 요인의 정도

를분석한결과, 생리적요인의 Child-Pugh score 정도는

15점 만점 중 평균 5.70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요인

의 불안과 우울의 정도는 56점 만점중 평균 16.63점, 불

안은 28점 만점 중 평균 8.01점, 우울은 28점 만점 중 평

균8.62점으로 나타났으며, 상황적 요인의 사회적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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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mographic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8)

Variables Categories n(%)
Quality of life

M±SD F/t (p)

Gender Male 123 (62.1) 49.04±8.14 1.73 (.190)

Female 75 (37.9) 47.50±7.80

Age (year) Mean±SD 53.77±7.09

Education ≤Middle school 40 (20.2) 44.44±8.26 7.67 (.001)

High school 48 (24.2) 48.17±7.13

≥College 110 (55.6) 50.05±7.67

Marital status
†

Single
a

14 (7.1) 42.16±9.93 15.15 (.001)

Married
b

146 (73.7) 50.19±6.65 a,c<b

Other (divorce or separate,

widowed)c
38 (19.2) 44.12±9.15

Religion Have 64 (32.3) 47.55±8.50 1.22 (.271)

Have not 134 (67.7) 48.89±7.79

Satisfaction degree of

monthly income
†

Lack
a

111 (56.1) 45.65±8.23 18.70 (.001)

Appropriate
b

49 (24.7) 51.38±6.62 a<b,c

Enough
c

38 (19.2) 52.89±5.48

Being employed Unemployeda 70 (35.4) 45.02± 8.87 13.53 (.001)

Full-time
b

85 (42.9) 51.37±6.55 a<b,c

Part-timec 43 (21.7) 48.31±7.10

Duration of liver cirrhosis

(year)

≤ 1 37 (18.7) 49.75±8.21 2.76 (.043)

1-2 75 (37.9) 49.34±8.57

3-5 34 (17.2) 48.75±6.34

≥5 52 (26.3) 45.81±8.08

Present diagnose

HBV 137 (69.2) 60.52±9.91 2.73 (.045)

HCV 19 (9.1) 64.62±7.44

HAV 35 (17.7) 59.22±10.91

Other 8 (4.0) 60.97±10.14

Child-Pugh score
† Aa 134 (67.2) 49.31±7.40 1.27 (.002)

c<a,bBb 21 (10.1) 48.91±8.88

Cc 47 (22.7) 42.73±7.48

Alcohol consumption
Yes 32 (16.2) 48.78±8.06 1.70 (.194)

No 166 (83.8) 46.77±7.76

Regular exercise No 63 (31.8) 46.54±8.29 5.41 (.024)

Yes 135 (68.2) 49.35±7.77

HBV=Hepatitis B virus, HCV=Hepatitis B virus, HAV=Hepatitis A virus,†Scheffé-test.

도는 60점 만점 중 평균 46.52점, 가족지지 정도는 20점

만점 중 평균 15.32점, 친구지지 정도는 20점 만점 중 평

균 14.92점과의료인지지정도는 20점만점중평균 16.28

점으로나타났다. 증상경험의정도는 162점만점중평균

60.96점, 증상빈도정도는 54점 만점 중평균 20.31점, 증

상강도정도는 54점만점중평균 20.27점, 증상의심각성

정도는 54점 만점중평균 20.36점으로나타났으며, 삶의

질 정도는 100점 만점 중 평균 48.4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4.3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 제 요
인 간의 관계 

대상자의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 제 요인의 상관관

계를분석한결과, 삶의질은생리적요인(r=.22, p=.002),

심리적 요인(r=.70, p<.001), 증상경험(r=.49, p<.001)과

음의상관관계가있었으며, 상황적요인(r=.40,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증상경험은 생리적 요인(r=.21,

p=.001), 심리적 요인(r=.47, p<.001)과 양의 상관관계와

상황적 요인(r=.26,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불쾌증상이론을 융합한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

27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Apr; 13(4): 271-28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98)

Variables
Symptom experience Physiologic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Situational factors

r (p) r (p) r (p) r (p)

Quality of life
-.49

(<.001)

-.22

(.002)

-.70

(<.001)

.40

(<.001)

Symptom experience
.21

(.001)

.47

(<.001)

-.26

(<.001)

Physiological factors
.15

(.034)

-.16

(.027)

Psychological factors
-.35

(<.001)

<Table 4> Variance in Quality of Life by Demographic-Social Variables and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N=198)

Variables Categories
ModelⅠ ModelⅡ

β t (p) β t (p)

Demographic-social

variables

Duration of liver cirrhosis (year) .43 5.31(.008) .27 3.58(.001)

Satisfaction degree of monthly income .20 2.40(.018) .01 0.19(.719)

Being employed .25 2.94(.004) .03 0.27(.104)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variables

Symptom experience .19 2.69(.032)

Physiological factors .15 2.17(.008)

Psychological factors .39 5.54(.001)

Situational factors .32 4.95(.001)

R2 .275 .554

Adj. R2 .257 .518

F (p) 15.06 (.001) 15.57 (.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198)

Variables Categories Mean±SD Potential Range

Physiological factors Child-pugh score 5.70±1.17 1-15

Psychological factors 16.62±2.20 14-56

Anxiety 8.01±1.97 7-28

Depression 8.62±2.42 7-28

Situational factors 46.52±3.56 12-60

Family support 15.32±3.93 4-20

Friend support 14.92±3.74 4-20

Medical member support 16.28±3.00 4-20

Symptom experience 60.96±9.13 0-162

Symptom frequency 20.31±3.15 0-54

Symptom intensity 20.27±3.35 0-54

Symptom distress 20.36±3.89 0-54

Quality of life 48.46±8.03 0-100

Physical function 50.02±7.93

Role limitation due to physical health 47.02±11.10

Role limitation due to emotional health 45.64±12.44

Energy/fatigue 50.02±12.26

Emotional well-being 47.55±12.06

Social functioning 50.18±9.30

Pain 56.23±8.15

General health 40.9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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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에서

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유의한 차이

를 보인 학력과 결혼상태, 월 수입 만족도, 직업, 질병기

간, 선행진단명, 규칙적인운동을, 모델 II에서는 상관관

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증상경험과 생리적 요인, 심

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명목

변수인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결혼상태는 ‘기혼

자’, 월 수입 만족도는 ‘충분하다’, 직업은 ‘있다’, 선행 진

단명은 ‘B형 간염바이러스’, 질병기간은 ‘1년 미만’를 기

준으로각각가변수처리하여분석하였다. 독립변수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287~.839로 모두 1.0이하로 나타

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24~3.490로 기준치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모델1단계 결과에

서, 질병기간(β=.43, p=.008), 월 수입 만족도(β=.20,

p=.018)과 직업(β=.25, p=.004)가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

향을미치는변인으로나타났다(F=15.06, p<.001). 즉, 질

병기간이 짧을수록, 월수입 만족도가 ‘충분하다’, 직업이

‘정규직’에서 삶의 질이 높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5.7%였다. 모델 II는 증상경험,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

인과 상황적 요인을 투입한 결과 증상경험(β=.19,

p=.032)과 생리적 요인(β=.15, p=.008), 심리적 요인(β

=.39, p<.001), 상황적요인(β=.32, p<.001)이 유의하게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15.57,

p<.001). 즉, 증상경험과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낮

을수록, 상황적요인이높을수록삶의질에높은것을알

수 있었으며, 모델 II의 설명력은 51.8%로 모델I에 비해

설명력이 26.1% 향상되었다<Table 4>.

5. 논의
본 연구는 불쾌증상이론을 근거로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과 불쾌증상이론의 제 요인의 정도와 관계를 규

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상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

인은질병기간과직업, 월수입만족도이었고, 이들변인

은삶의질을 25.7%설명하였다. 특히, 대상자의삶의질

에영향을미치는인구사회학적변인은질병기간이짧을

수록, 직업은 ‘있다’에서, 월 수입 만족도가 충분할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불쾌증

상이론의 관련변인은 증상경험,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

인, 상황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변인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26.1% 설명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불쾌

증상이론의관련변인이삶의질을유의하게예측함을알

수 있다.

우선, 인구사회학적변인에따른결과는만성간질환

자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21, 22]결과에서경제적상태

와 질병이 진행될수록 등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질

병기간은 장기간의 투병생활을 의미할 수 있다. 간경변

증, 만성간질환등의만성질환은완치가어렵고, 증상을

조절하는정도의치료방안으로, 장기간의투병생활을하

게 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투병생활은 지속적인 노력에

도 불구하고 병의 호전을 느끼지 못하고, 치료결과에 대

해부정적인감정을가지게되어, 결국삶의질이저하되

었을것으로생각한다. 질병기간은장기간의투병생활을

의미할수있다. 간경변증, 만성간질환등의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증상을 조절하는 정도의 치료방안으로,

장기간의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투병

생활은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병의호전을느끼지

못하고, 치료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어,

결국 삶의 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직업

은일과고용이라고정의할수있는데, 일과고용은인간

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으로 생계유지

수단이나생활의방편뿐만아니라사회의한구성원으로

서 역할을 수행하는 터전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성

취감과 행복감, 삶의 보람의 원천으로[23],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에게

서 일은 사회적 보람이 되고, 삶의 보람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월수입 만족도는 가정 내의 경제

상태를의미할수있다. 간경변증은복수, 피로, 부종, 식

도 정맥류 출혈, 간성 뇌증 등의 증상이 호전과 반복이

지속됨에 따라 잦은 입원과 퇴원을 하게 됨으로써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건

강상의 문제로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에



불쾌증상이론을 융합한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

27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Apr; 13(4): 271-281

월수입은감소하게되고, 이러한월수입의감소는지금

까지 영위하던 안정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간경변증환자의질병기간과일,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의 예측요인임을 볼 때, 간경변증 환자

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질병기간에 따른 간

호중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과 경제적 상태

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사정되어야 한다. 한편 선행연

구에서 결혼상태[21], 성별, 음주[22], 운동여부[24]에 따

른 차이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

서 이들 변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쾌증상이론 관

련변인으로는 증상경험,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

적 요인이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증상경험으로는 증상빈도, 증상강도, 증상 심

각성을 측정하였으며, 증상경험은 60.96점(162점 만점),

증상빈도는 20.31점(54점 만점), 증상강도는 20.27점(54점

만점), 증상 심각성은 20.36점(5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2003)[11]의 41.67점보다

높은점수로본연구에서는증상경험의정도가빈번함을

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간경변증을대상으로한 Jung

과 Kim (2007)의 결과에서 Child-Pugh score의 중증이

5.0%인데반해본연구에서는중증이 22.7%로차이가있

었다. 이는 간경변증의 증상경험은 피로와 복수 등의 합

병증이동반되면, 증상이심각해지고, 증상이심각해지면

증상경험을 더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질병의 상태에 따

라 증상경험의 정도가 다름을 감안해 볼 때, 질병상태별

로증상경험의정도를비교하는추후반복연구가필요하

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들의 증상경험은 삶의 질을 예측

하는 요인으로, 간경변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을 완

화시킬수있는프로그램개발과간호중재가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요인으로는불안과우울을측정하였으며, 불안

과우울은 16.62점(56점 만점)이었다. 불안은 8.01점(28점

만점), 우울은 8.62점(28점 만점)으로본연구대상자들을

HAD-K 기준으로 볼 때 불안과 우울이 경계선 상의 상

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

른도구를사용한 Kim (2005)[11]의 결과에서불안과우

울은 28.65점(84점 만점)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본 도

구의점수로환산한결과 19.10점으로, 본 연구결과와유

사하다고볼수있다. 한편, 유방암환자들대상으로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등 (2014)[13]의 결과에서는 불안과

우울은 14.45점, 불안은 6.80점, 우울은 7.65점으로보고되

어, 본 연구결과보다낮은결과임을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Kim 등 (2014)[13]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6.40세이었으나, Kim (2005)[11]은 평균 연령이 53.61세

이었고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77세로 비슷하

여,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차이로 볼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불안과우울은삶의질의유의한예측요인

으로, 불안과우울이심할수록삶의질이더낮았다. 간경

변증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4, 12] 에서도 불

안과 우울은 삶의 질을 예측하는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었다. Park 등 (2003)[25]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

안과 우울의 특성이 대인관계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활

동을감소시킴으로서간경변증환자의삶의질을저하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

경변증환자의삶의질은향상시키기위해서는연구대상

자의연령층에따라불안과우울의정도가달라질수있

으므로 연령층을 고려한 간호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생리적 요인으로는 Child-Pugh score를 측정하였으

며, Child-Pugh score는 5.70점(15점 만점)이었으며,

Child-Pugh score는 A를 경증, B를 중증도, C를 중증으

로 기준 할때, 본 연구에서는 경증이 67.2%를 차지하였

다. 이러한결과는 Kim과 Kim (2007)[26]의 연구에서중

증도와 중증이 58%의 결과보다는 대상자의 질병상태가

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hild-Pugh score

는 간경변증환자의삶의질의예측요인으로나타났으며,

중증일수록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간경변증환자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4, 12]

와도 일관된다. Child-Pugh score는 간경변증 환자들의

여러가지시술이나치료방법을결정하는데중요한도구

로활용되고있으며[5], 또한 복수와간뇌증정도와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5], 이는 환자

의삶의질을예측하는데주관적이고객관적인모니터링

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의 총체

적 돌봄에 있어서는 생리적 요인의 중재가 중요하며, 객

관적 지표와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과 모

니터링을 제안한다.

상황적요인으로는사회적지지를측정하였으며, 사회

적 지지는 46.52점(6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2005)[11]의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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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결과에서볼때비교적사회적지지가잘이루어

지는것으로보여진다. 한편사회적지지는간경변증환

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 (2003)[12]의 가족지지가상황적요인으로증상경험

에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 (2003)[12] 연구에서는삶의질도구에서신

체적 기능 상태와 정신적 기능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반

해본연구에서는개인의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상태를

모두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여겨진다. 간경

변증과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 생활양식의 실천과 지

속적인병원치료중재를지속적으로받아야하므로누군

가의도움없이는생활이어렵다[2]. 따라서간경변증환

자의 삶의 질은 가족과 친구, 의료인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하므로 간경변증 환자의 간호중재에 지지체계를 활

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은 불쾌증

상이론의변인인증상경험, 생리적요인, 심리적요인, 상

황적 요인 등이 주요변인으로 설명되었으므로 불쾌증상

이론이지지되었다. 반면, 생리적요인과심리적요인, 상

황적 요인은 증상경험의 선행요인으로[11] 삶의 질에 직

접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

추후이러한변인의경로분석을포함한연구가필요하다

고 사료되며,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6. 결론
간경변증 환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

으로진단기간, 직업, 월수입만족도가삶의질을 25.7%

설명하였으며, 불쾌증상이론의 변인에서 증상경험, 생리

적요인, 심리적요인, 상황적요인이삶의질을 26.1%설

명하였다. 이상의결과에서질병기간이짧을수록, 직업이

‘있다’에서, 월수입만족도가충분할수록삶의질이높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증상경험이 삶의 질에 가

장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나간경변증환자의삶의질

을 위한 증상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상황적요인을고려한간호중재를제공할시에는이러한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고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있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과 대상자 수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경변증 환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개

발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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