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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은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자의무기록지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Pearson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은 48.16점/100점이었으며,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 건강지각, 질병상태와 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삶의 질을 68.6% 설명하였다. 결론은 중년기 남성 만성 간 질
환자의 삶의 질은 불안과 우울의 정서적 요인이 주요 요인이므로,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전략의 
개발을 제안한다. 

주제어 : 삶의 질, 중년기 남성, 증상, 만성, 만성 간 질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ed factors of quality of life (QOL) 
among middle-male with chronic liver disease.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10 patients with 
chronic liver disease who were recruited from the outpatient clinic of hospital. Between March and May 2014,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medical record review.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ASW (SPSS) 19.0 program, and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ent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QOL of this study was 48.16/100. The significant correlates of QOL 
were anxiety-depression (β=.33, p<.001), symptom experience (β=.15, p=.001), health perception(β=.31, 
p<.001), disease status(β=.17, p=.022), spouse (β=.23, p=.001),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68.6% of 
variance in QOL.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psychological aspects are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QOL of the middle-male with chronic liver disease. Screening and minimizing anxiety-depression 
could be effective strategies in enhancing QOL of middle-male with chronic live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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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간 질환은 유병률이 높으며, 재발이 잘되는 만성질환

으로, 주요 사망원인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간 질환의 

유병률은 2013년과 2011년에 인구 1천 명당 각각 24.1명, 

25.0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간 질환의 사망률은 2012년에 

인구 10만 명당 13.5명, 사망순  8 를 차지하 다[1,2]. 

간 질환의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이 

48-70%로 가장 높고, 알코올성에 의한 원인이 다음 순

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3]. 이는 국내 음주 소비량이 꾸

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만성 간 질환자의 유

병율은 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4].

간 질환의 유병연령은 70 가 22.3%, 60 가 26.0%이

며, 50 가 28.6%로 년기의 유병률이 높으며[5], 성별

에 따른 유병률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2.9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이처럼 간 질환은 연령별 년기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고, 년기 남성의 사망원인 질환 

 간 질환이 1순 로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2,4]. 

한편, 년기 남성은 사회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

는 시기이며, 각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요

구되는 시기로[6,7], 년기 남성의 건강문제는 가족과 사

회  생산측면에서도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8].

간 질환은 건강검진을 통해 쉽게 발견되는 질환이지

만[9], 질병 리를 소홀히 하면, 만성 간염과 간경변증, 

간암 등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하므로 지속 인 리

가 요구된다[3]. 이에 환자 리에 을 두어야 할 사항

은 지속 인 치료, 다양한 증상 리와 더불어 삶의 질 등

을 들 수 있다[10]. 한편, 간 질환자의 증상은 간 질환의 

특이증상으로, 질병의 상태에 따라 피로와 오심, 구토 등 

다양한 신체  증상[3,6,7]과 질병에 한 불치병이라는 

생각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울 등의 정

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7,11]. 만성 

간 질환자는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신체  활동이 감

소되고, 자신을 돌보거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정

으로 작용하고, 환자의 반 인 삶의 질을 하시키게 

된다[3,6,7,12].

특히, 만성질환은 완치를 기 하기 어렵고 증상을 조

하는 정도의 장기 인 치료와 리가 요구되므로[8], 

만성질환자의 주 인 삶의 질은 만성 질환자를 간호함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요한 변수이다[13,14]. 한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은 간 질환 치료의 효과와 후

를 측하고, 질병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므로[13,15]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에 

한 연구는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과 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나이와 성별, 직업, 수입만족도와 같은 인구학  요인

[7,16], 피로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의 생리  요인

[7,8,15,17,18], 불안과 우울, 망 등의 정서  요인[7,11], 

질병의 증도와 질병장애 정도 등의 기능  요인

[7,13,15] 등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 까지

의 만성 간 질환자의 연구는 삶의 질과 련된 인구학  

요인과 생리 , 정서 , 기능  요인 등에 따른 단면  연

구와 다차원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만성 간 질환은 년기 남성이 여성보다 간 질환

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고,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남성

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19], 년기 

남성에서의 만성 간 질환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를 상으로 삶의 질과 련요인을 분석하여,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간호 재 개발의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의 

정도를 알아보고, 삶의 질에 련요인을 악하기 함

이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

이를 악한다.

둘째, 상자의 불안과 우울, 기능  상태, 사회  지

지, 건강지각  삶의 질 정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삶의 질, 불안과 우울, 기능  상태, 사

회  지지, 건강지각 간의 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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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와 K시에 소재하는 300병상 규모의 학

병원과 종합병원 3곳에서 내과 문의로부터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단받고 내과외래에 정기

으로 방문하는 남성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구체

인 상자 선정기 은 1) 만 35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인 

남성, 2)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등을 진단

받은 후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자로 설문지 응답

이 가능한 환자로 하 다. 

상자의 윤리  고려는 연구를 시작하기  D와 K시

의 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설문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과 문의와 간호부의 허

락을 받은 후 수행하 다. 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에 

연구취지와 목 ,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을 설명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상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 다. 연구 상자 선정기 에 합한 

상자는 자 의무기록지를 통해 사  확인 후, 내과외래

에 약된 만성 간 질환자 에서 설문참여에 서면 동의

한 환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수집은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 으며,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한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하여 

유의수 (⍺) .05, 간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1-β) .95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8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20부를 

배포하 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10부를 제외

한 총 110부를 최종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2.3.1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 인 만족정도를 의

미하며[20,21], 본 연구에서는 Ware와 Sherboune (1992)[20]

에 의해 개발된 SF-36 v2 Health Survey을 Koh 등

(1997)[21]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한국형 Short-Form 

36을 이용하 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신체  건강

상태를 반 한 신체  기능 10문항, 신체  역할제한 4문

항, 통증 2문항, 일반  건강상태 6문항과 정신  건강상

태를 반 한 활력 4문항, 정서  역할제한 3문항, 정신 건

강 5문항, 사회  기능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1 에서 2  혹은 6 까지 수범 를 가지며, 총 은 

100 으로 환산하 으며, 삶의 질의 수가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Koh 등(1997)[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이었다.

2.3.2 불안과 우울

불안과 우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불쾌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며[22],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 (1983)[23]

가 개발한 도구를 Min, Oh와 Park (1999)[22]이 번안하

고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

로, 불안 7문항, 우울 7문항으로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4 까지 수범 를 가지며, 총

은 최  14 에서 최고 56 이며, 불안과 우울의 총

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4이었다.

2.3.3 증상경험

증상경험은 간 질환의 주요증상으로[17], 개인이 생리

, 심리 , 사회 , 인지  변화를 반 하는 주  경험

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Kim (2005)[7]이 

Gralnek 등(2000)[17]의 LDQOL(Liver Disease Quality 

of Life) 1.0과 Younossi 등(1999)[18] CLDQ(Chronic 

Liver Disease Questionnaire)를 근거로 개발한 만성 간 

질환의 주요증상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8문

항으로, 증상의 시간성 18문항, 증상의 강도 18문항과 증

상의 고통감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0 , ‘매우 그 다’ 3 까지 수범 를 가지

며, 총 은 최  0 에서 최고 162 으로, 증상경험의 

수가 높을수록 증상경험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Kim 

(2005)[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94이었다.

2.3.4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는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정  자원을 의미하며[22],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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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met와 Farley (1988)[24]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도구를 사

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4문항, 친

구지지 4문항, 특별지지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까지 

수범 를 가지며, 총 은 최  12 에서 최고 60 으로, 

사회  지지의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90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2이었다.

2.3.5 건강지각

건강지각은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수 의 정도를 의미

하며[23]. 본 연구에서는 Ware (1979)[25]가 개발한 건강

지각 도구를 Yoo, Kim과 Park (1985)[26]이 번안하고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재건강 9문항, 과거 강 3문항, 미래건강 4문항, 건강 심 

4문항, 항성과 민감성 4문항, 환자역할 거부 8문항 등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

우 그 다’ 5 까지 수범 를 가지며, 총 은 최  32

에서 최고 160 으로, 건강지각의 수가 높을수록 건

강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7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0이었다.

2.3.6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에는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 규칙  운동 여부, 완 한 주 유

무 등을 포함하 고, 질병 련 특성은 진단기간, 질병상

태로 구성하 다. 질병상태는 청 빌리루빈 수치와 알

부민 수치, 로트롬빈 시간, 복수 정도, 간성뇌증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 Modified Child Pugh Score 

[27]를 기 하여 ‘상≤6 ’, ‘ =7-9 ’, ‘하≥10 ’질병상

태를 구분하 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

이 검정은 t-test와 one way-ANOVA로 분석하 고, 사

후분석으로 Scheffé 검정을 사용하 다. 

둘째, 상자의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 사회  지지, 

건강지각  삶의 질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삶의 질과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 사

회  지지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을 악하기 하

여 enter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52.39세로, ‘50세 이상’이 71.2%이었고, 교육정도는 ‘ 문

졸 이상’이 63%이며, 종교 유무는 ‘없다’가 68.4%, 가정

의 월수입 충분도는 ‘부족하다’가 43.2%로, 배우자 유무

는 ‘있다’가 73.6%이었다.

재 진단명은 만성 간염이 91.8%이며, 완 한 주는 

‘한다’가 82.7%, 질병상태는 ‘ ’이 67.3%, 간 질환 진단기

간은 ‘5년 이상’이 42.7%, 규칙 인 운동을 ‘한다’가 

64.5% 나타났다<Table 1>.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검정과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유무(t=10.65, p=.001),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F=3.59, p=.032), 완 한 주 유무

(F=4.19, p=.043), 질병상태는 ‘하’보다는 ‘ ’이, ‘ ’보다 

‘상’의 삶의 질 수가 더 높았으며(F=23.88, p<.001), 규

칙  운동 유무(t=4.24, p=.04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Table 1).

4.2 대상자의 삶의 질, 사회적 지지,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과 건강지각의 정도

상자의 삶의 질, 사회  지지, 불안과 우울, 증상경

험과 건강지각의 정도를 살펴보면, 삶의 질은 삶의 질은 

49.16 /100 으로, 신체  기능 50.09 , 신체  역할제

한 47.41 , 통증 56.78 , 일반  건강상태 41.14 , 활력 

51.07 , 정서  역할제한 47.93 , 정신 건강 48.44 , 사

회  기능 50.29 이었으며, 사회  지지는 45.26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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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0)
Variables Categories n(%)

Quality of life

M (SD) F/t (p)†

Age (year) 52.39 (6.26)

≤ 40 9 (8.0) 160.68 (24.09) 0.31 (.734)

41-49 22 (19.8) 166.39 (33.59)

≥50 79 (71.2) 166.39 (29.61)

Education Middle school 15 (13.5) 153.60 (41.66) 2.90 (.060)

High school 25 (22.5) 158.00 (28.52)

Over College 70 (63.0) 170.13 (26.58)

Religion Have 34 (30.6) 166.82 (25.49) 0.16 (.691)

Have not 76 (68.4) 164.36 (31.84)

Sufficient degree of household 

monthly income 

Lack 93 (43.2) 155.69 (33.90) 3.59 (.032)

Appropriate 54 (37.8) 170.52 (27.76)

Enough 56 (18.0) 172.00 (20.74)

Spouse Have 81 (73.6) 170.46 (26.60) 10.65 (.001)

Have not (single, divorce or 

separate,

widowed)

29 (26.4) 150.21 (33.94)

Present diagnose Chronic hepatitis 101 (91.8) 162.51 (27.08) 1.41 (.244)

Liver cirrhosis 9 (8.2) 151.11 (24.72)

Abstinence from

drinking

Yes 91 (82.7) 167.75 (30.46) 4.19 (.043)

No 19 (17.3) 152.53 (24.09)

Disease status
* Higha 30 (27.2) 175.77 (21.39) 23.88 (.001)

c<b<aMiddleb 74 (67.3) 148.20 (30.22)

Lowc 6 (5.5) 118.33 (16.41)

Duration since diagnosed as 

liver disease (year)

≤1 41 (37.3) 163.93 (28.51) 0.76 (.518)

1-2 12 (10.9) 169.67 (28.75)

3-5 10 (9.1) 153.00 (32.29)

≥5 47 (42.7) 167.57 (31.32)

Regular exercise No 39 (35.5) 157.31 (28.12) 4.24 (.042)

Yes 71 (64.5) 169.41 (30.21)
†p-value by t-test or ANOVA; * Scheffé-test.

불안과 우울은 23.24 /56 으로, 불안은 11.28 , 우울은 

12.01 , 증상경험은 51.84 /162 , 건강지각 100.32

/160 으로 나타났다<Table 2>.

4.3 대상자의 삶의 질과 주요요인 간의 상관

관계

상자의 삶의 질과 련된 주요요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자의 삶의 질과 유의한 상 계

를 보인 요인들은 사회  지지(r=.53, p<.001), 건강지각

(r=.66, p<.001) 간은 양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불안

과 우울(r=-.68, p<.001), 증상경험(r=-.68, p<.001) 간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사회  지지와 건강지각

(r=.44, p<.001) 간은 양의 상 계가, 불안과 우울

(r=-.53, p=.001), 증상경험(r=-.35, p<.001) 간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불안과 우울은 증상경험(r=.60, 

p<.001)간은 양의 상 계가, 건강지각(r=-.60, p<.001) 

간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증상경험은 건강지각

(r=-.48, p<.001) 간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Table 

3>.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은 사회  지

지와 건강지각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이 낮

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4.4 대상자의 삶의 질의 관련요인

상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공

선선과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의 조건을 검정하 다. 

독립요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46～.94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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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of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Anxiety-depression, Symptom experience and 
Health perception                                                                         (N=110)

Variables M (SD) Actual Range Potential Range

Quality of life 49.16 (29.92) 17-93 0-100

Physical function 50.09 (8.27)

Role limitation due to physical health 47.41 (11.11)

Pain 56.78 (7.75)

General health 41.14 (11.00)

Energy/fatigue 51.07 (12.91)

Role limitation due to emotional health 47.93 (10.99)

Emotional well-being 48.44 (12.72)

Social functioning 50.29 (9.63)

Social support 45.26 (8.95) 20-58 12-60

Anxiety-depression 23.24 (8.56) 14-49 14-56

Anxiety 11.28 (4.18) 7-24 7-28

Depression 12.01 (4.69) 7-25 7-28

Symptom experience

51.84 (23.29) 0-105 0-162

Symptom frequency 19.24 (7.24) 0-31 0-54

Symptom intensity 17.32 (7.94) 0-34 0-54

Symptom distress 15.30 (9.05) 0-38 0-54

Health perception 100.32 (44.54) 71-127 32-160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10)

Variables
Social support Anxiety-depression Symptom experience Health perception

r (p)† r (p) r (p) r (p)

Quality of life
.53

(<.001)

-.68

(<.001)

-.68 

(<.001)

.66 

(<.001)

Social support
-.53

(.001)

-.35

(<.001)

.44

(<.001)

Anxiety-depression
.60

(<.001)

-.60

(<.001)

Symptom experience 
-.48 

(<.001)

†
 p-value by t-test

factor, VIF)는 1.452∼2.075로 기 치 10을 넘지 않았으

며, 등분산 검정은 잔차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측요인은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 배우자 유

무, 음주 유무, 질병상태와 상 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회  지지,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과 건강지각 등

이 선택되었다. 측요인 에서 배우자 유무, 완 한 

주 유무는 0과 1의 값만을 갖는 이항변수 형태로 코딩하

으며,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는 ‘만족한다’를, 질병상태

는 ‘상’을 기 으로 각각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은 불안과 우울(β=.33, 

p<.001), 증상경험(β=.15, p=.044), 건강지각(β=.31, p<.001), 

질병상태(β=.11, p=.022), 배우자 유무(β=.23, p=.001)로 



Related Factors of Quality of Life in Middle-male with Chronic Liver Disea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73

<Table 4>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N=110)
Variables β B t p

†

Anxiety-depression .33 .25 5.04 <.001

Symptom experience .15 .03 2.04 .044

Health perception .31 .29 4.61 <.001

Disease status
* .11 .09 2.23 .022

Spouse .23 .44 3.78 .001

Social support .06 .06 0.94 .347

Adjusted R2=.686   F=40.63,   p<.001 

†p-value by t-test ; * Dummy coded to high=1, middle=0, low=0.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상자의 삶의 질을 68.6% 설

명하 다(F=40.63, p<.001)<Table 4>. 불안과 우울은 

상자의 삶의 질에 가장 요한 련요인으로 확인되었으

며, 증상경험과 건강지각은 그 다음으로 요한 련요

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5. 논 의

간호의 패러다임은 상자가 질환에서 회복하여 건강

을 되찾는 것만 아니라 건강과 안녕을 하도록 도움

으로써 궁극 으로는 신체 , 심리 , 사회 , 인 삶

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은 

간호의 요한 심사로[29], 간호학문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년기 남성 만

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을 알아보고 확인된 

련요인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상자의 일반  요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검정 결과

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가정 월수입 충분도가 높을

수록, 재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병상태의 정도

가 낮을수록, 규칙 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서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성간염환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3,11,16,28]의 결과와 일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질병상태는 설명력

이 높은 요인으로 추후 논의 하고자 한다.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삶의 질이 높은 선행연구[16]와 일 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는 반복되는 입원 치료 등으로 경제  어려움

이 있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불량한 양 상태와 환경

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는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에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완 한 

주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은 완 한 주를 하는 경우와 

완 한 주를 하지 않는 경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특히 음주는 간 질환의 주요 측인자로[3,28], 알

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인 알

세트 알데히드가 축 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며, 

알코올 단독으로도 간 질환의 합병증을 증가시키게 된다

[3]. 이에 만성 간질환이면서 음주를 하는 상자는 음주

에 한 경각심과 단주 로그램의 지속 인 리가 필요

하다 하겠다. 한 Kim과 Min (2013)[9]은 간 질환의 질

병기간이 길수록 음주행 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는 단순히 음주에 한 노출 유무에 따른 차이만

을 확인한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음주량 등을 고려하

여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와 운동을 하지 않는 경

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COPD 환자를 

상으로 한 Lee와 Ji (2011)의 결과[30]와 일 된다. 규칙

인 운동은 개인의 건강 리를 한 행 로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건강 리 행 는 근력증가와 심신안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의 경우는 체력

소모가 높은 질환에다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규칙 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자의 삶의 질과 사회  지지, 불안과 우울, 증상경

험, 건강지각 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각 요인 간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  지지가 높

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낮을수록,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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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각이 높을수록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

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상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으로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 건강지각, 질병상

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을 68.6% 설명하

다.

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0 에서 100 까지의 범

로, 평균 49.16 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년남성을 

상으로 한 Jang (2012)의 결과[31]에서는 남성이 80.38

으로 보고되었으며, 만성 B형 간염환자를 상으로 한 

Kim 등 (2014)의 결과[16]에서는 63.61 으로 본 연구 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

상자가 간염뿐만 아니라 간경변증 상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년기 남성과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은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

로, 이를 고려한 다각 인 근의 간호 재방법을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안과 우울은 삶의 질의 련변인으로, 불안과 

우울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13,33]에서도 불안과 우울은 삶의 질을 측하는 설

명력이 높은 요인이었다. 특히 간 질환은 재발이 잘되는 

질환에다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으로, 

흔히 질병에 한 불안과 우울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11,32]. 이러한 만성 간  질환에서 불안과 우울은 삶

의 질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련요인으로, 년기 남

성 만성 간 질환자의 치료과정 동안 정신·심리  재를 

포함한 포 인 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

다. 

증상경험은 상자의 삶의 질의 련변인으로, 만성 간 

질환에서 동반되는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 질환을 상으로 연구한 

Nardelie 등(2013)의 결과[11]와는 일치하 으나 Kim 

(2003)의 결과[33]와는 차이가 있었다. Kim (2003)[33]은 

만 20세 이상 남·녀 간경변증 환자를 상자로 선정하

으나, 본 연구는 35세 이상 60세 미만 년기 남성으로 

만성 간 질환자인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을 상자로 선정

하 다. 따라서 Kim (2003)의 결과[33]와의 차이는 연구

상자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연구 상자와 

질병의 정도에 따라 증상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별

에 따른 추가 연구와 질병의 정도에 따른 추가연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 상자의 증상경험은 평

균 51.84 으로, 간 질환을 상으로 한 Kim (2003)[33]의 

41.67 보다 높았고, 증상경험의 평균차이는 질병상태에

서 ‘ ’이 67.3% 이었으며, Kim (2003)의 연구[33]에서는 

34.9%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Kim (2003)[33]

의 연구 상자보다 본 연구에서의 질병상태 증 상자

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간 질환의 증상은 질병

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드러나므로[3,7], 간 기능 

손상정도에 따라 증상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간 질환자의 증상경험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

어 결국 삶의 질을 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만성 간 질

환자의 증상경험을 낮추기 해서는 질병 기부터 질병

리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체계 인 반복교육을 활성

화시켜 규칙 이고 지속 인 건강 리를 실천하게 함으

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지각은 상자의 삶의 질의 련요인으로, 만성 

간 질환자의 주 인 건강에 한 지각이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높았다. 이는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한 Sousa

와 Kwik (2006)[34]와 년남성을 상으로 한 Lee 

(2002)의 연구[14]에서 건강지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결과와도 일치하 다. 한편, 건강지각은 건강과 

련하여 개인의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를 실천하게 되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만성 간 질환자

의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지각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

라지므로, 간 질환과 련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지각을 높일 수 있는 간호 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질병상태는 상자의 삶의 질의 련요인으로, 질병상

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간경변증을 상

으로 Nardelie 등(2013)의 결과[11]와는 일치하 으나 

Kim (2003)의 결과[33]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Kim 

(2003)[33]의 연구 상자는 경증이 많은 반면 본 연구에

서는 증 상자가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질병상태의 정

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성 간 질환에서 

질병상태의 측정은 재의 상태나 향후 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보고되었으며[15,27],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을 련요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연

구 상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

구에서 동일한 질병상태를 고려한 삶의 질 간의 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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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

우자를 가족의 지지로 볼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에게 가

족의 지지는 삶에 한 정 인 사고를 가지게 함으로

써 최 의 건강상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삶의 질에 

지 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특

성상 질병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지속 인 리와 재를 필요로 하므로 무엇보다 

가족의 지속 인 도움이 요구된다[35]. 한편 만성질환자

를 상으로 한 Lee (2007)의 연구[35,36]에서는 가족이

나 배우자에게 고마움과 서운함 등의 양가감정을 느끼며, 

오히려 자조그룹에서 많은 지지를 얻는다고 보고되고 있

다. 이에 질병별로 환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의 차

이가 있으므로, 추후 질병의 증도와 각 질환의 연령분

포도 등을 고려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에 련요인은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 건강지각, 질병

상태, 배우자 유무 등으로 설명되었다.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불안과 우

울, 증상경험, 질병상태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지지체계를 함

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년기 남성 만성 간 질

환자의 삶의 질의 간호 재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과 생

리  요인, 심리·정서  요인, 사회  요인, 경제  요인 

등으로 설명을 하 으나 재 가정의 월수입 충분도의 

요인만으로 경제  상태를 고려하기에는 부족한 과 일

부 도시의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를 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 으므로 결과에 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 이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 정

도와 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년기 남성 만성 간 질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재  략 개

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불안과 우울, 증상경험, 건강지각, 질병상태, 배우자 유무 

등으로 삶의 질을 68.6% 설명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불안과 우울이 낮을수록, 증상경험이 낮을수록, 질병상태 

정도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삶의 질이 유

의하게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년기 남성 

만성 간 질환자에서는 불안과 우울, 건강지각 요인으로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결과는 년기 남성 만

성 간 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 

로그램  략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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