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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QOL) and its associated factors in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 with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used, 106 hepatocellular 
cancer patients participat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iares or face to face 
interviews during the period from June to December in 2014. Satisfaction for pain control, perceived health status, 
professional support and QOL were measured by Assessment of Patient Satisfaction for Pain Management, Health 
Self-Ra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Results: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63.7 years and most of them were male (86.8%) and married (84.9%). The mean score of QOL was 67.42. 
Q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religion. Number of other diseas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QOL. Pain intens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QOL. As a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religion were explained 41.0% (p<.001) of the variance in QOL. Conclusion: Perceived health statu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QOL among hepatocellular cancer patients with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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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암등록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간세포암으로 진

단받은 환자는 15,771명으로 발생자수 6위이며, 치료방법

의 개선으로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6)하고 있지만 질병의 특

성 상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Park, Lee, & 

Ha, 2015). 또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de Lope, 

Tremosini, Forner, Reig, & Bruix, 2012)고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 이후에도 반복되는 검사와 시술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된다(Ahn, 2018). 보건의료계에서 질병의 치료와 회복, 

생존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삶의 질(Phippen et 

al., 2017)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간세포암 환자의 삶

의 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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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환자는 수술로 절제 가능한 적응증이 아닌 경우 

가장 흔한 치료법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Transarterial Chemo-

embolism, TACE)을 선택한다(Kwak et al., 2014). 부분 진

행성 간세포암의 형태로 발견되고 암세포의 침범 범위가 넓어 

수술적 치료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de Lope 

et al., 2012).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게 되면 시술 직후부터 치

료 초기 특히 4주 이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치료 

전에 비해 일시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Shun et al., 2012),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시

술 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입원기간 동안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WHO에 따르면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

녕을 의미(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하므

로 포괄적인 삶의 질 평가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

진 간세포암 환자 삶의 질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불확실

성, 불안과 사회적 지지(Ahn, 2018)를 확인하거나 우울과 사회

적 지지(Park et al., 2015)를 확인하는 등 연구자의 관심에 따

라 삶의 질 중 일부 속성만 확인하였다. 국외의 경우에도 불안,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Shun et al., 2012)나 색

전술 횟수와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Xing et al., 2015)

가 이루어져 포괄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통증 조절은 암 환자의 간호요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암 환자

의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ong & Kim, 

2010).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증간호’문항을 포함하여 의료기

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Ham, Kim, & Lim, 

2008) 특히 간동맥화학색전술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던 혈

관을 갑작스럽게 막아 국소 간세포의 부종 및 암세포의 괴사를 

유발하고, 이 때 극심한 통증이 뒤따르게 되므로(Zhou, Wang, 

Yan, Shi, & Kan, 2012) 통증조절은 매우 중요한 간호 요구

(Song & Kim, 2010)이다. 따라서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받는 입원 간세포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련

성을 규명하여 임상에서 적절한 통증 조절이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도 삶의 질의 주요 예

측 요인으로,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

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Oh, 1997). 건강에 한 주관적 지각 정도 향

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Shin & Han, 

2005),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과 주관적 건강상태간의 관련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암 환자에게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가족지지뿐만 아니라 

환자의 일차환경에 속하는 의료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환자

에게 가장 중요한 전문적 지지체계인 의료인이 환자 스스로 자

신의 생활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

로 사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

다(Lee, 2001).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가

족지지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집중되었고, 입

원 암 환자를 상으로 한 의료인의 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련

성을 조사한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 환자의 주요 치료방법인 간

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를 상으

로 통증 정도를 파악하고, 입원 시 간호중재로 적용이 가능한 

신체적 영역인 통증 조절 만족도, 심리적 영역인 지각된 건강

상태, 사회 경제적 영역의 의료인의 지지와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

의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지와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지, 그리고 삶

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지와 삶의 질

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

를 상으로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

지와 삶의 질의 정도 및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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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시내 일개 학병원 간센터 내과에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기 위해 입

원한 환자들 중 아래의 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한 후 

간동맥화학색전술이 끝난 후 임의 표집하였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본인이 진단

명을 아는 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간성뇌증이 없으며, 의사소통에 무

리가 없는 자

상자수는 단계적 회귀분석(⍺=.05, power=.8, effect size 

=.15)으로 독립변수는 7개(선행연구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 관

련요인으로 보고된 성별, 연령, 가족구성, 종교 등 4개와 본 연

구의 중요변수인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

의지지 등 3개)로 설정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정한 결과 최소 103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탈

락율을 고려하여 120명을 상으로 편의 표출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14명을 제외한 최종 10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국내외 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타 시술 유무, 통증 정도, 간동맥화학색전술 시행 횟수, 동반질

환(고혈압, 당뇨 등) 개수로 구성되었다.

2) 통증 조절 만족도

Lee와 Park (2003)의 수술 후 통증 만족도 도구를 Kim 

(2007)이 수정 ․ 보완한 도구(Kim, 2007)를 사용하였다. 10문항

의 5점 총화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만족이 5점, 매우 불

만족이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조절에 한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Kim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6이었다.

3) 지각된 건강상태

Lawston, Moss, Fulcomer와 Kleban (1982)이 개발한 건

강상태 자가평가 측정도구(health self rating)를 Lee (2005)

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Lee, 2005)로 측정하였다. 3문항의 

5점 총화평정척도로, 점수범위는 3~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2였다.

4) 의료인의 지지

Truax (1968)의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Kang (1984)

이 수정한 도구(Kang, 1984)로 원하는 치료결과를 유도하기 위

하여 환자를 돕는 의료인의 지지를 의미한다. 11문항 5점 총화평

정척도로 점수범위는 1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인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 (198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다.

5) 삶의 질

삶의 질은 Cella (1997)가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FACT-General) 4판(Korean version)

으로 측정하였다. 27문항 5첨 총화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0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음을 의미한다. 신체영역 7문항, 사회/가족 영역 7문항, 정서 

영역 6문항, 기능 영역 7문항이다. Cella (1997)가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다. 

4. 자료수집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S종합병원 간센터 내과 병동에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 암 환자를 상으로 

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한 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부터 연구참여에 관

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간동맥화학색전 시술이 끝난 후 

퇴원 전 자가보고 및 일 일 면접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작성 시

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품

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종합병원 연구 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

(승인번호 1405-074-581)을 받은 후 간호본부의 논문자료수집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

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익

명성 보장, 중도 철회 가능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도구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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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of Life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Min~Max
Quality of life

t p
M±SD

Gender Male
Female

92 (86.8)
14 (13.2)

67.39±14.89
67.57±15.69

-0.04 .967

Age (year) ＜65
≥65

63.7±9.32
59 (55.7)
47 (44.3)

39~85 67.13±16.11
67.79±13.44

-0.23 .822

Marital status Married
Non-married

90 (84.9)
16 (15.1)

67.69±15.06
65.91±14.52

-0.44 .663

Religion Yes
No

78 (73.6)
28 (26.4)

69.96±13.96
60.35±15.47

-3.04 .003

Other therapy Yes
No

57 (53.8)
49 (46.2)

67.58±15.22
67.23±14.72

-0.12 .907

Pain intensity 3.32±2.26  0~10

Number of TACE 6.59±6.05  1~29

Number of comorbidities 0.82±0.94 0~4

 Hypertension Yes
No

32 (30.2)
74 (69.8)

 Diabetes mellitus Yes
No

31 (29.2)
75 (70.8)

TACE=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내용은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암호화

된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삶의 

질,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지는 기술 

통계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삶의 질은 하부영역별로 평균과 표

준편차로 산출하였다. 간세포암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통

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지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으로 검정하였다.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과 

그에 따른 삶의 질

본 연구의 상자인 간세포암 환자 10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이 92명(86.8%)이

었고, 65세 미만이 59명(55.7%)이었으며 기혼이 90명(84.9%), 

종교가 있는 경우가 78명(73.6%), 타 시술을 받은 경우가 57명

(53.8%)이었다. 통증 정도는 평균 3.32±2.26점, 간동맥화학색

전술 시행 횟수는 평균 6.59±6.05회이었고, 동반질환 개수는 

평균 0.82±0.94개였다. 동반질환 중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

가 32명(30.2%),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가 31명(29.2%)이었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종교가 

있는 상자의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04, 

p=.003).

2. 대상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

인의 지지와 삶의 질

본 상자의 경우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진통제를 1회 

이상 투여하고 있었으며, 통증 조절에 한 만족도는 최소 10

에서 최  50점에서 평균 38.99±8.06점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최소 3에서 최  14점에서 평균 8.36±2.22, 의료인

의 지지는 최소 19에서 최  55점에서 47.12±7.15였다.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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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Quality of Life (N=106)

Variables
Number of 

TACE
Number of

Comorbidities 
Pain 

intensity
Pain 

control
Perceived 

health status
Professional 

support
Quality of 

life
rho (p) rho (p) rho (p) rho (p) rho (p) rho (p) rho (p)

Number of TACE 1  -.02 (.854)  -.13 (.197) -.00 (.986) .11 (.267) -.02 (.821) .03 (.787)

Number of comorbidities 1  -.09 (.336) .10 (.297) .18 (.060) .12 (.239) .31 (.001)

Pain intensity 1 -.19 (.051) -.20 (.040) -.23 (.016) -.34 (＜.001)

Pain control 1 .09 (.329) .73 (＜.001) .13 (.199)

Perceived health status 1 .12 (.232) .56 (＜.001)

Professional support 1 .14 (.164)

Quality of life 　 　 　 　 　 　 1

TACE=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ble 2. Scores of Satisfaction for Pain Control, Perceived 
Health Status, Profession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N=106)

Variables   M±SD Min~Max

Satisfaction for pain control 38.99±8.06 10~50

Perceived health status  8.36±2.22  3~14

Professional support 47.12±7.15 19~55

Quality of life
Physical well-being
Social/family well-being
Emotional well-being
Functional well-being

 67.42±14.92
20.10±6.15
16.10±5.89
15.54±4.70
15.67±6.27

 33~106
 2~28
 0~28
 0~24
 1~28

질은 총점 평균 최소 33점에서 최  106점에서 67.42±14.92점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신체적 상태 20.10±6.15점, 사회와 

가족 상태 16.10±5.89점, 정서적 상태 15.54±4.70점, 기능적 

상태 15.67±6.27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및 의료인의 지지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질병 관련 특성,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및 의료

인의 지지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삶의 

질은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등) 개수(rho=.31, p=.001), 지각

된 건강상태(rho=.56,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증 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ho=-.34, p<.001).

4.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회기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명변

수로는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삶의 질에 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종교 유무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삶의 질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등) 개수, 통

증 강도 및 지각된 건강상태를 포함시켜 총 4개의 변수로 분석

하였다. 명목변수인 종교 유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범위

가 1.000~1.089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의 자기상관 여부를 Durbin-Watson 

test로 확인한 결과 통계량이 1.776으로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18~.997

으로 0.1 이상이었고 Cook’s D 통계 값은 평균 .01, 최  .08, 최

소 .00으로 1보다 작았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교 유무 와 지각된 건강상태 2

개의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이 41%의 설명력(Adj. R2)으로 

나타났으며(F=36.08, p<.001), 표준화 계수는 지각된 건강상

태가 .58, 종교 유무가 .2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간세포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의료인의 지지가 삶의 질

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추후 간호중재 적용을 위한 근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간세포암 환자의 삶

의 질은 총점평균 67.42점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간세

포암 환자를 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의 70.1점(Wang et al., 



 Vol. 26 No. 1, 2019  51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받는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Transarterial Chemoembolism by Stepwis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106)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Quality of life
　

(Constant) 28.79 4.69 6.14 ＜.001

Perceived health status  3.88 0.51 .58 7.61 ＜.001

Religion  8.48 2.55 .25 3.33 .001

R2=.64, Adjusted R2=.41, F=36.08, p＜.001

2007)과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상자의 중증

도나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통증 강도는 평균 3.32점으로 다양한 암 환자들의 

통증을 비교한 연구(Eisenach et al., 1995)에서 폐암(9.50점), 

피부암(6.35점), 직장암(6.25점) 환자의 통증보다는 낮았으나 

유방암(1.80점), 장암(1.15점), 자궁 경부암(0.85점) 등의 통

증보다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

는 간세포암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술 전 진통제 

투약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증 강도와 삶의 질은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는 중국(Lin, Chen, Yang, & Zhou, 2013)에

서 간세포암 환자를 상으로 통증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조

사한 연구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

서 간호사는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증을 경

감하는 중재에 관심을 갖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술 후 통증 조절 만족도는 평균 38.99점으로 입원 암 환자

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평균 34.11점(Kim, 2007)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이유로 암 환자가 

입원해서 받는 통증 조절에 비해 간동맥화학색전술 후 통증 조

절의 경우 구체적인 응 지침이 있으며 시술 직후에는 입원 후

반부보다 의료인이 통증 조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통증 조절 만족도가 의료인의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

한 입원 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진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환자와 지속적인 화가 필요함을 언급

한 Kim (2007)의 제언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시술 후 통증 관리 

지침의 유무에 따른 통증 조절 만족도를 비교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암 환자의 통증 조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인의 지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중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15점 만점의 평균 8.36점이었는데 암 환

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Shin & Han, 2005) 폐암(6.55점), 

혈액암(7.38점), 위암(7.43점), 유방암(7.89점), 장암(10.00점) 

환자의 점수와 비교해보면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 지각된 건강

상태가 상 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각된 건강상태

는 질병의 진행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 결과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seh, Kelber, Stevens, & Park, 

2008)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장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간

세포암 환자를 상으로 지각된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각된 건

강상태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

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통증 강도를 함께 고려한다면 보

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

데, 이는 HIV 감염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Buseh et al., 

2008)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의 상자가 암 환자가 아니기 때

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완치가 어려운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Park, Lee, & Ha, 

2015)한 질병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만성질환처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

재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각된 건강상태는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데(Kim, 2012), 건강생활양식에 한 

연구(Chung, 2014)에서 특히 능동적인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와 건강한 생활양식은 삶의 질 전반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

으므로 적극적, 능동적인 활동 참여 지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한 생활양식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 요소

(Kwak, 2010)임을 고려하여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한 생활양

식에 초점을 두고 지각된 건강상태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

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의 지지 평균점수는 47.12점으로 혈액투

석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 평균 점수인 25.8점(Lee, 

2001) 보다 높았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가족보다 의료인의 지

지가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결과

(Kang, Kang, & Kim, 2013)를 고려하면 입원 중인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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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지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동반질환(고혈

압, 당뇨 등) 개수와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 상자들의 평균 63.7세의 

중년 후기이고, 6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등) 개수가 많아도 장기간 투병생활을 통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해질 수 있으므로 연령과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단변량분석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

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으로 삶의 질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

장 중요한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였고 다음은 종교 유무 순이

었다. 이를 토 로 살펴보면 지각된 건강상태가 간동맥화학색

전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간세포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므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지

각된 건강상태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자의 종교적 성향이나 특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적인 

간호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

은 간세포암 환자 106명의 자료수집 결과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상 적으로 간호학 연구가 부족

하였던 간세포암 환자를 상으로 했다는 점과 암 환자의 신체

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역을 포괄한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확

인하여 중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또한 통증 조절 만족도와 의료인의 지지 등과 같이 임상에

서 중재가 가능한 요인의 근거 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결 론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 동

반질환(고혈압, 당뇨 등) 개수, 통증 강도와 지각된 건강상태가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세포암 환자의 입원 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종적 연구설계를 통해 시술 직후, 1개월, 6개월, 1년 후 등 

다양한 시점에서의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치료시점에 따른 변

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위해 입원한 간세포암 환자의 삶

의 질 증진을 위하여 상자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지각된 건

강상태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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