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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제게 있어 대학원에서 공부한 시간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겹쳐 정말 힘들었지

만 부족한 저의 내면을 채우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간이

기도 했지만 완성된 논문을 보며 그동안 힘들었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진 것에 대

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이 부족한 제가 논문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논문 진행기간 동안 지연된 자료수집으로 인해 모든 과정이 늦어진 논문

을 열심히 이끌어주신 유지수 교수님, 논문작성에서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고 꼼꼼

하게 살펴주신 김광숙 교수님, 그리고 이 연구의 초기부터 크나큰 도움을 주신 김

성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로서 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배움의 길로 이끄신 

이상미 간호부원장님과 손주온 간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병

동에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주시고 간호사로서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김창경 

파트장님을 비롯하여 논문으로 지쳐있던 저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152병동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대학원 생활을 같이 해준 지은, 명란, 폐결핵 환자를 같이 지켜보고 자료 

수집을 도와준 사랑하는 친구 창아, 논문진행에 큰 도움을 준 믿음직한 후배 경

희, 멀리서 응원해준 언니와 동생 상룡, 이 모든 분들이 있어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엄마 때문에 같이 놀아주지 못한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수형, 수정과 

정말 많은 것을 도와주신 어머님, 아버님 , 또한 이 힘든 과정을 저와 함께한 신

랑 상현씨, 멀리 하늘나라에서 기뻐해주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이 논문을 바

칩니다.   

                                                               2007년 7월

박복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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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폐결핵 폐결핵 폐결핵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건강증진행위건강증진행위건강증진행위건강증진행위, , , ,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 , , 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와 와 와 와 피로피로피로피로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리(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

와 피로의 관계를 파악하여 폐결핵 환자의 피로를 중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

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28일부터 2007년 6월 8일까지 서울 소재 S 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결핵치료제를 투약중인 환자 56명을 대상

으로 연구자가 환자에게 직접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폐결핵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자기관리 중 건강증

진 행위는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이은숙, 2003), 자기효능감 

측정도구(Sherer, Maddux, Mercandante, Jacobs & Rogers, 1982), 약물이행

정도 측정도구(신경숙, 2001), 피로 측정도구는  Revised Piper Fatigue Scale

(이은현, 1998)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이용하며 전산처리 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ANOVA, Cronbach�s Alpha 계수 등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56명으로 여자 51.8%, 남자 48.2%, 연령대는 30세~39세가 

23.2%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2.4세이다.

  2. 결핵약은 1차 결핵치료제를 투약 받는 대상자가 38명(67.9%), 2차 결핵치

료제를 투약 받는 환자는 18명(32.1%)로 1차 결핵치료 대상자가 많았으며 결핵

약의 복용기간은 7개월 이상이 19명(3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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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전체 건강증진 행위점수는 4점 만점에 2.68(±0.78)점 이었고, 영

역별로는 대인관계 부분이 2.68(±0.09)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활동 부분이 

2.13(±0.75)로 가장 낮았다.

  4. 폐결핵 환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기준에 평균 3.92(±0.87)점 이었고, 

약물복용 이행은 5점 만점기준에 평균 4.67(±0.14)점으로 높은 이행점수를 보였

다.

  5. 결핵치료제 투여기간 중 전체 피로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총11점 기준에 

4.78(±2.40)이었고, 영역별로 활동장애 영역이 5.06(±2.28)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의미의 영역이 4.55(±2.15)로 가장 낮았다..

  6. 폐결핵 환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피로와의 관계는(r=-0.601, p=0.01)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 (r=0.420, p=0.01), 건강증진 

행위와 약물복용이행 (r=0.524, p=0.01)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50~59세까지의 집단이(F=4.577, 

p=0.001)에서 건강증진 행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건강증진 행위(F=3.673, p=0.018)와 자기효능감(F=3.837, p=0.01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물복용이행에 있어서 복용기간이 2개월 이상인 집

단(F=3.171, p=0.03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리와 피로가 상관관계가 있

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기관리 중 건강증진 행위는 자기 효능감과 약물복용이

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폐결핵 환자의 피로를 조절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수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주요어; 폐결핵환자, 자기관리, 피로



- 1 -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동시에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질병양상도 크게 변화하여 1960년대에는 감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순환기계 질환, 암, 호흡기계 질환등과 같은 만성 

질환들이 주 사망원인이 되고 있고, 이런 만성질환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계속되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오영호, 2003). 만성 

질환자는 일정 기간 집중적인 의료처치에 의해 건강상태로 회복 가능한 급성 질

환자와는 달리,  영구적일 수 있는 기능적 제한을 가진 상태에서 최적의 건강상태

를 유지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간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면서 식이요법의 수행이나 행동적응, 생활적응, 생활습관 등의 변화, 즉 

자기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은자(1988)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 자신이므로 자신이 스스로 질병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간호사나 의사, 영양사 등의 

도움을 받고 자가 조절해야 한다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송미순

(2004)은 만성질환자는 자기관리의 정도에 따라 건강상태나 의료비 등이 달라져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여 자기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WHO(1999)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출 감소와 합병증 관리를 위해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일상생활에서의 자

기관리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성질환에 있어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이나 천식, 암 등이 주요 질

환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 감염질환인 폐결핵의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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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서 24개월이라는 장기적 약물복용이 필수적인 질환 중 하나이다. 1995년 전

국 결핵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율이 1965년 5.1%

에서 1995년 1.0%로 감소되어 개발도상국 중 국가 결핵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진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과 관련된 감염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알려지고 결핵치료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핵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이 출현하고 있어 다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핵정보 감시체계, 2006). 

  결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개발된 화학요법을 성실히 이행함

으로써 완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6개월 이상의 긴 치료기

간을 요하는 만성질환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가 간호 개념이 

강조되었고, 결핵의 완치는 가정에서 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능력과 완치될 수 있

다는 자신감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정영주, 김정효, 1996). 

  특히 질병의 치료보다는 긍정적인 생활양식의 변화가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건

강증진에 유익하며 건강 관련 요인으로는 흡연, 영양 및 운동, 환경 및 직업적 요

소 등의 일반적 특성이 보고 되고 있어(정경임, 1997), 생활양식의 변화나 건강

증진과 같은 자기관리가 다른 만성 질환자 관리에서처럼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

고 있다.

  결핵환자가 주로 호소하거나 경험한 증상으로 결핵치료제를 복용하고 나타나는 

기침, 복부 불편감, 체중감소, 식욕감퇴 등 약제에 따른 부작용과, 병 자체의 증상

인 피로감, 원기감소 등이 중복되어 나타나며(김현수, 1997), 피로는 김현수

(1997)의 연구에서 결핵환자의 73.1%가 호소하는 중요한 건강문제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 피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암 환자의 피로에 관한 

연구(고은, 2002; 김경은, 2003; 김선희, 2002)는 양적, 질적 연구를 비롯하여 

중재연구(김경미, 2003; 김희정, 2003)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폐결핵환자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의 약물복용 기간 동안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의 변화, 또한 이러한 긍정적 건강행위들을 지속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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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자기 효능감과 처방된 약물의 복용 이행정도와  환자가 느끼는 

피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폐결핵 환자의 피로를 중재할 수 있는 간호

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2. 2. 2.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핵치료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자기관리 수행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자기관리 수행과 피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폐결핵 환자의 피

로를 중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폐결핵 환자의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 복용이행, 피로를 파악한다.

  2)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리(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 와 피로

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폐결핵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

행, 피로와의 차이를 확인한다.

        3. 3. 3. 3.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1)1)1)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Self (Self (Self (Self Care)Care)Care)Care)

        ①①①①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행위행위행위행위(Health (Health (Health (Health Promoting Promoting Promoting Promoting Behavior)Behavior)Behavior)Behavior)

  건강증진 행위는 개인의 안녕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개인적 충만감, 생산적 삶

을 지향하는 인간실현 경향의 표현이며,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

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Walker, Sechrist, & 

Pend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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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Walker & Pender(2002)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를 이은숙(2003)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②②②②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Self (Self (Self (Self Efficacy)Efficacy)Efficacy)Efficacy)

  자기효능은 개인이 특정 목표를 얻는데 필요한 특정 활동이나 행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지각정도, 또는 자신의 능력정도에 대한 판

단이다(Bandura, 1997). 

  본 연구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나 확신정도를 말하며, 

Sherer, Maddux, Mercandante, Jacobs & Rogers(1982)가 개발한 일반적 상

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17문항의 자기 효능 설문도구로 측정한 값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③③③③    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Drug (Drug (Drug (Drug Compliance)Compliance)Compliance)Compliance)

  약물복용이행이란 처방된 약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하

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명숙(1997)이 개발한 도구를 신경숙(2001)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2)피로피로피로피로

  폐결핵 환자가 인지한 증상으로 피곤, 지침, 활력상실, 일이나 여가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한 욕구와 인내력 감소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특징으로 하는 다차원적

(Multidimentional)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수면이나 휴식에 의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개인의 삶에 심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다(Irvin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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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4; Jones, 1993; Piper, 1992). 

  본 연구에서는 B. Piper가 개발, 개정(1998)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

을 이은현(1998)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과 2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피로 점수 

19문항은 10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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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

        A. A. A. A. 폐결핵환자의 폐결핵환자의 폐결핵환자의 폐결핵환자의 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

  결핵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효과적

인 결핵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 2025년이면 인구 100만 명에 1명 정도 발병

하는 박멸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김상제, 1993). 그러나 사회ᆞ경제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영양부실, 약물남용, 부적절한 건강관리, 고 실업률로 인한 노

숙자 증가, 다재내성 환자의 증가,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 HIV 감염의 확산 등으

로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 조차 결핵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결핵현황 보도자료, 2004).                    

  폐결핵은 발병하면 최소 6~7개월 동안 정확한 약물 복용이 요구되고, 초기 치

료 실패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와 더불어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피폐한 생활로  되는 심각

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최영희, 1983). 이렇듯 결핵은 질병의 특성상 

일정기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결핵환자의 치료를 방치하게 되

면 주위 사람에게도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되므로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만, 국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관리 개념이 점차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미자(2006)는 폐결핵환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측변

수로 이전의 건강관련행위, 지각된 건강상태, 이행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결핵치

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약물이행의 변수는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은규(2002)는 약물이행 및 치료이행은 결핵환자의 질병 특성

상 장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건강행위로서 결핵치료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예후인자라고 하였고,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효능감

과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 

  이는 결핵환자의 약물요법, 정기적인 병원방문, 적절한 휴식 및 영양, 건강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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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역할 이행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언어적 설득에 근거한 자기효능감의 증진

과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정은리, 

1996; 최영희, 1993)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핵환자의 완치를 위한 자기관리에 있어, 결핵약의 지속적인 복용 및 

치료의 이행도를 높이거나 바람직한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효능

감의 증진이 필요하게 되고, 증진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 행위의 증가 및 치료

이행으로 연결되어 폐결핵 환자에게 있어 건강증진 행위 수행 및 자기효능감, 약

물 복용이행은 각각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 개념으로 자기관리

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1. 1. 1. 건강 건강 건강 건강 증진 증진 증진 증진 행위행위행위행위

  과학기술, 의학 및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변화와 함께 그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은 유전, 환경, 그리고 개

인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과 행위는 인간의 통제 하에 있다(Taylor, 

Deham & Ureda, 1982). 특히 건강에 관련된 행위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 된 

생활양식으로부터 오며, 환경의 개선이나 좋은 생활양식을 갖게 하는 건강증진 행

위가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에 있어서 

건강증진행위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Walker, Scherist & Pender, 

1987; Stachtchenko & jenicek, 1990). 건강증진의 개념은 오랫동안 의료계에

서 지속되어온 개념(김의숙, 1993)으로서, O＇`Donell(1989)은 건강증진을 최적

의 건강상태를 향해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했으며, 최적의 건강상태는 신체적ᆞ정신적ᆞ사회적ᆞ영적ᆞ지적건강의 균형상태 

라고 말한다. 

  Pender(1982)는 건강증진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이거나 

지역 사회적 활동으로써 개인의 안녕수준과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아 실

현하는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의 상호보완적 

요소로서 건강보호 행위와 건강증진 행위를 제안하였으며, 건강증진 모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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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강행위를 설명하였다. Walker 등(1987)은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에서 

출발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정의면서 목적의식을 갖고 개인의 발전 및 자기인

식과 만족을 경험하는 자아실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거나 

필요시 건강교육을 받는 건강책임, 규칙적인 운동, 음식의 선택과 식사양상을 설

정하는 영양, 친밀감 및 친교와 관련된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 지지 그리고 스

트레스 원을 인식하고 이완하는 스트레스 조절 등 6개 하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건강증진 행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환경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인 특성과 동시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의 

실천, 필요시 약물 복용과 같은 치료 내용 자체가 한정된 기간 동안 병원과 같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폐결핵 환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은 치료지시에 대한 이행뿐 아니라 결핵재발의 예방과 건강유지 증진 차원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건강증진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생 92명을 대상으로 한 이미라(1997)의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통제성, 자기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

였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인선(2000)의 연구에서는 건강지식과 생활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 등이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미영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강인성이 건강 증진 생

활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효순(199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가 유의한 관

련요인이라고 했고,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위암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한 오복

자(1994)의 연구에서 9개의 인지 지각변수로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질 모형을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건강증진 행위에 자기효능, 자아 존중감이 유의

한 영향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여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현수(199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이 건강증진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박영

주(2001)의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건강 증진행위 구조 모형 연구에서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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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지각된 건강상태, 이익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상태, 사회적지지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서 볼 때, 결핵환자에게 있어 규칙적인 식사, 금연, 금주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건강증진 행위의 수행은 자기관리의 주요한 부분이다. 

        2. 2. 2. 2.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자기 효능감이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

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 신념(효능기대)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다양한 상황에 구조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전반

적인 능력이며 개인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하고 있는 결과와 기대와는 구별된다고 하여 개인의  행동결정의 중요한 요인으

로 강조하고 있다.  

  자기효능의 측정은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과 구체

적 자기효능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은 몇몇 연구에서 자기효능의 일

반화를 위해 시도되었는데(Sherer & Maddux, 1982), 건강 증진 행위에서처럼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능력을 측정한 경우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 요구되는 특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기효능을 적용하였고, 일반적 효

능에 비해 행위 예측과 영향 정도가 강한 변수로 지지되었다(김매자 등, 2001). 

따라서 만정질환자를 대상으로 행위변화를 가져오려는 경우에는 구체적 자기 효

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간호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장미영ᆞ서문자(1997), 정은리(1996), 정영주(1996)등의 연구에 의하면 결핵

환자의 건강행위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인자로 지지

되었고,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미옥(199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당

뇨병 환자의 자가 간호행위에 가장 큰 변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복자

(1994)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에 중요한 예

측요인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한다고 제시하였

다. 또한 다양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건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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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Martinelli, 1999; 염순교, 1996; 박계화, 

1994; Weitzel & Walker,1990). 

  이는 자기 효능 개념을 적용한 국내 논문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 변화

를 위한 자기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지지하고 있다(구미옥 등, 

1994). 조미자(2006)는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를 변화시킬 때 

자기 관리행위에 대한 주요 중재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관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자기관리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

하고 있다.

  

        3. 3. 3. 3. 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약물복용이행

  결핵치료의 목적은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시작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약물을 섭취하는데 있다. 이것은 치료과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핵치료에 있어 지시이행이란 치료지시의 이행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결핵치료 성공률이 85%도 못 미치는 것은 낮은 이행율이 가장 

큰 문제(김천태 등, 1996)로서, 이는 약물의 조기 중단과도 관련된다(Nyamath, 

Berg, Jones & Leake, 2005; Bruist et al.,2000). 

  이러한 실태는 결핵의 유병을 장기화 시키고, 다제내성 결핵으로 이환시킴으로

써 초회내성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핵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조미자, 2006). 결핵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일반인들이 결핵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폐결핵을 

난치병 또는 전염병으로 생각하여 지지하기 보다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환자는 역할 이행을 하지 못하여 회복이 지연되거나 

질병이 악화되어 만성화를 초래하게 된다(최영희, 1983). 결핵은 장기간의 치료

를 요하며 우리나라에서의 결핵치료는 입원치료보다는 재가 통원치료가 주로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치료에 대처하는 환자자신의 치료이행이 결핵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결핵환자와 같이 장기간 약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있어 약물 이행 정도는 



- 11 -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보고되어 왔으며, 만성 질환자의 50%만이 치료

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약물을 복용한다고 알려져 있다(Cochran et al., 1999). 

Bradley(1999)는 약물치료의 정확한 이행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가장 필수

적인 것이라고 했으며, Pozsik(1993)은 결핵관리는 우수한 약을 만들어 내고 적

절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듯 결핵치료에 있어서 핵심변수인 약물복용이행의 개념은 결핵환자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 등 자기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된다.

        B. B. B. B. 피로피로피로피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의 다양한 시기에 피로를 경험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피로는 종종 과다한 신체활동, 좌식 생활습관, 부적절한 영양, 작업이나 사회적 책

임의 증가, 정신적 스트레스나 수면부족에 관련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감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시적 문제로 피로를 겪는다. 

  그러나 많은 만성질환에서 피로는 모든 신체에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 능력의 

악화와 기분의 저하를 일으키고(Picard-Holley, 1991),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관

리양상 중 하나인 흔한 파괴적 증상이 발생하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피곤하지 않

은 활동들이 병리적 상태인 사람들에서는 급속한 피로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서

문자 등, 2000).

  피로에 대한 연구는 1949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수행능력이나 생산성의 

감퇴와 관련되어 이루어졌고 고용과 관련된 급성피로가 초점이 되었다(Crosby, 

1991). 그 후 피로에 대한 관심은 직업 상황과 관련된 급성피로를 경험하는 건강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신체 반응의 변화와 관련된 만성피로를 경험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피로에 대해 의료인이나 일반인 모두 

그들의 관점에서 정의와 해석을 하여 보편적으로 일치되는 개념은 없다(양광희, 

1995; Berrios, 1980).

  피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부 학자들은 생리학적 견해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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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운동이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이 방해를 받거나 과도한 대사산물이 

축적될때, 또는 병리적인 과정에 의해 신체의 기능이 감소되거나 생리적 불균형이 

초래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Lee, Hicks & Nino-Murcia, 

1991;Lewis & Haller, 1991).

  Piper(1989)는 피로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면만으로 구성되며 주관적인 것은 

인지적인 요소로, 객관적인 것은 생리적ᆞ생화학적ᆞ행동적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고 설명하여 피로를 ‘신체적ᆞ생리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인

지’라고 규정하였고, Ream & Richardson(1996)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방해

하는 지침(tiredeness)으로부터 고갈(exhaustion)까지의 신체 전체가 느끼는 주

관적이고 불쾌한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Potempa 등(1986)은 피로가 단지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신체적ᆞ정신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믿었다.     그들은 피로를 ‘신체적, 정신적 과로에서 초래되는 주관적

인 지친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Heiwe 등(2003)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신부전환자들은 피로와 저하된 신체적 능력, 일시적 스트레스

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피로를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피로로 구분하였다. 정신적 

피로는 ‘불쾌하고, 아프고, 무거운 느낌, 마비된 것과 같은 느낌, 힘이 없음, 흥미

가 없으며 전체적인 피곤함’으로 표현하였고, 신체적 피로는 ‘에너지의 지속적

인 부족’으로 표현하였다. 

  피로는 자가 인지된 주관적인 현상으로 (Aistars, 1987; Jones, 1993) 쉽게 

설명되거나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현재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피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 설계나 측

정방법 및 도구 등의 차이로 인해 결과들을 비교하기 어렵고 결과들 간의 불일치

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피로에 대한 다원인적, 다차원적인 측면의 통합적인 개념의 

틀이 요구된다(권영은, 1997; Blesh et al, 1991; Greenberg et al, 1992)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면, 피로는 복잡하고 개개인에 있어 다양한 증상으

로 나타나 개념을 규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신체적, 정신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불쾌

감, 소진감, 지침, 에너지 결핍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포함하며, 생체기능에 변



- 13 -

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관절

염 환자(Belza 외 4인, 1993; Tack, 1990), 암환자(Blesch 외 11명, 1991; 송

미열, 1998), 신부전증 환자(Cardenas & Kutuer, 1982; Srivastava, 1989; 김

혜령, 1995), 루푸스 환자(이경숙, 송경자, 이은옥, 2000; 임난영, 이은영, 양용

숙, 정순애, 차경옥, 이여진, 2000), 항암 화학요법 환자(권영은, 1997; 송미령, 

1992; 양광희, 한혜라, 1997)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피로는 특히 암환자의 간호영역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피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75~95%에서

(Pickard-Holly,1991),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의 65~100%에서(Nail, 1993) 

나타나는 가장 고통스런 부작용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고, 항암치료과정에 따라 

심해지다가(이은현, 1992), 치료과정이 끝나면 점차 감소한다(Eardly, 1986)고 

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있어 피로는 중재가 필요한 간호문제 임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피로를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령(1995)은 혈액

투석환자에게서 피로를 조사한 결과 101명중 79명(78.2%)이 피로를 호소한다고 

보고하였고, 강경희(1986)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험하는 증상 

중 피로감(78%)이 가장 주된 증상경험이라고 하였으며, 김경순(2002)의 폐결핵 

초기 치료 환자들의 치료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핵치료제를 투약하고 나

타난 부작용과 병 자체 증상인 피로감, 원기감소 등이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결핵환자의 삶의 질이 암환자 보다 저하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핵환자의 피로는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중

재되어야 할 중요한 간호문제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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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C. 자기관리와 자기관리와 자기관리와 자기관리와 피로피로피로피로

  

  결핵은 일단 발병하면 최소 6~7개월에서 2년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지

만 단시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거나 결핵약제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

거나 불규칙적인 치료를 하기 쉽고, 다른 질환과는 달리 환자와 가족이 급성기를 

지나 퇴원 후에도 정확한 결핵약제의 병합, 정확한 용량, 규칙적인 투약, 적정한 

치료기간 등을 통해 치료 종결시까지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에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환자관리’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돤다(국립보건원

ᆞ대한 결핵협회, 2000).  

  자기관리란 자가간호와 비슷한 의미로 자기자신이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해서 자신의 건강문제에 맞서는 것으로 만성질환

이나 일상 습관화된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건강문제 해결의 

중요한 개념이며(Korean Academy of Nursing, 1995), 자조관리와도 동일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Haper(1984)는 자기관리 행위는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질병의 관리에 

있어서 환자 자신의 책임감과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어지는 개념으로, 자기관리의 

이러한 특성은 만성질환자들의 질병조절을 위한 자기관리의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에 있어 자기관리란 대상

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

는 것이다(Sohng et al, 2001).

  피로감은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 특히 만성질환자들에 의해 보고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써 환자들의 기능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피로는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며 종종 육체적, 정신적 노력, 불충분한 

수면 후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의 피로는 급성피로감으로 알려져 있으며

(McFarland, 1971; Piper,1988), 휴식과 일상생활이 적절한 변화로도 쉽게 회복

되는 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개인들이 경험하는 피로감은 일상

적인 피로감과는 다르다. 이러한 형태의 피로감을 종종 만성 피로라고 하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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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하를 초래하여 마침내는 무력의 상태로 이끌기도 한다(Winningham, 

1991). 

   피로에 관한 연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환자의 

피로는 기분, 집중, 인지, 작업능력, 의학적 치료, 기능 상태와 안녕수준을 방해하

여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나 간호 제공

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암환자의 피로가 심해지면 치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게 되어 질병과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위협한다고 하여(Irvine 

et al, 1991; Pickard-Holley, 1991; Jones, 1993) 암환자에게 있어 피로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보고한 주관적인 피로감은 20%였으나, 폐질환자

들(폐기종과 천식 등)이 보고한 피로감은 정상인들보다 2.9배나 큰 것으로 보고

하고 있고, Chen(1986)은 피로감은 경우에 따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호

흡기 질환에 있어 피로감의 위험성은 관절염, 빈혈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

한 피로감의 위험성 보다 더 크다고 하여,  호흡기 문제를 가진 환자에게 있어 피

로가 중요한 건강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송경애(2001)의 연구에서 루푸스 자기관리 과정을 

통해 환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피로를 감소시키고, 대응능력과 자기간호활

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있어 자기관리가 피로를 감소시

키는 중요한 중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만성질환에 있어 자기관리는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며, 피로는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생각되어 중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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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ⅢⅢⅢ.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

  본 연구는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결핵치료제를 투약 받는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

리(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f복용이행)정도를 파악하고 피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2. 2. 2.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치료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폐결핵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 및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폐

결핵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은 서울 소재 1개 대학병원에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폐결핵으로 진

단받고 외래에 내원하면서 결핵치료제를 투약 받는 환자 중 임의 추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폐결핵을 진단으로 결핵치료제를  투약하고 있으며, 다른 치료를 병행 받고 

있지 않은 자

  2)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자

  3) 신체적으로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자

  4) 만 20세 이상으로 설문지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하거나 응답이 가능한 자

  5) 본 연구의 진행에 동의하여 참여를 허락한 자

  대상자의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폐결핵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투약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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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1) 1) 1) 1)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행위행위행위행위

  본 연구에서 폐결핵환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Walker & Pender(2002)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를 이은숙(2003)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

구로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6개영역의 총 50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

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0.920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66이었다.

  2) 2) 2) 2)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나 확신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Sherer, Maddux, Mercandante, Jacob & Rogers(1982)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

에서 적용할 수 있는 17문항의 자기 효능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

이 높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0.92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847이었다.

  3) 3) 3) 3) 약물 약물 약물 약물 복용 복용 복용 복용 이행이행이행이행

  처방된 약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황명숙(1997)이 

개발한 도구를 신경숙(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0.8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780이었다.

  4) 4) 4) 4) 피로피로피로피로

  대상자의 피로를 측정하기 위해 B. Piper가 개발, 개정(1998)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을 이은현(1998)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이며, 총 18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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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호중재를 위한 지침 2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8문항은 10

점 척도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

뢰도는 이은현(1998)이 수술 후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0.95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86이었다.

        4.4.4.4.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방법 방법 방법 방법 및 및 및 및 절차 절차 절차 절차 

  2007년 4월 24일부터 2007년 6월 중순까지 연구자가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한 후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면담 및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에 적합한 설문지 구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간호대 교수2인, 호흡기 

내과 전문의 1인, 호흡기 내과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5인)의 자문을 얻어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2)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병원의 승인을 얻었다.

  3) 대상자 기준에 합당한 환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

의를 얻었다.

  4) 연구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여 기록하도록 하

였다.

  5) 대상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없는 부분은 의무기록으로 수집하였다.

        5. 5. 5. 5.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SPSS-PC 12.0을 이용하며,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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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관리(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

행)와 피로점수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

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의 차이검정은 t-test 와 ANOVA 로 검정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피로와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 자기 효능감, 약물복용이행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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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56명으로 여자 29명, 남자 27명으로, 연령은 20세부터 

77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42.4세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8명(67.8%), 미혼이 18명(32.1%)로 기혼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13명(23.2%), 

중졸이 6명(10.7%), 초등 졸이 3명(3.5%)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15명(26.8%), 주부가 11명(19.6%), 서비스직 8명(14.3%), 

학생이 7명(12.5%)이었고, 무직이나 무응답이 6명으로 2차 결핵치료의 한 종류

인 Streptomycin 주사를 맞기 위해 매일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흡연력은 ‘피운적이 없다’ 29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 피웠으

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가 18명(32.3%), ‘현재 피우고 있다’인 흡연자도 9

명(16%)이었으나, 대부분 금연시도를 하고 있어 폐질환에 관련하여 금연의 중요

성을 알고 있었다.

  수입은 가정 내의 총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400만원 이상이 23명(41.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은 10명(17.9%)이었다.

  

 



특 성 구 분 실 수 백 분 율(%)

성 별 남

여   

27

29

48.2

51.8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14

13

11

4

5

7

25

23.2

19.6

7.1

8.9

12.5

결혼상태 기혼

미혼

38

18

67.9

32.1

종 교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24

19

3

9

1

42.9

33.9

5.4

16

1.8

교육수준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3

6

13

34

3.5

10.7

23.2

60.7

직 업 사무직

전문기술/서비스직

자영업

농업

주부

학생

생산직/단순노무자

무직

15

8

1

1

11

7

2

5

26.8

14.3

1.8

1.8

19.6

12.5

3.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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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6  



무응답 1 1.8

월 평균수입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10

12

8

23

3

17.9

21.4

14.3

41.1

5.4

동거가족 없음

부부만

미혼자녀와

부모와

기타

딸 내외와

아들 내외와

5

15

18

12

4

1

1

8.9

26.8

32.1

21.4

7.1

1.8

1.8

가족력 과거에 있었다

없다

12

44

21.4

78.6

흡연유무 피우고 있다

과거에 있으나 현재 없다

피운적이 없다

9

18

29

16

32.2

51.8

음주유무 거의마시지 않음

월1회

월 2~3회

주1회

주2~3회

33

5

10

4

4

58.9

8.9

18

7.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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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중 1차 결핵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는 38명(67.9%), 2차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는 18명(32.1%)으로 초기치료 대상자가 많았으며, 결핵약 복용기

간은 7개월 이상이 19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5개월~6개월이 17명

(30.4%), 2개월~4개월이 15명(26.8%), 1개월 이하가 5명(8.9%)순이었다. 

BCG 예방접종은 접종했다가 25명(44.6%), 접종하지 않았다가 31명(55.4%)으

로 비슷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접종률이 높았다.

  결핵보건교육 경험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가 45명(80.4%)로 거의 대부분으

로, 대학병원에서도 결핵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결핵치료제 투약 

후 부작용은 34명(60.7%)이 없다고 하였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22명

(39.3%)으로 결핵치료제 투약시 약제 부작용은 폐결핵환자에게 주요한 건강문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의 중단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43명(76.8%)으로 대부분 의료진

과 상의 후 투약을 조절하였으며, 임의 중단 경험이 있는 13명(%)환자에게서 임

의중단의 이유로 약물의 부작용 때문이 8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 

이유로 위장장애(속쓰림, 오심 등)와 피부문제(발진, 가려움 등), 통증 등을 호소

하였고, 복용이 귀찮아서 중단한 대상자는 2명(1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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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56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항 결핵제 종류 1차 결핵제

2차 결핵제

38

18

67.9

32.1

부작용 유무 있다

없다

22

34

39.3

60.7

결핵약 복용기간 1개월 이하

2개월~4개월

5개월~6개월

7개월 이상

무응답

 5

15

17

19

 1

 8.9

26.8

30.4

33.9

 1.8

BCG 예방접종 했다

안했다

25

31

44.6

55.4

결핵 보건교육 경험 있다

없다

무응답

 7

45

 2

12.5

80.4

 3.6

정기적 객담검사

검사 한다

검사하지 않는다

무응답

43

12

 1

76.8

21.4

 1.8

결핵치료제 

임의 중단 경험

있다

없다

13

43

23.2

76.8

복용중단 시기 1개월 이하

2개월~4개월

5개월~6개월

7개월 이상

 8

 2

 0

 1

61.5

15.4

 0

 7.7

복용 중단 이유 약물 부작용 때문

복용이 귀찮아서

기타(통증)

 8

 2

 1

61.5

15.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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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행위 행위 행위 행위 점수와 점수와 점수와 점수와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점수점수점수점수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 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Walker & Pender 

(2002)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HPLP-Ⅱ)는 50개 문항의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의 6개의 하부 영

역으로 4점 척도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전체 건강증진 점수는 2.68(±0.78)로 나타났고, 영역별 순위 점수를 

보면 대인관계 부분이 2.68(±0.69)로 가장 높으며, 영적 부분이 2.60(±0.85), 

영양 부분이 2.55(±0.53), 건강 책임부분은 2.47(±0.75), 스트레스 부분

2.45(±0.74), 신체활동 부분이 2.13(±0.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

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3.40(±0.12), ‘아침은 꼭 먹는다’가 

3.39(±0.77),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가 3.36(±0.99)로 영적, 

대인관계 부분과 영양부분이 고루 중요한 건강증진 행위로 나타났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20분 이상 격려한 운동을 한다.’1.77(±0.25), ‘건강 교육 프

로그램에 참석한다.’가 1.80(±0.89)로 신체 활동부분과 건강 책임부분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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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항별/항목별 건강증진 행위  점수                  

                                                                    n=56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평 평 평 평 균균균균±±±±표 표 표 표 준 준 준 준 편 편 편 편 차차차차

건강

책임

비상정적인 증상과 증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

와  의논한다.
2.95 ± 1.24

2.47±0.75

건강 증진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

는다.
2.52 ± 0.98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 내용에 잘 모르는 것이 있

으면 질문한다.
3.14 ± 0.74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의문이 있을 때 다

른 의사, 약사, 간호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2.91 ± 0.52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를 알기 

위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2.23 ± 0.23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2.38 ± 0.52

나를 잘 돌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

에게 정보를 구한다.
2.86 ± 0.22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1.80 ± 0.89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2.38 ± 0.24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2.84 ± 0.65

신체

활동

계획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2.36 ± 0.55 2.13±0,7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23 ± 0.23

일주일에 적어도 3번정도 20분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

다.
1.77 ± 0.25

매일 일정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2.66 ± 0.55

경하거나 중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 2.71 ± 0.12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근육 신전운동을 한다. 2.18 ± 0.78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한다. 2.48 ± 0.87

영양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2.46 ± 0.78 2.55±0.53

설탕과 당분 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2.64 ± 0.01

나는 하루에 세끼는 꼭 먹는다. 3.13 ± 0.89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2.66 ± 0.78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2.77 ± 0.88

매일 우유, 요구르트, 두유를 2-3회 먹는다. 2.05 ± 1.26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2.91 ± 0.66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표시를 읽 1.82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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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입한다.

아침을 먹는다. 3.39 ± 0.77

영적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3.07 ± 0.00 2.60±0.85

나는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3.33 ± 0.36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3.4 ± 0.12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 3.00 ± 1.24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3.09 ± 1.33

나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2.73 ± 0.98

대인

관계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2.82 ± 1.28 2.68±0.69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한다. 2.93 ± 1.02

의미 있고 만족스런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 3.32 ± 0.33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3.00 ± 0.88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한다. 2.69 ± 0.0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3.36 ± 0.99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2.73 ± 0.78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2.61 ± 0.78 2.45±0.74

스트

레스

나의 삶에 변화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3.05 ± 0.56

취미, 오락시간을 갖고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 2.54 ± 0.12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2.5 ± 0.01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2.7 ± 0.32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2.29 ± 0.45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2.34 ± 0.55

매일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2.52 ± 0.88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1.84 ± 1.72

피로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2.61 ± 0.66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는다. 2.71 ± 0.26

전     전     전     전     체체체체 2.68 2.68 2.68 2.68 ±±±±    0.780.780.7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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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자기 자기 자기 자기 효능감 효능감 효능감 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정도는 <표 4>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총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은 3.92(±0.87)점이었다.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4.36±0.27),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4.29 ±1.08),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 한다’(4.2 ± 0.37)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시행 한

다’(3.50 ±0.26)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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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기효능감의 문항별 점수                            

                                                                  n=56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4.20 ± 0.37 

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한다 3.50 ± 0.26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 까

지 계속 시도한다.

3.63 ± 0.22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3.71 ± 0.16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4.19 ± 0.20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4.13 ± 0.0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여도 시도한다. 4.18 ± 1.2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 매달린다. 3.61 ± 0.39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하지 못한다. 3.59 ± 0.14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바로 포기한다.

3.86 ± 0.14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 하지 

못한다. 

3.89 ± 0.17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 

하지 한다.

3.89 ± 0.20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한다. 3.71 ± 0.17

3.93 ± 0.16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 한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4.29 ± 1.08

나는 쉽게 포기한다. 4.04 ± 0.63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

4.36 ± 0.27

전    전    전    전    체체체체 3.92 3.92 3.92 3.92 ±±±±    0.870.870.8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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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약물 약물 약물 약물 복용 복용 복용 복용 이행이행이행이행

     약물복용이행정도의 측정도구는 총 7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복용이행정도가 높으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약물복용이행정도는 전체 평균 

4.67(±0.14)로 처방된 약물을 잘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이

다.’4.84(±0.11)로 가장 높았으며,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와 전화상담

하거나 외래 방문시 상의한다.’가 4.52(±0.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약물 복용 이행 문항별 점수                               

                                                                      n=56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평 평 평 평 균 균 균 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나는 보호자의 강요 없이 스스로 약을 복용한다. 4.59 ± 0.05

나는 약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한다. 4.57 ± 0.23

나는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의 복용을 늘이거나 줄이지 않는다. 4.73 ± 0.01

약을 잘 복용하기 위해 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둔다. 4.71 ± 0.23

외출이나 여행시 약을 꼭 챙겨간다. 4.70 ± 0.04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와 전화상담하거나 외래 방문시 

상의한다. 

4.52 ± 0.23

좋은 상태유지를 위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이다. 4.84 ± 0.11

전   체 4.67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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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폐결핵 폐결핵 폐결핵 폐결핵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피로피로피로피로

  Piper의 피로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피로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으로 총 11점으로 분포하는데, 결핵치료제 투약 기간 중 대상자의 전체 피로점수

는 4.78(±2.40) 이었고, 영역별로 활동장애 영역이 5.06(±2.28)로 가장 높았으

며, 인지/감정영역이 4.91(±2.10), 감각영역이 4.60(±2.35), 정서적 의미의 영

역이 4.55(±2.15)로 가장 낮았다.

<표 6>. 피로의 하위영역별 점수                           

                                                                                                                                                                                                                                                                                        n=56

        

        

피 피 피 피 로 로 로 로 영 영 영 영 역역역역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활동장애 영역

정서적 의미 영역

감각영역

인지/감정영역

                     5.06 ± 2.28

                     4.55 ± 2.15

                     4.60 ± 2.35

                     4.91 ± 2.10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피로 피로 피로 피로 점수점수점수점수                                                                                     4.78 4.78 4.78 4.78 ±±±±    2.402.402.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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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자기관리((((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증진 행위행위행위행위, , , ,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 , , 약물복용약물복용약물복용약물복용

이행이행이행이행))))와 와 와 와 피로와의 피로와의 피로와의 피로와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주요변수인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과 피로와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0.420, 건강증진행위와 약물복용이행

의 상관계수는 0.52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이들 간의 양의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증진 행위와 피로와의 상관계수는 -0.60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음의 선형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로와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정도 

간에도 건강증진행위보다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0.310, -0.336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여 약한 음의 선형 관련성이 존재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7>. 대상자의 자기관리와 피로와의 상관관계              

                                                                   n=56

        

****

 p<.05   
********

p<.01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 피로

건강증진 행위 .

자기효능감  .420
********

약물복용이행  .524
******** .240

피로 -.601
******** -.310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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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건강증진행위건강증진행위건강증진행위건강증진행위, , , ,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 , , 

약물복용이행 약물복용이행 약물복용이행 약물복용이행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정도의 차이차이차이차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8>.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수입정도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 효능감은 수입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연령대 에서 건강증진 행위 평균이 

3.54(±0.66)로 20~29세 (2.52±1.44), 30세~39세(2.74±0.78)에 비해 유의

수준 0.03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와 자기 효능감과 약물이

행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정의 수입정도 즉 경제 상태에 따라

서 수입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집단(2.43±1.56)과 400만원 이상

(2.96±0.64)인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400만원 미만 집단보다 건강증진행위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2.96±0.64)의 효능감이 200

만원 미만인 집단(2.54±0.98)의 자기효능감이 보다 유의수준 0.05에서 높게 나

타났으나, 수입과 약물복용이행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핵치료제의 종류, 부

작용 경험이나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 경험의 유무, BCG 예방접종 등의 질병 특성

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나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지 않았다. 

  약물 복용기간에서 약물 이행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복용기간

이 1개월 이하(4.14±1.78)인 집단과 2개월 이상인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1개월 이하인 집단보다 2개월 이상 5개월 이하

(4.68±0.22), 5개월 이상 7개월 이하(4.73±1.69), 7개월 이상(4.77±0.46 ) 

복용한 집단이 약물 복용이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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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n=56

****

 p<.05   
********

p<.01

특 성   구 분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약물이행

평균±표준

편차
 t or F

평균±표준

편차
 t or F

평균±표준

편차
 t or F 

성별  남

 여

2.40±0.77

2.38±0.86

.632 3.79±0.96

3.13±1.23

.045 4.36±0.12

4.31±0.98

.000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2.52±1.44

2.74±0.78

2.80±0.99

3.54±0.66

2.43±0.47

2.41±1.07

4.577
********

3.22±0.71

2.14±1.55

2.99±0.99

3.28±1.46

3.46±1.77

3.32±0.88

1.597 4.21±0.44

4.13±0.98

4.08±0.75

4.19±0.98

4.11±1.08

4.58±0.32

1.745

결혼

상태

 미혼

 기혼

3.87±0.22

3.77±0.08

.304 3.40±0.71

3.52±0.86

.495 4.40±0.51

4.27±0.14

1.967

교육

정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2.78±0.44

3.02±1.56

3.29±0.16

2.48±0.98

.738 3.75±0.44

3.35±0.46

3.40±0.99

3.48±1.22

1.609 3.99±0.94

4.02±0.59

4.25±0.36

3.07±0.58

.781

수입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상

2.54±0.98

2.43±1.56

2.46±0.68

2.96±0.64

3.673
******** 3.62±0.78

3.79±0.65

3.74±1.14

4.16±0.63

3.837
******** 4.62±0.22

4.70±0.15

3.99±0.74

4.16±0.68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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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n=56

****

 p<.05   
********

p<.01

특 성     구 분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약물이행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항결핵제 

종류

1차 결핵제

2차 결핵제

3.82±0.49

3.45±0.12

  

.151
3.70±0.71

3.32±0.80

.131 4.50±0.51

4.47±0.14

.000

부작용 

경험

있다

없다

2.87±0.99

4.35±0.08

.163 3.38±0.42

3.52±0.06

1.544 0.40±0.03

5.27±0.04

1.457

BCG 

접종

했다

안했다

5.87±0.22

1.07±0.08

.330 5.28±0.11

1.99±0.28

2.873 4.40±0.80

4.07±0.37

1.417

결핵약 

임의중단

경험

있다

없다

4.57±1.78

2.67±0.26

.353 3.98±0.03

3.06±0.00

.111 4.00±0.81

4.69±0.11

2.634

결핵 

보건교육

경험

있다

없다

3.30±0.22

3.55±0.81

1.869 3.40±0.89

3.52±0.88

.038 4.50±0.68

4.97±0.16

.305

복용기간 1개월 이하

2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상

2.79±0.44

3.90±0.51

3.01±0.28

2.48±0.07

1.948 3.77±0.14

3.35±0.02

3.90±0.76

3.46±0.32

1.340 4.14±1.78

4.68±0.22

4.73±1.69

4.77±0.46

3.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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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ⅤⅤⅤ. . . .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리(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와 

피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폐결핵 환자의 피로 중재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남자 48.2%, 여자 51.8%로, 평균연령은 42.4세로 연령

별로는 30~39세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은 21.4% 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숙(2003)의 폐결핵환자의 재발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60세 

이상과 20~29세 69.9%로 60대 이상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에는 일치하나 다

른 연령대 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질병관련 특성에서 결핵 보건 교육 경험은 교육

을 받은 대상자가 12.5%로 10명중 8명 이상이 폐결핵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 대학병원에서조차 보건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은숙(2003)의 연구에서 보면, 폐결핵환자의 보건교육을 받

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재발이 많다고 하였고, 결핵치료제의 규칙적인 투약에도 

재발율이 높은 것은 대상에 따른 적절한 보건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처방이 필요

하며 계속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 보건교육

의 중요한 만큼 결핵환자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간호사의 역할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결핵치료제 투약 후 부작용은 39.3%로 10명중 4명 정도가 부

작용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복용을 중단한 경험은 23.2%로 부작용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 후 약제를 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복용중단의 시기는 

1개월 이하가 61.5%로 대부분 복용 후 처음 한달동안 약제의 부작용을 경험함과 

동시에 심한 피로를 경험한다고 하여, 결핵치료제 복용에 있어 처음 한달의 중요

성을 알 수 있었고, 폐결핵환자의 치료시기별 피로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

과는 연령이 많은 군의 건강증진 수행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박소영, 

1997; 박인숙, 1995; 김미애, 2003; 박정희, 2006)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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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행위는 4점 만점에 평균 2.68점으로, 영역별 순위 점수를 보면 대인관계 부

분이 2.68(±0.69)로 가장 높으며, 영적 부분이 2.60 (±0.85), 영양 부분이 

2.55(±0.53), 건강 책임부분은 2.47 (±0.75), 스트레스 부분 2.45(±0.74), 신

체활동 부분이 2.13(±0.7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은숙

(2003)의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2.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혈액투

석환자 2.55(전정자 등, 2000), 2.50(구미옥, 이은영, 1998), 대학생 2.47(전미

영 등 2002), 만성호흡기 환자 2.14(박영주, 2001)의 연구보다 높았으며, 중년

기 여성 2.86(박정숙, 2002), 일반 성인 2.69(이태화, 1990),2.78(전정자, 김영

희, 1996)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가 다른 질환의 건강증진 행위보다 높은 

이유는 대학병원이라는 특수성과 대상자의 평균연령대가 42세 이상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 60.7%, 월 평균수입이 400만원 이상이 41.1%,로 전반적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최근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로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자기효능감은 17문항 5점 척도로 평균 3.92점으로 이는 병

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박정희(2006)의 연구 2.57(4점척도)

과 비슷한 결과이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남희(2004)의 6.45(10점척

도)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약물 이행정도는 7개 문항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4.67점으로 높은 약물 복

용 이행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피로점수는 4.78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진이(2004)의 연구 

5.55, 권영은(1997)의 연구에서 평균 피로 점수인 5.31, 입원하여 화학 요법을 

받은 1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인정(1999)의 연구에서 4.97, COPD 환자

를 대상을 한 나혜령(2000)의 5.72 보다는 낮았으나, Blesh et al.(1991)이 76

명의 폐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Rhoten Fatigue Scale 로 측정하여 보고한 

점수인 4.70(±2.53)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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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약물이행 정도, 자기효능감과 피로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환자 역할

이행에서 (r=.829, p=0.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있다고 한 강선희(2000)의 

연구와 혈액투석 환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서미혜(199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과 이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6563, p=.001)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폐결핵 환자의 건강 증진 행위와 피로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r=-0.601) 상관관계를 보이고,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도 유의한

(r=0.420) 상관관계를, 건강증진 행위와 약물이행 정도도 유의한(r=0.524) 상관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는 김영숙(2000)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

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0.5137, 

p=0.001)가 있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조미자(2006)의 연구에서

는 폐결핵 환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직접적 영양을 주는 예측변수로 이전의 건강

관련 행위나 이행(t=2.00, p<.05)을 확인하였으며, 결핵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이

행의 변수는 자기효능감(t=2.47, p<.01)과 사회적 지지(t=2.44, p<.05)에 영향

을 받는다 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 있어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 약물이행이 

자기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연구결과로서 나타내고 있다.

  

  폐결핵 환자는 처음 피로감이 지속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어 병

원을 방문하여 폐결핵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결핵치료제 복용 기간

동안 한달 이내에서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다 이후 질환 및 약물복용이행에 적응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핵치료제 복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집단보다 2

개월 이상의 집단에서 약물이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결핵치료제 

투약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호소하는 피로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91%이상이 1개월 이상의 대상자로 피로점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폐결핵에 노출된 대상자들의 초기 피로 파악하는 연구와 초기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간호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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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ⅥⅥ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리와 피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폐결핵 환자의 

피로를 중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서울소재 S대학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결핵치료제를 

투약 받는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46일 동안 수거된 질문지 56

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Walker & Pender(2002)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를 이은숙(2003)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측

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Jacob & Rogers 

(1982)가 개발한 일반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17문항의 자기 효능 측정도구

로, 약물복용이행은 황명숙(1997)이 개발한 도구를 신경숙(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피로는 B. Piper가 개발, 개정(1998)한 Revised Piper 

Fatigue Scale을 이은현(1998)이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관리(건강증진 행위 수행, 자기효능감, 약물 복용이행)와 

피로점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 복용이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

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의 차이검정은 t-test 와 ANOVA 로 검

정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피로와 건강증진 

행위 수행,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56명으로 여자 29명, 남자 27명으로, 연령은 20세부터 77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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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42.4세이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38명(67.8%), 미

혼이 18명(32.1%)로 기혼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13명(23.2%), 중졸이 6명(10.7%), 초등 졸이 3명

(3.5%)순이었다. 가정내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23명(41.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은 10명(17.9%)으로 가장 적었다. 흡연력은 ‘피운적이 없다’ 29

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가 18명

(32.3%), ‘현재 피우고 있다’인 흡연자도 9명(16%)이었다.

  2. 대상자중 1차 결핵치료제를 투약 받는 환자는 38명(67.9%), 2차 결핵치료

제를 투약하는 환자는 18명(32.1%)으로 1차 결핵치료 대상자가 많았으며, 결핵

약 복용기간은 7개월 이상이 19명(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5개월~6개월이 

17명(30.4%), 2개월~4개월이 15명(26.8%), 1개월 이하가 5명(8.9%)순이었다. 

결핵보건교육 경험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가 45명(80.4%)로 거의 대부분 이

었고, 결핵치료제 투약 후 부작용은 34명(60.7%)이 없다고 하였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대상자도 22명(39.3%)이었다.  결핵치료제의 임의 중단 경험 유무에는 

경험이 없다가 43명(76.8%),임의 중단 경험이 있는 13명(%)환자에게서 임의중

단의 이유로 약물의 부작용 때문이 8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 이유

로 위장장애(속쓰림, 오심등)와 피부문제(발진, 가려움등),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복용이 귀찮아서 중단한 대상자는 2명(15.4%)이었다.

  3. 대상자의 전체 건강증진 행위 점수는 2.686으로 나타났고, 영역별 순위 점

수를 보면 대인관계 부분이 2.68(±0.69)로 가장 높으며, 영적 부분이 

2.60(±0.85), 영양 부분이 2.55(±0.53), 건강 책임부분은 2.47(±0.75), 스트

레스 부분2.45(±0.74), 신체활동 부분이 2.13(±0.75) 순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은 평균은 3.92점으로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나는 일상생활에

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4.36(±0.27), ‘나는 내 자

신을 믿는다’4.29(±1.08),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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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확신한다’4.20(±0.37)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나는 어떤 일을 한

번에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3.63(±0.22)가 가장 

낮았다.

  5. 약물복용이행은 평균 4.67점으로 5점 척도에서 높은 수준의 약물복용 이행

정도를 보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이다.’4.84(±0.11)로 가장 높았으며,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

와 전화상담하거나 외래 방문시 상의한다.’가 4.52(±0.23)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6. 결핵치료제 투약 기간 중 대상자의 전체 피로점수는 4.78 이었고, 영역별로 

활동장애 영역이 5.06(±2.28)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감정영역이 4.91(± 

2.10), 감각영역이 4.60(±2.35), 정서적 의미의 영역이 4.55(±2.15)로 가장 낮

았다.

  7. 자기관리와 피로와의 관계

  1) 폐결핵 환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피로와의 관계는(r=-0.601, p=0.01)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 (r=0.420, p=0.01), 건강증진 

행위와 약물복용이행 (r=0.524, p=0.01)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자기효능감과 약물이행 정도, 자기효능감과 피로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50~59세까지의 집단이(F=4.577, 

p=0.001)에서 건강증진 행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입이 400마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건강증진 행위(F=3.673, p=0.018)와 자기 

효능감(F=3.837, p=0.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물이행에 있어서 복용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집단(F=3.171, p=0.032)이 1개월 미만의 집단에 비해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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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폐결핵 환자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폐

결핵 환자의 자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통해 폐결핵 환

자의 피로를 간호문제로 파악하여 중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2. 2. 2. 2. 제 제 제 제 언언언언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피로도구를 사용하였으므로 폐결핵환자

의 피로를 확인하기 위한 피로도구의 개발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본 연구는 소수의 폐결핵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

이 있고, 결핵치료제의 투여시기별 피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자를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는 종단적 실험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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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부탁의 부탁의 부탁의 부탁의 말씀말씀말씀말씀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 복희 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이 결핵치료를 하면서 경험하는 피로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환자분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자료는 전체 환자에 대한 

결과로서 제시되고, 개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질문지 문항이 누락되면 사용할 수 없사오니 끝까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연구자  박 복희 올림 

  연락처 : 017-284-1239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나는 이 연구에 대해 설명을 읽었으며, 연구 목적에 동의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명: 

                   200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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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여자

2. 귀하의 몇 년생이십니까? ________년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기혼     ②미혼     ③ 사별     ④이혼     ⑤별거

4. 귀하의 종교는?

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5.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무학     ②초등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졸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사무직   ②전문기술직,서비스직   ③자영업   ④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⑤학생   ⑥생산직,단순노무자   ⑦무직    ⑧주부   ⑨군인   ⑩기타

7.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계십니까? ________년

8.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은?

①200만원 미만    ②200만원~ 300만원 미만   ③300만원~400만원 미만

④400만원 이상

9. 귀하는 동거 가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부부만    ③아들 내외와    ④딸 내외와    ⑤미혼 자녀와    

⑥부모와    ⑦기타 

10. 귀하의 가족 중에 폐결핵을 앓았거나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①현재 있다     ②과거에 있었다     ③없다

  ⇒가족력이 있다면 누구인지 써 주십시오(        )

10.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현재 피우고 있다  ⇨ 하루평균  ______개비를 _____년간 피우고 있다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질문의 해당란에 “V"자로 표시하여 주시고 ( )에는 직접 기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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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③ 피운 적이 없다

11. 귀하는 술을 마시는 횟수가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

①거의 마시지 않음   ② 월1회   ③월 2~3회   ④주 1회  ⑤주2~3회   ⑥매일

12. 술을 마시는 날은 보통 몇 잔을 마십니까?

⇨ 소주_______잔(맥주1컵은 소주 1잔으로 계산합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질병을 언제 진단받았습니까?     _____년 _____월

2. 귀하의 질병 전 평균체중은 얼마입니까?____Kg, 현재체중____Kg, 키_____Cm

3. 귀하께서는 현재 복용중인 결핵약에 부작용을 유무는?

①있다               ②없다

4. 결핵예방 접종은 하셨습니까?

①접종 함            ②접종하지 않음

5. 귀하는 약제 복용지시를 잘 이행하십니까?

① 잘 따른다        ②잘 따르지 않는다

6.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7. 정기적인 객담 검사를 하십니까?

① 잘 한다          ② 잘하지 않는다      

8. 귀하의 결핵약 복용기간은?

①1개월 이하      ②2~4개월      ③5~6개월      ④7개월 이상

9. 귀하께서는 결핵약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10. 결핵약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 복용한지 얼마 후에 중단했습니까?

①1개월 미만    ②2~4개월    ③5~6개월    ④7개월 이상

11. 약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써 주십시오.

①약의 부작용 때문에(오심, 어지러움, 설사, 구토, 피부발적등) ② 약을 그만 먹

여러분의 질병이나 치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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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될 것 같아서 ③돈이 들어서 ④주위사람들이 아는 게 싫어서 

⑤ 복용이 귀찮아서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ⅡⅡⅡ. . . . 건강행위 건강행위 건강행위 건강행위 생활양식생활양식생활양식생활양식

다음은 귀하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설문지입니다. 다음에서 해당되는 부분

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전혀전혀전혀

없다없다없다없다

가끔가끔가끔가끔

있다있다있다있다

자주자주자주자주

있다있다있다있다

항상항상항상항상

있다있다있다있다

1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2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3
 비상정적인 증상과 증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와 의논한다.

4  계획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6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7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한다.

8  설탕과 당분 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9
 건강 증진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

10
 일주일에 적어도 3번정도 20분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

11  매일 일정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12  나는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3  의미 있고 만족스런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

14  나는 하루에 세끼는 꼭 먹는다.

15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 내용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16  경하거나 중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

17  나의 삶에 변화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1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19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20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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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사, 약사, 간호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22  취미, 오락시간을 갖고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

23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24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25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한다.

26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27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근육 신전운동을 한다.

28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29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

3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31  매일 우유, 요구르트, 두유를 2-3회 먹는다.

32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를 

 알기 위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33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34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35  매일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36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37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38
 나를 잘 돌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에게 정보를 구한다.

39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한다.

40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41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42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표시를 

 읽고 구입한다.

43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44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45  피로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46  나보다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47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48  아침을 먹는다.

49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50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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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자기효능척도자기효능척도자기효능척도자기효능척도

다음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귀하의 태도나 생각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느낌을 잘 표현한 곳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현재상태현재상태현재상태현재상태를 나타내 주십시오.

번번번번

호호호호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확실히확실히확실히확실히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아니다아니다아니다아니다

잘 잘 잘 잘 모르 모르 모르 모르 

겠다겠다겠다겠다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확실히확실히확실히확실히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4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5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고  생각조차 않는다.

8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이  

 끝날 때 까지 매달린다.

9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10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바로 포기한다.

11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 하지 못한다. 

1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 하지 않는다.

13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한다.

14
 나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해 확신하

 지 못 한다

15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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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약물 약물 약물 약물 복용 복용 복용 복용 이행이행이행이행

다음은 귀하가 복용한 지난 4주간 약물복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당한 항목 하나만 골라  “V"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ⅤⅤⅤⅤ....피로피로피로피로

번번번번

호호호호
문   문   문   문   항   항   항   항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안하는 안하는 안하는 안하는 

편이다편이다편이다편이다

할 할 할 할 때와  때와  때와  때와  

안 안 안 안 할때가 할때가 할때가 할때가 

반반이다반반이다반반이다반반이다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편이편이편이편이

다다다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1
나는 보호자의 강요 없이 스스로 

약을 복용한다.

2
나는 약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

한다.

3
나는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의 복용

을 늘이거나 줄이지 않는다.

4
약을 잘 복용하기 위해 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둔다. 

5
외출이나 여행시 약을 꼭 챙겨간

다.

6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와 

전화상담하거나 외래 방문시 상의

한다. 

7
좋은 상태유지를 위해 약을 지속적

으로 복용할 것이다.

아래의 문항은 피로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0부터 10까지 정도 표시를 나타내는 번호 중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 위에 동그라미(0)표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8정도라고 생각하시면 8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0    1    2    3    4    5    6    7    ⑧⑧⑧⑧    9    10

만약, 3이라고 생각하시면 3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십시오.

0    1    2    ③③③③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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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느끼시는 피로가 어느 정도로 괴롭습니까?

전혀 괴롭지 않다.                                   아주 많이 괴롭다

0    1    2    3    4    5    6    7    8    9    10

2) 귀하께서는 느끼는 피로가 집안일(또는 직장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방해 

합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3) 귀하께서 느끼는 피로가 친구를 방문하거나 어울리는데 어느 정도로 방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4) 귀하께서 느끼는 피로가 성생활을 어느정도 방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5) 전반적으로 귀하가 경험하고 있는 피로가 귀하가 즐겨서 하는 활동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                                아주 많이 방해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6) 귀하가 경험하고 있는 피로 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가볍다                                              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 귀하께서 경험하고 있는 피로를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로 표현 하시겠습니까?

7)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0    1    2    3    4    5    6    7    8    9    10

8) 보호적이다                                       파괴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9)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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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깨어있다                                        졸립다

0    1    2    3    4    5    6    7    8    9    10

12) 생동감 있다                                     무기력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3) 상쾌하다                                        피곤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4) 활력이 있다                                     활력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15) 인내심이 있다                                   인내심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16) 이완되어 있다                                   긴장되어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17)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18) 기억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19) 명확히 생각할 수 있다                       명확히 생각할 수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20)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의 피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귀하의 피로를 경감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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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self self self self care(health care(health care(health care(health promoting promoting promoting promoting 

behavior, behavior, behavior, behavior, self self self self efficacy, efficacy, efficacy, efficacy, drug drug drug drug compliance) compliance) compliance) compliance) and and and and fatigue fatigue fatigue fatigue in in in in 

pulmonary pulmonary pulmonary pulmonary tuberculosis tuberculosis tuberculosis tuberculosis patients.patients.patients.patients.

  Park, Bok H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ʹs `self care(health promoting behavior, self 

efficacy, drug compliance) and fatigue. It was done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control fatigue in this popul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middle of April 2007 to early of June 2007 in 

medical center in Seoul.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in 

this study: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from Walker & 

Pender(2002), self efficacy scale from Shere & Rogers(1982), drug 

compliance scale from Shin gyeong sok(2001) and Revised Piper Fatigue 

Scale from Lee eun hyun(1998).

  The analysis for data were done by SPSS-PC 12.0 program, t-test, 

Pearson correlation, ANOVA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The subject were consisted of 51.8% females and 48.2% males. 

Patients between the ages of 30 and 39 years made up quarter of 

sample (23.2%) and the mean age was 42.4 years.

  2. 38 subjects(67.9%) were 1 cycle and 18 subjects(32.1%) we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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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for the chemotherapy in pulmonary tuberculosis. 

  3. The mean scor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were shown 

2.68(±0.78). With regard to scores by subgroup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terpersonal relations was highest with 2.68(±0.09), physical 

activity was lowest with 2.13(±0.75). 

  4. The mean score of self efficacy were shown 3.92(±0.87). The 

mean of score of drug compliance were shown 4.67(±0.14).

  5. The mean score of fatigue were shown 4.78(±2.40). With regard to 

scores by subgroup of fatigue, difficulties in activity was highest with 

5.06(±2.28), emotional disturbance was lowest with 4.55(±2.15).

  6.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fatigue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r=-0.601, p=0.01)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elf efficacy(r=0.420, p=0.01),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drug compliance(r=0.524, p=0.01) were appeared 

sta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7.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subjects were found for ages of 50 and 59 years(F=4.577, p=0.001), 

economic status (F=3.673, p=0.018).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self efficacy  of subject was found for economic status (F=3.837, 

p=0.01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drug compliance of 

subject was found for duration of medicine (F=3.171, p=0.032).

The result show u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ʹs `self care(health promoting behavior, self 

efficacy, drug compliance) and fatigue. These finding suggest that self 

care and fatigue are increased by the chemotherapy in pulmonary 

tuberculosis during nursing intervention for relieving.

Key words;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self care, fatigue


	차 례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용어정의

	Ⅱ. 문헌고찰
	A. 폐결핵환자의 자기관리
	1. 건강증진 행위
	2. 자기효능감
	3. 약물복용이행

	B. 폐결핵환자의 피로
	C. 폐결핵환자의 자기관리와 피로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3. 연구도구
	4.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5. 자료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대상자의 건강증진 행위 점수와 항목별 점수
	3.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4.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
	5. 폐결핵 환자의 피로
	6. 대상자의 자기관리(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와 피로와의 상관관계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약물복용이행 정도의 차이

	Ⅴ. 논 의
	Ⅴ.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