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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임상 실무에서 그저 열심히 임하는 것만이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없음을 깨닫
게 된 어느 날,막연히 배움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을 가지고
겁 없이 내딛은 한 번의 시작이었습니다.3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 혼자만
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의 부담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망막해 하고만 있는 저에게 논문의 시

작에서부터 작은 마침표를 찍기까지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듯 오랜 시간 기
다려 주시고,때론 충고를 주시다가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대학원 과정을 마무
리 하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염려를 늘 함께 해 주신 안양희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병원의 큰살림을 꾸려 가시는 와중에도 기꺼이 부심을
맡아주시고 회진 때마다 논문의 진행과정을 일일이 챙겨주신 송재만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방학 중에 통계강의에서부터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지 못해 헤매는
저에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학문적으로 성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부심까지 봐 주신 박소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호의 이론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신 임영미 교수님,부족한 저에게 학업의 길

로 들어서게 도움을 주신 허혜경 교수님,멀리서나마 응원 해 주신 신윤희 교수
님,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김기연 교수님,전
문 간호사로서 역할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신 김기경 교수님,늘 한결같은 미소로
지켜 봐 주신 송희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또한,통계결과에 도움을 주신 예
방의학 장세진 교수님,현숙정 교수님,번역에 도움을 주신 서미혜 교수님께도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업과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신 김은희 간호국장님,조용자부

장님,조금자 부장님,김순자 부장님,지애남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3년 내내 늘
엄마같은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지켜 봐 주신 여혜영 과장님,설문에 도움을 주신
김상숙 과장님,고영희 과장님,부족한 절 항상 믿고 도움을 주신 이윤희 과장님,



이수형 과장님,안애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외래에서 환자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신 이상봉 선생님,강은희 선생님께도 인사전해 드립니다.자료
정리를 도와준 문선영 간호사,명남,은정,은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배려 해 주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 준 71병동 식구에
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특히,힘든 병원 방문 중에도 기꺼이 면담에 응해
준 환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좀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3년 동안 함께 공부해 오면서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웃고 울었던 동기들,때

론 동생으로 때론 언니처럼 늘 함께 하고 논문의 마지막까지도 애써 준 진희,작
은 일까지도 챙겨 준 기은이,수현이,대학원 생활 내내 수업준비를 도와 준 도숙
이,온갖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 준 소영이,예쁜 아기 엄마 진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던 박미용 선생님에게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
음을 전합니다.
학업으로 인해 딸,며느리 역할에 소홀함에도 자랑스러워하시고 늘 여유를 주

신 부모님과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언니를 엄마처럼 위해주고 따라주는 가인이
엄마 은숙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학위과정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
에 있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편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얼굴 한번 마주 해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해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 오는 현명,지현이에게 진정 사
랑하고 있음을 전합니다.마지막으로 부족한 제 글을 젊은 시절 병마와 싸우다 지
금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실 사랑하는 엄마
에게 전합니다.

2008년 6월
김 문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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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는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및 L비뇨기과에서 담당의의 동의를 얻고,

전립선 비대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전립선 비대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도구로 Epstein과
Deverka(1992)가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와 전립선 비대증상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표(AUA-7symptom index)로 측정하였고,가족 결속력은 Olson,Portner와 Lavee(1985)
가 개발한 가족 적응력·가족 결속력 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Scale)에 의해 측정 하였으며,생활습관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으며,자료분석은 SAS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χ²test,t-test,ANOVA및 Scheffèstest,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및MultipleRegression(EnterMethod)을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분포는 70세 이상이 46.6%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인 사람이 90.2%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경제상태는 중정도인 사
람이 80.5%였다.교육수준은 중졸이 30.3%였고,종교는 무교인 사람이 54.9%로 절
반이상이었으며,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54.9%였다.
2.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라고 답한 사람
이 58.6%로 반수이상이었고,전립선 비대 진단 기간은 5년 미만이 91.0%로 거의
대부분이었다.전립선 비대로 인한 수술경험이 없는 경우는 92.5%였고,입원경험
이 없는 경우는 78.2%였다.전립선 비대로 약물복용을 하는 사람은 80.5%였고,전
립선 비대 이외의 질병력을 가진 사람은 61.7%였으며,전립선 비대 이외의 가족력
을 가진 사람은 2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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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대상자의 전립선비대 증상의 총점 평균은 19.95점으로,중증의 전립선비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3.4%로 나타났다.
4.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48.1%로 가장 많았고,음주
를 하지 않는 사람이 49.6%로 절반정도였으며,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76.7%였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54.9%였고,수면시간은 7시간미만이 52.6%였다.식이 중
에서는 동물성 음식을 주 2회 미만 섭취하는 사람은 63.9%였고,기름진 음식을 주
2회 미만 섭취하는 사람은 64.7%였으며,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주 2회 미만 섭취하
는 사람은 65.4%였다.
5.연구대상자의 가족결속력 총점 평균은 30.22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
났다.
6.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총점 평균은 139.17점으로 중상위 정도로 나타났다.전립
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교(β=.13,p<.05),지각된
건강상태(β=.20,p<.001),전립선 증상(β=-.64,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이 삶의 질을 70%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강지각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방향으로 인지 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중재가 요구되며,전
립선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또한,전립선 비
대 증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족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핵심 되는 말 :전립선 비대 환자,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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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의 질적 발전,영양상태 개선 등에 의
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7'에 따르면,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
은 75세로,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9.1%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어 완전 고령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05).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배뇨곤란을 주호소로 병원
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경험하게
되고,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의학정보의 제공 등에 힘입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조규선 등,2001).
전립선 비대는 중년이후 남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중의 하나로,임상

증상은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상,전립선의 조직학적 비대,하부요로의 폐색과 방
광근육의 부조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비뇨기계 질환이다(Willis,1992).50대 이상
남성들의 경우 약 50%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발병율도 증가하여 85세가 되면 약90%까지 증가하고 있다(Issacs,
1990).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 비대의 유병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미비한 상태이
나(이은식,이종욱,김용익,신영수,1995;정태규,정진수,이무송,안한종,1999),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1년 부산에서의
전립선 비대 유병율은 50-59세 26.6%,60-69세 28.3%,70세 이상은 40.5%이었다(류
현열 등,2001).
전립선 비대의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연령,인종,민족,가족력,흡연,만성질환(고혈압,관상동맥질환,당뇨)등이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Ziada,1999),또한 식이와 영양인자는 다양한 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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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전립선 비대 병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ine,1986).전립
선 비대는 잔뇨감,빈뇨,세뇨,급박뇨,배뇨지연,중단뇨,야뇨 등의 증상으로 일
상생활 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실금과 함께 뇨의를 참지 못해 장기간의 여
행 등에 제한을 받으며,자기 전 음료수 섭취 등의 제한과 함께 수면에도 방해를
받는다(이무상,1996).비록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자존심의 상실,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정에서도 긴장상
태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때로는 부부관계도 피하며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점점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외출이나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된
다(장수진,2006).결국 이런 문제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사회활동의 제약 등으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두홍,권찬영,
2001).원인이 불확실하므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법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를 노화와
동반되는 당연한 증상이라고 여겨 왔고 불편한 증상을 숨긴 채 혼자 오랫동안 괴
로워하다가 증상이 아주 심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흔했
다.
중년이후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많은 스

트레스와 함께 만성질병의 위험이 많은 시기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기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
적인 측면에서 발달적 위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좀 더 높은 건강문
제의 이환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진
행되고 있다.남성에 대한 연구는 그 절대적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직
업역할과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고(이정인,김
계하,오순학,2003),중년이후 남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중 하나인 전립
선 비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조직,병리학적인 측면,약물,수술요법 등의 치료에 집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방우진,2007;오규환,2001;이상봉,2005;최우석,2004).치료법의 효율
성에 초점을 두는 의학과 달리 간호학 분야에서는 건강개념,삶의 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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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고는 있으나,최근 10년 동안 단 2편만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김
영혜,1997;장수진,2006).전립선 비대가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질환
은 아니지만,오랫동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임은 분명하며,남성의 주요
건강문제로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여 전립선 비대 환자의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다.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전립선 비대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한다.
2)전립선 비대 환자의 전립선 증상,생활습관,가족 결속력,삶의 질 정도를 조사
한다.
3)전립선 비대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전립선 증상,생활
습관,가족 결속력,삶의 질 정도를 분석한다.
4)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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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

1)이론적 정의
전립선 증상이란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인 전립선 비대증상,전립

선의 조직학적 비대,하부요로의 폐색과 방광근육의 부조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비뇨기계 증상을 말한다(Willis,1992).

2)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전립선 증상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질병수준을 AmericanUrologic

Association(1992)에서 제시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IPSS)를 송재만(1996)이 번역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하며,점수가 높을수록 전립선 비대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22...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1)이론적 정의
생활습관이란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한다(한갑수,2003).

2)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생활습관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흡연,음주,커피섭취,운동,수면

시간,식습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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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족족족 결결결속속속력력력

1)이론적 정의
가족 결속력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Olson,

1983).

2)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가족 결속력은 Olson,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 적응

력·가족 결속력 평가척도(FamilyAdaptabilityandCohesionEvaluationScale)를
안양희(1988)가 번역한 척도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며,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결속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1)이론적 정의
삶의 질이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며,흔히 삶

의 만족이나 행복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며,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영
적 측면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를 말한다(Ferrans& Powers,
1985).

2)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삶의 질은 Epstein과 Deverka(1992)가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

로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김영혜(1997)가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 6 -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이 연구는 일 대학병원과 일 비뇨기과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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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전전전립립립선선선 비비비대대대

전립선 비대란 후부요도의 점막 하에 있는 내선 즉,요도주위선이 과증식하여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배뇨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며,남성의
배뇨장애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Willis,1992).전립선 비대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의 크기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사춘기 이전의 전립선
은 크기와 기능이 미성숙 상태이며 사춘기에 기능적으로 완전한 성숙한 상태가
된다.병리학적 전립선 비대는 30세 전후에 시작되고,전립선의 성장은 일생에 두
번 일어나는데 사춘기의 빠른 성장기와 이후의 완만한 성장기로 나눌 수 있다.성
인의 평균 전립선 무게는 20g이나,전립선 비대 환자에서는 평균 33g으로 증가한
다(Berry등,1984).국내 연구에서 50~80세 노인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17.4g,
60세 이상에서 20.6g이었으며,20g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5.4%였다(이문원,이광
수,1996).외형상의 전립선 비대는 증식과정의 결과로 전립선 부피가 증대되고,
이는 직장수지 검사로 촉지가 가능하다.
전립선 비대는 중년기에 임상 증상이 시작되며,임상형태가 매우 다양한 질환

이다.임상 증상은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상,전립선의 조직학적 비대,하부요로의
폐색과 방광근육의 부조화가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Willis,1992).따라서 임
상적 전립선 비대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하부요로증상,요폐,배뇨근의 불안정성,
요로염증,혈뇨,신부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전립선 비대로
인한 증상은 전립선이 커진 정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건강에 대한 자신의 느
낌과 일상생활의 활동장애 정도에 근거를 두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같은 사람
에서도 때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전립선 비대의 초기 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
고 적어진다는 것이다.전립선이 증가함에 따라 요도의 직경은 좁아지게 되고 배
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출력이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배뇨를 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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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즉각 배출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소변이 개시되
고,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지며 배뇨하는 동안 소변 줄기가 자꾸 중단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배뇨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증상도 따라오게 된다.결과적으로 방광근육이 약해지거나 탄력을 상실하게 되며
방광근육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으로 인한 전립선 요도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게 되어 소변이 남은 듯한 느낌
을 가지게 되며,많은 양의 소변이 남아있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야뇨 증상
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일단 뇨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참기 어렵고 매우 급해지는
급박뇨가 나타나기도 한다.병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방광의 수축력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방광에 모여진 소변을 전부 배출하지 못하고 일부의 소변이 계속 방광
에 남게 된다.이런 현상이 더 진행되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소변
을 한 방울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방광,수뇨관,신장 등이
장애를 받게 되며 요독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에 이를 수도 있다.또한,전립
선 요도 혈관이 파열되면 혈뇨가 나타나기도 한다(김영균,1992;Hollander,1996;
Petrofsky,1991).
전립선 비대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1990년 이

후 치료법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1993년 이후 약물치료가 증가 되었고(Lepor,
1993)경요도절제술 등의 외과적 수술(Drummond,McGuire,Black,Petticrew,&
McPherson,1993)과 대기요법 등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 증상은 치명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기보다

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이다(Fowler,1993).전립선 비대는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예는 극히 드물며 또한,증상의 악
화는 대개 서서히 진행되어 요폐,신부전과 같은 위중한 상태로 진행되는 예 또한
드물다.그러나 빈뇨,특히 야간 빈뇨,잔뇨감,배뇨지연 등의 배뇨장애 증상은 환
자에게 상당히 괴로움을 주게 되고,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Barry,1990;Khoury,1992).실제로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 비뇨기과의사들은 전립선 비대를 연령의 증가와 전립
선 성장과 관련하여 남성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복합적인 배뇨증후군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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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환자들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생활의 불편,즉 삶의 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 질환을 이해한다(Sagnieretal.,1995).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거나 치
료법 선택 시에 증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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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전전전립립립선선선 비비비대대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삶의 질이란 생명력,통증,인지적 기능과 같은 개념과 함께 신체적,사회적 역
할기능,정신적 건강,일반적 건강에 대한 개인의 지각수준이다.생물학적,생리학
적,조직학적 진단과 환자가 보고한 증상과 같은 임상자료가 객관적으로 측정되어
포함될 수 있다(Wilson,1995).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세계대전 후 사회복지 구현
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사용된 용어로 초기 연구에서의 삶의 질이 의
미하는 바는 사회지표의 개념으로 사회경제적인 기록과 감시를 위해 개발된 것이
었으나(Meeberg,1993),오늘날에는 단순한 ‘물질의 풍부’라기 보다 ‘좋은 삶’을 강
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에서 보건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영혜,1997).
문화에 관계없이 전립선 증상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은 이로 인한 불편감과 일

상 활동의 방해 정도가 증가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이는 전립선 비대 증상이 대상자들에게 걱정과 당황스러움,수치스러움
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Giamanetal.,1996).Epstein(1992)은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 비대
증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전립선 비대는 삶의 질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고,전립선 비대 증상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보고하
였다.Girman(1996)은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상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연구결과 매우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였
고,증상의 정도는 치료방법의 결정과 간호계획 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고 하
였다.
전립선 비대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성호르몬의

불균형,식이 형태,유전성,체질,환경,심혈관계 질환이나 내분비계 질환의 영향
이 원인 가설로 제시되고 있다.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 불분
명하며,동양에서 유병률이 낮고,육류 중심의 고지방식이를 하는 인종에서 발병
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무상,1996;Boyle,1995;Hammarsten,1995).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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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와 영양인자는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전립선 비대 병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Caine,1986).음주는 음주빈도가 주 2회이하일 경우에 비해 주
3회 이상 섭취할 경우,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유의적으로 발병률이 낮았고,
반면,흡연은 테스토스테론의 혈중농도를 높이며(Daietal.,1988),흡연자일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커피섭취량이 증가할수록,동물성 지
방 및 동물성 칼슘,철분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전립선 비대의 발생률은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다(김은정,2006).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남자는 성호르몬 분비
가 증가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률을 높이는데 관여하고(Gazianoetal.,1995;
Wangetal.,1995),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높은 비율은 5α-환원효소(reductase)의
작용인 세포막의 지질과산화에 영향을 미치며,총에너지 섭취가 많을수록 전립선
비대의 발병위험도와 증상의 정도를 높였고(Suzuki,Platz,Kawachi,Willett,&
Giovannucci,2002)버터나 마가린 같은 addedlipids의 섭취는 전립선 비대 발병
위험도를 높이고,알콜 소비 및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의 섭취는 혈청 LDL-콜레스
테롤의 증가가 동반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전립선 비대 환자의 위험도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ass,2002).그러나 호르몬 변화의 역할,환경적인 요인
과 식이의 영향 효과를 정확히 알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국내에서도 전
립선 비대에 대한 연구는 유병률 연구와 약물 및 외과적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식이섭취와 생활습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 비대의 유병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미비한 상태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01년도 부산의
전립선 비대 유병율은 50-59세가 26.6%,60-69세가 28.3%,70세 이상은 40.5%이었
다(류현열 등,2001).전립선 비대 환자는 연령과 직업유무에 의해 삶의 질이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립선 비대의 유병율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2006;장수진,2006).정남영
(2005)의 연구에 따르면,40대 이상의 남성의 삶의 질은 결혼상태,경제상태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질병의 유무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이러한 일반적 특성 뿐 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은 지각한 건강
상태,배뇨장애 지속 기간,전립선 비대로 인한 수술경험,지각한 전립선 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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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장수진,2006).전립선 비대로 수
술을 받은 환자들의 자손이 전립선 비대로 수술을 받을 확률은 같은 연령의 대조
군에 비하여 4.2배로,전립선 비대는 유전가능성이 있다(Sandaetal,1994).이와
같이 전립선 비대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유
병율과 삶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가족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합체이지만 단순한 가족 구성원의 합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환경,물질,에너지,정보 등을 교환하는 생물,심리,사회적으로 통합
된 개방체계라는 특성을 갖는다.따라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며 가족의 결속력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되고 이 결속력이 와해될 경우 가족
원의 건강과 안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조미연,1990;Fink,1995;
Welch-McCaffery,1983).가족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불안,
우울,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
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이다(박점희,류은경,1995).지지체계로서의 가
족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의 위기를 조
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특히 환자 가족의 경우 환자역할 행위를 촉진시키
고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예방 및 감소시켜 줌으로서 환자가 자신의 증상과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정상생활을 하고 질적인 생활을 하
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김현실,조미연,1992).
인간은 주관적인 지각에 따라 사물을 인지하며,인간의 태도와 행위는 각 개인

이 지니는 특징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환경에 대한 적응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개체의 지각의 장(perceptualfield)과 성적(personality)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최정훈,황순택,1988).즉,지각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이 보는
것과 똑같은 사실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그러므로 동일한 장면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
라 그들의 지각된 세계는 다를 수 있고 그러기에 그들 간에 각기 다른 행동이 있
을 수 있다(김조자 등,1989).건강이란 생리적,환경적,문화적,사회적,신체적,정
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바람직한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지각과 관계가 있으
며 이러한 지각은 다를 사람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가능 또는 불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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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건강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신체적 건강문제 특히 주관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신건강에도 좋고(성기월,1997),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은 삶의 질과 관련 있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건강상태 지각과 삶
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로는 Padilla와 Grant(1985)의 연구에서 암환자
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건강하다는 느낌이 질적인 삶을 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지각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인희,1988;노유자,1989;양
승희,1989).
전립선 비대는 비록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자존심의 상실,불안

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정에서도 긴장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때로는 부부관계도 피하며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
고 점점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외출이나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된다(장
수진,2006).결국 이런 문제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
사회활동의 제약 등으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두홍,권찬영,2001).우
리나라의 전립선 비대에 대한 연구는 하부요로 증상을 노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
으로 받아들이거나 성과 관련된 질환으로 오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으로 그간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에 비해 개인적,국가적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립선
비대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미비하다.또한,유병율 연구와 약물 및 외과적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전립선 비대와 관
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전립선 비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을 뿐
구체적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그러므로 전립선 비대증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이와 더불어 전립선 비대 환자에 있
어 어떤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전립선 비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립선 증상,생활

습관,가족의 결속력,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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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한 이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 1>과 같다.전립선 비대 환자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전립선 증상,생활습
관,가족결속력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연령이 적고,배우자가 있으며,경제상태가
좋은 사람,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았다.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배뇨장애기간이 짧고,수술경험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전립선 증상은 증상
의 정도가 낮고,생활습관과 가족결속력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로 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다.

그림 1.연구의 개념적 틀

일일일반반반적적적특특특성성성
・연령
・결혼상태
・경제상태
・교육수준
・종교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지각된 건강상태
・전립선 수술유무
・전립선 입원유무
・기타질병유무
・약물복용유무
・가족력유무

전전전립립립선선선증증증상상상

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흡연
・음주
・커피
・운동
・수면
・식이

가가가족족족결결결속속속력력력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전립선비대 불편감
・일상생활 활동장애
・걱정근심
・성생활
・심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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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이 연구는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상관관계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W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및 L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
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전립선 비대 환자 133명
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전립선 비대로 진단을 받은 성인
2.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
3.설문지를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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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11...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

전립선 증상 측정도구는 AmericanUrologicAssociation에서 제시한 국제 전립
선 증상 점수표(InternationalProstateSymptom Score:IPSS)를 송재만(1996)이
번역한 도구를 활용하였다.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는 빈뇨,긴박뇨,야간빈뇨,
잔뇨,단속뇨,약뇨,배뇨지연 등의 총 7가지 증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야간 빈뇨를 제외한 각 증상의 측정 수준은 최저 0점(없다)에서 최고 5점(항상
그렇다)이며,야간 빈뇨는 야간에 배뇨를 위해 일어나는 횟수를 0회에서 5회 이상
으로 측정하는 6점 척도이었다.증상의 분류는 Barry(1990)의 기준에 의해 점수의
합계가 7점 이하면 경증,8-19점 중등증,20점 이상 중증으로 구분하였으며,점수
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재만(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91이었으며,이 연구에서는 Cronbach′sα=.90이었다.

222...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생활습관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관련문헌(고상진,2006;김순근,2006;손연정,
2005)고찰을 통해 일차 개발하였으며,2명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
였다.생활습관에 관한 설문은 흡연,음주,커피섭취,운동,수면,식이에 대하여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각 항목은 예/아니오 또는 해당 문항에 √표 하
도록 하였다.

333...가가가족족족 결결결속속속력력력

가족 결속력 측정도구는 Olson,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 적응력·
가족 결속력 평가척도(FamilyAdaptabilityandCohesionEvaluationScale)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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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1988)가 번역한 도구를 활용하였다.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며,‘거의 그렇지 않다’1점,‘가끔 그렇다’2점,‘때때로 그렇
다’3점,‘자주 그렇다’4점,‘거의 항상 그렇다’5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결
속력이 높음을 의미한다.Olson(1985)에서 Cronbach′s α=.83이었으며,이 연구에
서는 .99였다.

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Epstein과 Deverka(1992)가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삶의 질 측정
도구를 장수진(200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삶의 질 측정도구는 총
37문항,5개 하부 영역의 6점 척도로 이루어졌다.하부영역별로는 전립선 비대 증
상으로 인한 불편감 12문항,일상생활의 활동장애 7문항,걱정근심 4문항,성생활
4문항,심리상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Epstein과 Deverka(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α=.81이었고,장수진
(2006)의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이 연구에서는 .95였다.

555...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질병관련 특성은 건강지각,배뇨장애 증상기간,전립선 비대 관련 수술경험 및
입원경험,전립선 비대 이외의 질병 및 전립선 비대 약물복용,가족의 질병력을
조사하였다.

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결혼상태,경제상태,교육수준,종교,직업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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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111...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예비조사는 2008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W시 소재 Y대학병원에 전립선
비대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명에게 실시하였다.예비조
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70대 층으로
써,설문지의 문항이 많았고,노령과 노안으로 문항읽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
였다.따라서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이 아닌 직접면담법이 요구됨을 확인하였
고,문항 자체에 대한 이해에는 문제가 없었다.

222...본본본 조조조사사사

본 조사 기간은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으며,W시에 소재한 Y대학
병원 및 L비뇨기과에서 담당의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었다.전립선 비대로 진단
을 받은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연구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전립선 비대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전립선 비대 환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직접면접에 의한 질문지법으로 조사하였
다.조사과정 중 가족 관계나 성생활과 같은 사생활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응
답을 거부한 대상자가 발생하여,응답거부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13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설문지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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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대상자의 전립선증상,생활습관요인,가족 결속력,삶의 질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전립선 증상,생활습관 요인,가족 결
속력,삶의 질과의 정도는 χ²검정,t-test,ANOVA,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
Scheffe사후 검정을 이용하였다.
4.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Regression(Enter
Method)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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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결혼상태,경제상태,교육상태,종교,직업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46.6%(62명)로 가장 많았고,60-69세가

37.6%(52명),59세 미만이 15.8%(21명)순이었으며,전체 전립선 비대 환자의 평균
연령은 67.69세로 나타났다.결혼 상태에서는 거의 기혼으로 90.2%(120명)였고,사
별은 9.8%(13명)였다.대상자가 인지하는 경제 상태는 중정도가 80.5%(107명)로 가
장 많았으며,상 17.3%(23명),하 2.3%(3명)순이었다.교육수준은 중졸이 30.3%(40
명)로 가장 많았고,고졸이 25.8%(34명),초졸 17.4%(23명),대졸이상 15.2%(20명)였
고,무학도 11.4%(15명)나 되었다.종교는 무교가 40.6%(54명)로 가장 많았으며,종
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 35.3%(47명),불교 18%(24명),천주교 6.0%(8명)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54.9%(73명)로 반수정도였으며,직업이 있는 경우 노동직이 15%(20
명),경영직 14.3%(19명),전문‧기술직 12%(16명),사무직 3.8%(5명)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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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일반적 특성
N =133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 59세 미만 21 15.8

67.69±9.76 42-10060~69세 50 37.6
70세 이상 62 46.6

결혼상태 기혼 120 90.2
사별 13 9.8

경제상태 상 23 17.3
중 107 80.5
하 3 2.3

교육수준 무학 15 11.4
초졸 23 17.4
중졸 40 30.3
고졸 34 25.8
대졸이상 20 15.2

종교 기독교 47 35.3
천주교 8 6.0
불교 24 18.0
무교 54 54.9

직업 사무직 5 3.8
경영직 19 14.3
전문・기술직 16 12.0
노동직 20 15.0
무직 73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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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주관적 건강지각,전립선 비대 진단기간,전립
선 비대 관련 수술유무 및 입원경험유무,전립선 이외의 질병 및 전립선 비대 약
물복용여부,가족력 유무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지각은 나쁜 편이라고 인지한 사람이 58.6%(78명)

로 반수정도를 차지하였고,그 다음으로 보통정도라고 인지한 사람이 34.6%(46명),
좋은 편이라고 인지한 사람 6.0%(8명)이었다.전립선 비대 진단 시기는 5년 미만
이 91%(121명)로 거의 대부분이었고,5-10년 7.5%(10명),15년 이상 1.5%(2명)순이
었다.전립선 비대로 인한 수술경험은 없는 경우가 92.5%(123명),있는 경우가
7.5%(10명)였고,전립선 비대로 인한 입원경험은 없는 경우가 78.2%(104명),있는
경우가 21.8%(29명)로 나타났다.전립선 비대 이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2%(61.7명)로 나타났고,없는 경우도 38.3%(51명)이었다.전립선 비대 치료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80.5%(107명),없는 경우는 19.5%(26명)였고,가족력은
없는 경우가 75.9%(101명)였으며,있는 경우는 24.1%(3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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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질병관련 특성
N =133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건강지각 나쁜 편 78 58.6

보통 46 34.6
좋은 편 9 6.8

진단경과기간 5년 미만 121 91.0
5-10년 10 7.5
10년 이상 2 1.5

수술경험 있음 10 7.5
없음 123 92.5

입원경험 있음 29 21.8
없음 104 78.2

약물복용 하고 있음 107 80.5
하지 않음 26 19.5

기타질병력 있음 82 61.7
없음 51 38.3

가족력 있음 32 24.1
없음 101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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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가가가족족족 결결결속속속력력력 및및및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111...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

연구대상자의 전립선 증상,전립선 증상정도를 조사 하였으며,그 결과는 <표
3>과 같다.전립선 증상 총점은 19.95점이었으며,각 문항별 평균점수는 소변줄기
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가 3.41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배뇨 후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 있는 느낌,배뇨 후 2시간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각각 3.11점,
그 다음으로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 2.90점,한번
소변 볼 때마다 소변 줄기가 여러 번 끊어진 경우 2.63점,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경우가 2.56점 이었다.수면 중 배뇨빈도에 대해서는 2.23점 이었다.
전립선 증상정도는 Barry(1990)의 기준에 따라 점수의 합계가 7점 이하면 경

증,8-19점은 중등증,20점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하였다.분류기준에 따른 이 연구
에서의 결과는 전체 133명 중증이 71명(53.4%)으로 반수 정도였고,중등증 45명
(33.8%),경증이 17명(1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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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전립선 증상
N=133

표 3-2.전립선 중증도 분류
N=133

구 분 빈도 비율

중증 (20점 이상) 71 53.4

중등증 (8-19점) 45 33.8

경증 (7점 이하) 17 12.8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배뇨 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 3.11±1.80

0-5

배뇨 후 2시간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 3.11±1.74
한번 소변 볼 때마다 소변줄기가 여러번 끊어진 경우 2.63±1.64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경우 2.56±1.58
소변줄기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 3.41±1.66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 힘을 주어야 할 경우 2.90±1.75
수면 중 배뇨빈도 2.23±1.44

총점 19.95±9.11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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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 요인은 흡연,음주,커피섭취,운동,수면시간,식이(동
물성 지방 음식,기름진 음식,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빈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으며,연구결과는 <표 4>와 같다.
흡연은 비흡연자가 48.1%(64명)이었고,흡연자가 26.3%(35명),과거흡연자가

25.6%(34명)이었다.과거 또는 현재 흡연을 한 경우,하루 흡연 양을 살펴보면
11-20개피를 피운 사람이 53%(35명)로 가장 많았으며,10개피 이하가 41%(27명),
21개피 이상 피운 사람이 6.0%(4명)로 나타났다.총 흡연기간은 40년 이상이
46.8%(29명)로 거의 반수 정도였고,30년 미만 30.7%(19명),30-40년 미만 22.5%(14
명)의 순이었다.
음주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49.6%(66명)로 절반정도였고,현재 음주

를 하는 사람이 43.6%(58명)였다.음주를 하는 경우,음주빈도는 주1-5회 정도가
52.6%(30명)로 절반 수준이었고,음주량은 소주 1병 이하가 47.7%(27명)이었다.
커피는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22.6%(31명)이었으며,반면 마시는 사람은

76.7%(102명)이었다.커피를 마시는 경우,81.4%(83명)가 매일 마신다고 응답했고,
반수정도인 50.0%(51명)이 하루 평균 2-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했다.하루 평
균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도 12.7%(13명)로 나타났다.
운동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반수정도 54.9%(73명)로서,그중에서 53.4%(70

명)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52.6%(70명)이었고,7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47.4%(63명)였으며,수면 시 숙면을 취하지 못하
고 자주 깨어난다고 응답한 사람이 81.2%(108명)였고,그 중 43.5%(47명)는 하루
평균2-3회 깬다고 답하였다.
식이의 경우 과반수 정도인 63.9%~65.4%(85명~87명)가 주 2회 미만의 동물성

음식,기름진 음식,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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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생활습관
N=133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흡연 흡연상태 비 흡연 64 48.1

과거흡연 35 26.3
현 흡연 34 25.6

흡연 량 10개피 이하 27 39.1
11개피-20개피 35 50.7
21개피 이상 7 10.2

흡연기간 30년 미만 19 27.5
30-40년 14 20.3
40년 이상 36 52.2

음주 음주상태 비 음주 66 49.6
과거음주 9 6.8
현 음주 58 43.6

음주빈도 주1회 미만 16 28.1
주 1회-5회 30 52.6
매일 11 19.3

음주량 소주1병 이하 27 47.4
소주1병 19 33.3
소주1병 이상 11 19.3

커피 섭취여부 무 31 23.3
유 102 76.7

빈도 주1회 이하 13 12.8
주 3-4회 6 5.8
매일 83 81.4

평균잔수 1잔 미만 38 37.3
2-3잔 51 50.0
4잔 이상 13 12.7

운동 실시여부 하지않음 60 45.1
하고있음 73 54.9

빈도 월 1-3회 1 1.4
주 1회-5회 33 45.2
매일 39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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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생활습관(계속)
N=133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수면 시간 7시간 미만 70 52.6

7시간 이상 63 47.4
수면 시 깨어남 그렇지 않다 25 18.8

자주 그렇다 108 81.2
수면시 깨는빈도 평균1회 이하 28 25.9

평균2-3회 47 43.5
평균4회 이상 33 30.5

식이 동물성음식 주 2회 미만 85 63.9
주 2회 이상 48 36.1

기름진음식 주 2회 미만 86 64.7
주 2회 이상 47 35.3

고콜레스테
롤음식 주 2회 미만 87 65.4

주 2회 이상 4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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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족족족결결결속속속력력력

연구대상자의 가족 결속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가족결속력 총점은
30.22점으로 중상위정도로 나타났다.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우리 집에
서는 함께 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이 평균 3.11점으로 가장 높았고,‘자신
이 결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가족 중 다른 구성원과 상의 한다.’는 문항은
3.08점이었으며,‘명절,제사,생일 등의 날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다.’3.07점,‘가족 간 서로 도움을 청한다.’3.05점,‘가족 간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3.01점,‘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할 취미,오락 등의 활동을 쉽게 생각
해 낸다.’3.01점,‘가족 구성원의 친구를 그의 친구로서 받아들인다.’2.99점,‘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구성원에게 더 친근감을 갖는다.’2.98점,‘집안문제에 대한 결
정,여행,외식 등을 할 때 우리 가족끼리만 한다.’2.97점,‘가족 끼리 함께 자유
시간 갖기를 좋아 한다.’는 문항은 2.95점으로 나타났다.

표 5.가족결속력 N=133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가족 간 서로 도움을 청한다. 3.05±1.18

1-10

가족 구성원의 친구를 그의 친구로서 받아들인다. 2.99±1.15

집안문제에 대한 결정,외식,등을 할 때 우리 가족끼리만 한다. 2.97±1.17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더 친근감을 갖는다. 2.98±1.19

가족끼리 함께 자유 시간 갖기를 좋아한다. 2.95±1.17
가족 간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3.01±1.15

명절,제사,생일 등의 날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3.07±1.20
가족구성원이 모두 함께 할 취미,오락 등의 활동을 쉽게 생각해낸다. 3.01±1.13

자신이 결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구성원과 상의한다. 3.08±1.14

우리 집에서는 함께 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 3.11±1.20
총점 30.22±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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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총점 평균은 139.17점이었다.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62.7점으로 나타나 중상
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 영역이 총점 평균 39.11점,일상생

활의 활동장애 영역은 총점 평균 25.38점,근심걱정 영역은 총점 평균 12.44점,성생활 영역
은 총점 평균 9.07점,심리상태 영역은 총점 평균 31.84점 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일상생활의 활동장애 영역이 60.4점으로 가장 높았

고,그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 영역은 54.3점,심리상태 영역은 53.1점,근심
걱정 영역은 51.8점이었으며,가장 낮은 하부영역은 성생활 영역으로 환산점수 37.8점이었
다.

표 6.삶의 질
N=133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100점으로의
환산점수

하부영역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 39.11±14.38 12- 72 54.3
일상생활의 활동장애 25.38±1.03 7- 42 60.4
근심걱정 12.44±4.58 4- 24 51.8
성생활 9.07±8.12 4- 24 37.8
심리상태 31.84±8.12 10- 60 53.1

삶의 질 총점 139.17±31.00 37-222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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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생생생활활활
습습습관관관,,,가가가족족족 결결결속속속력력력 및및및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차차차이이이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전립선 증상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전립선 증상의
차이는 종교(t=-3.33,p<.001)와 건강지각(t=4.56,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즉,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건강상태가 보통이상 좋은 편이라고
지각한 사람이 나쁘다고 지각한 사람보다 전립선 증상을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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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전립선 증상의 차이
N=133

특성 구분 전립선증상 t/F p평균±표준편차

일
반
적
특
성

연령
59세 이하 18.90±7.78

1.29 .2860-69세 21.58±9.31
70세 이상 18.99±9.31

결혼상태 기혼 19.93±9.21 -.09 .93사별 20.15±8.50

경제상태 상 17.87±9.10 1.21 .23중/하 20.38±9.09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63±9.68 1.03 .31고졸 이상 18.98±8.23

종교 유 17.85±9.30 -3.33 .00무 23.02±7.96

질
병
관
련
특
성

건강지각 나쁨 22.77±8.62 4.56 .00보통이상 15.95±8.31

전립선비대수술경험 있음 19.50±6.06 -.16 .87없음 19.98±9.33

전립선비대입원경험 있음 19.52±8.65 -.29 .76없음 20.07±9.27

기타질병 있음 20.39±9.58 .71 .48없음 19.24±8.34

전립선비대약물복용 하고 있음 19.63±8.87 -.82 .41하지 않음 21.27±10.13

가족력 있음 18.16±8.40 -1.28 .20없음 20.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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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흡연유무와 관련하여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p>.05),음주는

술을 마시는 경우 기혼인 사람이 95.5%,사별한 사람이 4.5%로 기혼자의 음주가
많았다(p<.05),커피는 커피를 마시는 경우 기혼인 사람이 93.1%,사별한 사람이
6.9%로 기혼자의 커피섭취가 많았다(p<.05).운동은 하고 있는 경우 기혼인 사람이
97.3%이고,사별한 사람이 2.7%로 기혼인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p<.05),경제상태가 중/하인 사람이 75.3%,상정도인 사람이 24.7%로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운동을 적게 하였다(p<.05).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71.2%,종교를 가
지지 않은 사람이 28.8%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운동을 더 많이 하였다(p<.05).수
면과 식이와 관련하여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5).
흡연,음주,운동,수면,동물성음식,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는 질병관련 특

성과 관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p>.05).커피를 마시는 경우 전립선 비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76.5%이고,전립선 비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23.5%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하였고(p<.05),기름진 음식은 섭취를
하는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 69.8%,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2%로 가
족력이 없는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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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
N=133

특성 구분 생활습관

일
반
적
특
성

흡연 음주 커피 운동
비흡연 현흡연 과거흡연 유 무 유 무 유 무
f % f % f % f % f % f % f % f % f %

연령 59세미만 8(12.4) 7(20.0) 6(17.6) 11(16.4) 10(15.1) 19(18.6) 2(13.3) 13(17.8) 8(13.3)
60-69세 28(43.8) 12(34.3) 10(29.4) 25(37.3) 25(37.9) 37(36.3) 13(35.0) 29(39.7) 21(35.0)
70세이상 28(43.8) 16(45.7) 18(53.0) 31(46.3) 31(47.0) 46(45.1) 16(51.7) 31(42.5) 31(51.7)

계 64(100) 35(100) 34 (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2.67(.62) .04 (.98) 2.65(.27) 1.21(.55)
결혼상태 기혼 58(90.6) 32(91.4) 30(88.2) 64(95.5) 56(84.8) 95(93.1) 25(80.6) 71(97.3) 49(81.7)

사별 6(9.4) 3(8.6) 4(11.8) 3(4.5) 10(15.2) 7(6.9) 6(19.4) 2(2.7) 11(18.3)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00(.90) 4.30(.04) 4.21(.04) 9.08(.003)
경제상태 중/하 55(85.9) 27(77.1) 28(82.4) 54(80.6) 56(84.8) 83(81.4) 27(87.1) 55(75.3) 55(91.7)

상 9(14.1) 8(22.9) 6(17.6) 13(19.4) 10(15.2) 19(18.6) 4(12.9) 18(24.7) 5(8.3)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1.23(.54) 42(.52) .55(.46) 6.14(.01)
교육수준 중졸이하 42(65.6) 15(42.9) 21(61.8) 37(55.2) 41(62.1) 55(53.9) 23(74.2) 34(46.6) 44(73.3)

고졸이상 22(34.4) 20(57.1) 13(38.2) 30(44.8) 25(37.9) 47(46.1) 8(25.8) 39(53.4) 16(26.7)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5.02(.08) 65(.42) 4.03(.05) 9.72(.002)
종교 유 36(56.2) 23(65.7) 20(58.8) 36(53.7) 43(65.2) 61(59.8) 18(58.1) 52(71.2) 27(45.0)

무 28(43.8) 12(34.3) 14(41.2) 31(46.3) 23(34.8) 41(40.2) 13(41.9) 21(28.8) 33(55.0)
계 9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85(.60) 1.80(.18) .03(.86) 9.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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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계속)
N=133

특성 구분 생활습관

일
반
적
특
성

수면 동물성음식 기름진음식 고콜레스테롤음식
7시간이하 7시간이상 주2회미만 주2회이상 주2회미만 주2회이상 주2회미만 주2회이상
f% f% f% f% f% f% f% f%

연령
59세미만 15(15.6) 6(16.2) 13(15.3) 8(16.7) 13(15.1) 8(17.0) 13(14.9) 8(17.4)
60-69세 38(39.6) 12(32.4) 37(435.) 16(27.1) 37(43.0) 13(27.7) 38(43.7) 12(26.1)
70세이상 43(44.8) 19(51.4) 35(41.2) 27(56.2) 36(41.9) 26(55.3) 36(41.4) 26(56.5)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62(.74) 3.74(.15) 3.16(.21) 4.07(.13)
결혼상태 기혼 86(89.6) 34(91.9) 77(90.6) 46(89.6) 78(907.) 42(89.4) 79(90.8) 41(89.1)

사별 10(10.4) 3(8.1) 8(9.4) 5(10.4) 8(9.3) 5(10.6) 8(9.2) 5(10.9)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16(.69) .04(.85) .06(.80) .10(.76)

경제상태 중/하 79(82.3) 31(83.8) 72(84.7) 38(79.2) 73(84.9) 37(78.7) 76(87.4) 34(73.9)
상 17(17.7) 6(16.2) 13(15.3) 10(20.8) 13(15.1) 10(21.3) 11(15.6) 12(26.1)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04(.84) .66(.42) .81(.37) 3.80(.05)

교육수준 중졸이하 53(55.2) 25(67.6) 46(54.1) 32(66.7) 46(53.5) 32(68.1) 47(54.0) 31(67.4)
고졸이상 43(44.8) 12(32.4) 39(45.9) 16(33.3) 40(46.5) 15(31.9) 40(46.0) 15(32.6)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1.68(.20) 1.99(.16) 2.67(.10) 2.22(.14)
종교 유 59(61.5) 20(54.1) 51(60.0) 28(58.3) 51(59.3) 28(59.6) 50(57.5) 29(63.0)

무 37(38.5) 17(45.9) 34(40.0) 20(41.7) 35(40.7) 19(40.4) 37(42.5) 17(37.0)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61(.44) .04(.85) .001(.98)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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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 N=133
특성 구분 생활습관

질
병
관
련
특
성

흡연 음주 커피 운동
비흡연 현흡연 과거흡연 유 무 유 무 유 무
f% f% f% f% f% f% f% f% f%

건강지각 나쁜 편 38(59.4) 22(62.9) 18(52.9) 39(58.2) 39(59.1) 59(57.8) 19(61.3) 41(56.2) 37(61.7)
보통이상 26(406.) 13937.1) 16(47.1) 28(41.8) 27(40.9) 43(42.2) 12(38.7) 32(43.8) 23(38.3)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73(.70) .01(.92) .12(.73) .41(.52)

전립수술 유 7(10.9) 1(2.9) 2(5.9) 6(9.0) 4(6.1) 5(4.9) 5(16.1) 5(6.8) 5(8.3)
무 57(89.1) 34(97.1) 32(94.1) 61(91.0) 62(93.9) 97(95.1) 26(83.9) 68(93.2) 55(91.7)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55(100)
χ²(p) 2.30(.32) .40(.53) 4.31(.04) .10(.75)

전립입원 유 16(25.0) 4(11.4) 9(26.5) 13(19.4) 16(24.2) 22(21.6) 7(22.6) 14(19.2) 15(22.9)
무 48(75.0) 31(88.6) 25(73.5) 54(80.6) 50(75.8) 80(78.4) 24(77.4) 59(80.8) 45(77.1)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 (100)
χ²(p) 3.03(.22) .46(.50) .04(.91) .66(.42)

가타질병 유 38(59.4) 19(54.3) 25(54.3) 42(62.70 40(60.6) 61(59.8) 21(67.7) 43(58.9) 39(65.0)
무 26(40.6) 16(45.7) 9(45.7) 25(37.3) 26(39.4) 41(40.2) 10(32.3) 30(41.1) 21(35.0)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2.97(.23) .06(.81) .63(.43) .52(.47)

약물복용 유 53(82.8) 26(74.3) 28(82.4) 55(82.1) 52(78.8) 78(76.5) 29(93.5) 59(80.8) 48(80.0)
무 11(17.2) 9(25.7) 6(17.6) 12(17.9) 14(21.2) 24(23.5) 2(6.5) 14(19.2) 12(20.0)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100) 31(100) 73(100) 60(100)
χ²(p) 1.15(.56) .23(.63) 4.41(.04) .01(.91)

가족력 유 16(25.0) 8(22.9) 8(23.5) 15(22.4) 17(25.8) 27(26.5) 5(16.1) 16(21.9) 16(26.7)
무 48(75.0) 27(77.1) 26(76.5) 52(77.6) 49(74.2) 75(73.5) 26(83.9) 57(78.1) 44(73.3)

계 64(100) 35(100) 34(100) 67(100) 66(100) 102 (100) 31(100) 73(100) 60(100)
χ²(p) .06(.97) .21(.65) 1.39(.24)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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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계속) N=133
특성 구분 생활습관

질
병
관
련
특
성

수면 동물성음식 기름진음식 고콜레스테롤음식
7시간이하 7시간이상 주2회미만 주2회이상 주2회미만 주2회이상 주2회미만 주2회이상
f% f% f% f% f% f% f% f%

건강지각 나쁜 편 56(58.3) 22(59.5) 46(54.1) 32(66.7) 46(53.5) 32(68.1) 49(56.3) 29((63.0)
보통이상 40(41.7) 15(40.5) 39(45.9) 16(33.3) 40(46.5) 15(31.9) 38(43.7) 17(37.0)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01(.91) 1.99(.16) 2.67(.10) .56(.45)

전립수술 유 8(8.3) 2(5.4) 8(9.4) 2(4.2) 8(9.3) 2(4.3) 8(9.2) 2(4.3)
무 88(91.7) 35(94.6) 77(90.6) 46(95.8) 78(90.7) 45(95.7) 79(90.8) 44(95.7)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33(.57) 1.21(.27) 1.11(.29) 1.02(.31)

전립입원 유 22(22.9) 7(18.9) 19(22.4) 10(20.8) 20(23.3) 9(19.1) 20(23.0) 9(19.6)
무 74(77.1) 30(81.1) 66(77.6) 38(79.2) 66(76.7) 38(80.9) 67(77.0) 37(80.4)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25(.62) .04(.84) .30(.58) .21(.65)

기타질병 유 60(62.5) 22(59.5) 55(64.7) 27(56.3) 56(65.1) 26(55.3) 57(65.5) 25(54.3)
무 36(37.5) 15(40.5) 30(35.3) 21(43.8) 30(34.9) 21(44.7) 30(34.5) 21(45.7)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10(.75) .93(.34) 1.23(.27) 1.59(.21)

약물복용 유 78(81.3) 29(78.4) 70(82.4) 37(77.1) 71(82.6) 36(76.6) 72(82.8) 35(76.1)
무 18(18.7) 8(21.6) 15(17.6) 11(22.9) 15(17.4) 11(23.4) 15(17.2) 11(23.9)

계 96(100) 37(100) 85(100) 48(100) 86(100) 47(100) 87(100) 46(100)
χ²(p) .14(.71) .54(.46) .69(.41) .85(.36)

가족력 유 27(28.1) 5(13.5) 25(29.4) 7(14.6) 26(30.2) 6(12.8) 25(28.7) 7(15.2)
무 69(71.9) 32(86.5) 60(70.6) 41(85.4) 60(69.8) 41(87.2) 62(71.3) 39(84.8)

계 96(100) 37(100) 85(100) 48 (100) 86(100) 47 (100) 87(100) 46(100)
χ²(p) 3.12(.08) 3.69(.06) 5.08(.02) 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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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가가가족족족결결결속속속력력력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표9>와 같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차이는 결혼상태,경
제 상태였으며,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차이는 건강지각,가족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차이는 기혼인 사람이 평균 30.95점으로 사

별한 사람보다 가족결속력이 높게 나타났고(t=2.36,p<.05),경제상태가 상정도인
사람이 평균 36.61점으로 중/하정도인 사람보다 가족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3.14,p<.001).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차이는 건강지각 정도가 보통이상이라고

인지한 사람이 평균 32.87점(t=-2.36,p<.05)으로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인지한 사
람보다 높게 나타났고(t=-2.36,p<.05),가족력이 없는 사람이 31.49점으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보다 가족결속력이 높게 나타났다(t=-2.39,p<.05).



- 39 -

표 9.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차이
N=133

특성 구분 가족결속력 t/F p평균±표준편차

일

반

적

특

성

연령
59세 미만 33.71±11.95

1.41 .2560-69세 30.22±10.83
70세 이상 29.03±10.90

결혼상태 기혼 30.95±11.15 2.36 .02사별 23.46±7.80

경제상태 상 36.61±11.20 -3.14 .02중/하 28.88±10.60

교육수준 중졸이하 29.17±10.07 -1.31 .19고졸이상 31.71±12.30

종교 유 31.68±11.25 1.86 .45무 28.07±10.55

질

병

관

련

특

성

건강지각 나쁨 28.35±9.38 -2.36 .02보통이상 32.87±12.73

전립선비대
수술경험

있음 26.90±9.62 -.99 .42없음 30.49±11.17

전립선비대
입원경험

있음 27.66±11.20 -1.42 .70없음 30.93±10.99

타질병 있음 29.66±11.11 -.74 .92없음 31.12±11.07

전립선비대
약물복용

하고 있음 29.65±10.83 -1.21 .26하지 않음 32.58±11.95

가족력 있음 26.22±10.81 -2.39 .02없음 31.49±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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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차차차이이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표10>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삶의 질 총점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낸 변수는 결혼상태,경제

상태,교육수준,종교였다.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사별한 경우보다 평균
119.28점으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t=1.65,p<.01),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
상태는 상정도 일 때 평균 132.2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t=-2.53,p<.01).교육상태는
고졸이상이 평균 126.07점으로(t=-2.66.p<.01),종교는 평균 127.35점으로 종교가 있
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6,p<.001).즉,기혼인 사람이 사별
한 사람보다,경제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교육수준이 중졸이하보다
고졸이상인 사람이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립선 비대 불편감의 차이는 종교(t=4.15,p<.00)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종교가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일상생활 활동장애에서는 교육상태(t=-2.23,

p<.03),종교(t=4.15,p<.00)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
람(t=-2.24,p<.03),종교가 있는 사람이(t=3.95,p<.00)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걱정근심의 차이는 연령(F=3.80,p<.03),종교(t=2.89,p<.0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연령이 어릴수록,종교를 가진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걱정근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80,p<.03),
Scheffetest로 추후 검정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본 결과 70세 이상의 그룹이 59세
미만,60-69세의 그룹보다 걱정근심의 총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의 차이는 연령(F=4.97,p<.01),결혼상태(t=2.86,p<.01),경제상태(t=-3.18,

p<.001),교육상태(t=-2.70,p<.01),종교(t=3.08,p<.001)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여,연령이 어릴수록,사별한 경우보다는 기혼인 사람이,대상자가 인지한 경제상
태가 좋을수록,학력이 높을수록,종교를 가진 사람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성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97,p<.01),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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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로 추후 검정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본 결과 59세 미만의 그룹이 70세 이상의
그룹보다 성생활 총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태의 차이는 결혼상태(t=3.24,p<.001),경제상태(t=-3.33,p<.0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기혼인 사람이,대상자가 지각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즉,연령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걱정근심이 적었고,성생
활에 만족한 반면에 심리상태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기혼인 사람은 사별한
사람보다 성생활에 만족하였고,심리상태가 좋았다.또한,경제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성생활에 만족하였고,심리상태가 좋았으며,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이 낮은 사람보다 활동장애가 적었고,성생활에 만족했다.종교는 종교를 가진 사
람이 없는 사람보다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을 적게 느꼈고,일상생활 활동장
애와 걱정근심이 적으며,성생활에 만족했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건강지각(t=-6.42,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즉,자신의 건강지각이 보통이상 이라고 인지한 사람이 건강
이 나쁘다고 인지한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하부영영별로 살펴보면,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 영역은 건강지각이 보통이상 이라고 인지한 사람이
나쁜 편이라고 인지한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고(t=-4.85,p<.001),일상생활 활동장
애 영역(t=-3.61,p<.001),걱정근심 영역(t=-5.61,p<.001),성생활 영역(t=-4.36,
p<.001),심리상태 영역(t=-4.56,p<.001)모두에서 건강지각이 보통이상 이라고 인
지한 사람이 나쁜 편이라고 인지한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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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133

Scheffèstest:*걱정근심 :a,b<c **성생활 :a>b,c

특성 구분

하부영역 삶의질
불편감

t/F p
활동장애

t/F p
걱정근심

t/F p
성생활

t/F p
심리상태

t/F p
총점

t/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
59세미만a 40.62±15.40

.76 .47
26.86±9.85

.27 .76
11.95±4.19

3.80 .03
10.67±4.12*

4.97 .01
34.57±6.36

2.52 .08
124.67±32.77

.66 .5260-69세b 37.14±14.17 25.02±9.67 11.26±4.26 9.64±3.66 32.56±8.30 115.62±30.61
70세이상c 40.19±14.25 25.18±10.48 13.56±4.76* 8.06±3.48 30.32±8.30 117.32±30.08

결혼
상태

기혼 39.39±14.28 .68 .50 25.45±10.17 .23 .82 12.51±4.67 .49 .62 9.37±3.76 2.86 .01 32.57±7.57 3.24 .00 119.28±30.34 1.65 .01사별 13.54±15.57 24.77±8.94 11.85±3.76 6.31±2.39 25.15±10.09 104.62±31.15
경제
상태

상 44.13±14.07 -1.86 .66 26.83±11.09 -.76 .45 13.26±5.26 -.64 .52 11.26±4.34 -3.18 .00 36.78±4.76 -3.33 .00 132.26±31.34 -2.53 .01중/하 38.06±14.28 25.08±9.82 12.27±4.44 8.61±3.47 30.81±8.30 114.84±29.73
교육
수준

중졸이하 37.35±15.65 -1.70 .09 23.77±10.60 -2.24 .03 11.82±4.82 -1.89 .06 8.35±3.59 -2.70 .01 30.76±7.92 -1.84 .07 112.04±32.03 -2.66 .01고졸이상 41.62±12.05 27.67±8.75 13.33±4.10 10.09±3.78 33.36±8.24 126.07±26.70

종교 유 43.15±14.30 4.15 .00 28.08±9.53 3.95 .00 13.37±4.74 2.89 .01 9.86±3.93 3.03 .00 32.90±7.96 1.84 .07 127.35±29.59 4.66 .00
무 33.20±12.40 21.44±9.50 11.0±4.029 7.90±3.19 30.28±8.19 103.93±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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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133

특성 구분

하부영역 삶의질
불편감

t p
활동장애

t p
걱정근심

t p
성생활

t p
심리상태

t p
총계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지각 나쁜편 34.42±12.99 -4.85 .00 22.86±10.33 -3.61 .00 10.76±3.93 -5.61 .00 7.95±3.44 -4.36 .00 29.32±8.16 -4.56 .00 105.31±27.41 -6.42 .00보통이상 45.76±13.70 28.96±8.44 14.84±4.40 10.65±3.64 35.40±6.65 135.62±25.94
수술경험 유 39.10±11.23 -.00 1.0 26.40±6.29 3.33 .74 13.30±3.34 .61 .54 8.20±3.39 -.76 .45 29.60±7.47 -.91 .37 116.60±25.22 -.13 .90무 39.11±14.64 25.30±10.29 12.37±4.67 9.14±3.79 32.02±8.17 117.94±31.11
입원경험 유 37.24±13.69 -.79 .43 23.93±9.98 -.88 .38 12.52±3.80 .10 .92 8.14±3.36 -1.51 .13 29.97±9.40 -1.41 .16 11.79±26.72 -1.21 .23무 39.63±14.58 25.79±10.15 12.42±4.79 9.33±3.84 32.37±7.69 119.53±31.54
기타질병 유 38.30±14.45 -.82 .41 25.02±10.75 -.52 .60 12.04±4.93 -1.30 .20 8.70±.78 -1.46 .15 31.37±8.15 -.86 .39 115.41±31.24 -1.16 .25무 40.41±14.30 25.96±8.82 13.10±3.92 9.67±3.69 32.61±8.07 121.75±29.50
약물복용 유 39.47±13.43 .58 .57 25.39±9.80 .02 .98 12.56±4.44 .60 .55 8.67±3.55 -1.24 .22 31.59±7.83 -.73 .47 117.87±28.28 .02 .989.88±4.52 32.88±9.29 117.73±39.54.무 37.65±18.00 25.35±11.10 11.96±5.21
가족력 유 40.78±13.69 .75 .45 28.72±8.63 2.19 .03* 11.75±5.05 -.98 .33 9.13±4.10 .10 .92 29.88±8.40 -1.58 .12 120.22±30.06 .50 .62

무 38.58±14.61 24.33±10.25 12.66±4.43 9.05±3.66 32.67±7.97 117.09±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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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및및및 가가가족족족 결결결속속속력력력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111...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차차차이이이

연구대상자의 전립선 증상,생활습관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1-1>과 같다.전립선 증상에 따른 삶의 질 총점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75.48,p<.001).전립선 증상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은 삶의 질 총점
평균이 97.94점,중등증 134.47점,경증 156.94점으로서,전립선 증상정도가 경할수
록 삶의 질이 높았다.각 하부영역별로는 전립선 비대 불편감(F=111.77,p<.001),
일상생활 활동장애(F=30.08,p<.001),걱정근심(F=36.26,p<.001),성생활(F=9.83,
p<.001)이 전립선 증상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즉,전립선 증상의 정도
가 경할수록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을 적게 느꼈고,일상생활의 활동에 따른
장애가 적었으며,걱정근심이 적었고,성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에 따른 삶의 질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그러나 하부영역별로 살펴볼 때,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 영역,일상생
활 활동장애 영역,걱정근심 영역,심리상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전립
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 영역에서는 7시간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7시간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t=2.06,p<.05),그리고 주2회 미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
는 사람이 주2회 이상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삶의 질 총점이 높았다
(t=2.03,p<.05).일상생활 활동장애 영역에서는 7시간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7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t=2.80,p<.05),그리고 주 2회 미만 동물성 지
방 음식(t=2.73,p<.05),기름진 음식(t=2.90 p<.001),고콜레스테롤 음식(t=2.05,
p<.05)을 섭취하는 사람이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보다 삶의 질 총점이 높았
다.걱정근심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5),성생
활 영역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t=2.56,p<.05).심리상태 영역에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t=2.88,p<.05),주 2회 미만 기름진 음식(t=-2.07,p<.05),고콜레스테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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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20,p<.05)을 섭취하는 사람이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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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전립선 증상과 생활습관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133

특성 구분
하부영역 삶의질

불편감 t/F p 활동장애 t/F p 걱정근심 t/F p 성생활 t/F p 심리상태 t/F p 총점 t/F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립선증상
경증 59.06±7.43

111.77 .00
34.76±3.23 .563

0.08 .00
18.06±3.82

36.26 .00
12.18±4.20

9.83 .00
32.88±7.79

2.50 .09
156.94±4.56

75.48 .00중등증 47.56±8.09 29.82±6.85 13.89±3.74 9.49±3.79 33.71±7.90 134.47±17.65
중증 28.99±9.47 20.32±9.89 10.18±3.65 8.06±3.17 30.39±8.17 97.94±23.28

흡연
비흡연 38.92±12.95

.01 .99
25.06±10.53

.57
11.91±4.03

1.20 .30
8.59±3.55

1.38 .26
31.27±8.25

.35 .71
115.73±28.73

.47 .63현흡연 39.40±15.06 24.49±8.30 12.49±5.14 9.11±3.45 32.11±7.75 117.60±30.20
과거흡연 39.18±16.52 26.91±10.79 13.41±4.93 9.91±4.36 35.65±8.38 122.06±34.79

음주 유 38.36±14.54 -.61 .54 24.78±10.09 -.70 .48 12.43±4.51 -.03 .98 9.31±3.39 .76 .45 32.58±7.87 1.06 .29 117.46±30.01 -.14 .89무 39.88±14.28 26.00±10.00 12.45±4.69 8.82±4.11 31.09±8.36 118.23±31.47
커피 유 38.68±14.71 -.63 .53 24.63±10.32 -1.59 .12 12.12±4.63 -1.50 .14 9.09±3.80 .11 .91 32.19±7.87 .89 .38 116.69±31.42 -.79 .43무 40.55±13.36 27.87±8.69 13.52±4.34 9.00±3.67 30.71±8.90 121.65±28.01
운동 유 40.68±14.92 1.40 .17 24.45±10.40 .89 .93 12.74±4.80 .82 .41 9.81±3.81 2.56 .01 33.63±7.66 2.88 .01 122.30±31.04 1.87 .06무 37.20±13.57 25.30±9.64 12.08±4.32 8.17±3.51 29.67±8.18 112.42±29.48
수면 7시간미만 40.69±14.40 2.06 .04 26.85±9.22 2.80 .01 12.92±4.62 1.94 .06 8.82±3.66 -1.21 .23 31.35±8.31 -1.12 .27 120.63±30.49 1.70 .097시간이상 35.03±13.68 21.57±11.11 11.22±4.30 9.70±3.99 33.11±7.53 110.62±30.22
동물성지방 주2회미만 40.79±14.44 1.80 .07 27.13±9.84 2.73 .01 12.96±4.70 1.76 .08 9.21±3.96 .59 .56 30.81±8.79 -1.97 .05 120.89±32.76 1.54 .13주2회이상 36.15±13.92 22.30±9.70 11.52±4.26 8.81±3.39 33.67±6.45 112.44±25.90
기름진음식 주2회미만 40.97±14.44 2.03 .04 27.20±9.80 2.90 .00 12.98±4.68 1.83 .07 9.16±3.96 .39 .70 31.78±8.74 -2.07 .04 121.07±32.60 1.66 .10주2회이상 35.72±13.76 22.06±9.68 11.47±4.29 8.89±3.38 33.79±6.47 11.94±25.94
고콜레스테
롤

주2회미만 40.61±14.37
1.66 .10

26.67±9.81
2.05 .04

12.74±4.56
1.01 .31

9.05±3.77
-.09 .93

30.74±8.72
-2.20 .03

119.78±31.76
1.00 .32주2회이상 36.28±14.11 22.96±10.09 11.89±4.63 9.11±3.78 33.93±6.40 114.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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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족족족결결결속속속력력력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가족결속력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11-2>와 같다.가족
결속력과 삶의 질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그러나 삶의 질 하부
영역별 상관관계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r=.21.p<.001),근심걱정(r=.23,
p<.001),성생활(r=.39,p<.001),심리상태(r=.36,p<.001)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었
다.즉,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이 적고,걱정근심이 적
으며,성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고,심리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가족 결속력과 삶의 질 상관관계
N=133

*p<.05,**p<.001

특성 삶의 질 하부영역

총점 불편감 활동장애 걱정근심 성생활 심리상태

가족결속력 .08 .21** .04 .23** .3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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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전전전립립립선선선 비비비대대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한 요인은 종교(β=.13,p<.02),대상자의 건강지각(β=.20,p<.001),전립선
증상(β=-.64,p<.001)이었다.즉,종교가 있고,대상자 스스로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이 좋을수록,그리고 전립선증상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들 요인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4.63,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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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N=133

특성 구분 β t p

일반적 특성

연령 .01 .17 .87
결혼(기혼=1) .01 1.77 .80
경제상태(상=1) -.04 -.70 .48
종교(유=1) .13 2.31 .02

질병관련 특성

건강지각(좋음=1) .20 3.32 .00
기타 질병(무=1) -.02 -.33 .74
약물복용(유=1) -.04 -.81 .42
가족력(무=1) -.02 -.34 .73

전립선 증상 -.64 -10.44 .00

생활습관

흡연(무=1) .03 .54 .59
음주(무=1) .01 .01 .99
커피섭취(무=1) .07 1.27 .21
운동(유=1) .01 .19 .85
수면(7시간이상=1) -.03 -.51 .61
동물성음식(주2회미만=1) .70 .23 .82
기름진음식(주2회미만=1) -.07 -.21 .84
고콜레스테롤음식(주2회미만=1) 7.53 .01 .05

가족결속력 .11 1.81 .07

R²=.70 F =14.6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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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전립선 비대 환자의 전립선 비대증상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전립선 비대 증상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며,증상의 정도는 치료방법의 결
정과 간호계획 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또한,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립선 증상 이외의 영향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삶의 질 총점은 139.17점으
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P시에 거주하는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수진(2006)의 연구(101.70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립선 증상,건강지각,종교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결혼상태,경제상태,교육상태,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삶의 질
은 결혼상태,경제상태,교육수준,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나타냈으며,김은정
(2006)의 연구에서 결혼상태,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는 차이를 보였다.이 연구에서 연령대가 가장 낮았던 59세 미만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던 결과는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장수진(200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을 질병관련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

과 건강상태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삶의 질이 지각한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관절
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현자(2000)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이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스스로 지
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이는
긍정적인 건강지각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를 갖도록 격려하거나 사회교육을 받는
기관을 알선하는 것도 간접적인 간호중재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또한 간호
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들이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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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보호,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돕는 간호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전립선 증상은 영향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이는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영혜(1997)와 장수진(2006)
의 연구와 동일하였다.전립선 비대 증상과 삶의 질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전립선 비대 증상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질병관련 증상은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이 연구에서 특히,
삶의 질 하부영역에서 성생활 영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향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재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결속력과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은 이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삶의 질 하부영역별로 볼 때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
편감,근심걱정,성생활,심리상태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전립선 비대로 인한 불편감이 적고,근심걱정이 적으며,성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적고,심리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가족문화는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가족중심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가족관계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개인주의가 아닌 집합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가족과 상호작용
할 때 다른 구성원의 신념,태도가 환자의 태도,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이
연구 결과로 볼 때 전립선 증상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결속력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전립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립선 비대 환자의 가족결속력은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전립선 비대 환자의 생활습관에 따른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요인은 아니었다.그러나 삶의 질 하부영역별로 볼 때 음주,커피,운동,
기름진 음식이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김은정(2006)의 연구에서 음주,
커피섭취,운동,기름진 음식의 섭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반면,이 연구에서 하루 평균 7시간미만 수면을 취한 사람이 7
이상의 수면을 취한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수면시간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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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결과와는 상반되
어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로 건강상태지각,전립선 증상,가족결속력,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전립선 비대 환자의 전립선 비대 증상의 관리는
현재 수술 뿐 아니라 약물 복용,대기요법이 주요한 치료 중 하나이므로 전립선
비대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철저한 약물복용을 위해 간호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그리고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또한,전립선 증상을 지각하고 관리하
는데 있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지각하는 증상과 환자의 지지체계인 가족의 결
속력을 높이는데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이와 더불어 전립선 비대 환
자의 일상의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 및 증진이 필요하며,이의 계속적인 중재가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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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으며,자료수집 방법은 W

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 및 L비뇨기과에서 담당의의 동의를 얻고,전립선 비대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는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전
립선 비대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도구로 Epstein과 Deverka(1992)가
개발하고 김영혜가 번역한 삶의 질 측정도구와 전립선 비대증상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AUA-7symptom index)를 송재만(1996)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고,가족 결
속력은 Olson과 Portner,Lavee(1985)이 개발한 가족 적응력·가족 결속력 평가척도
(FamilyAdaptabilityandCohesionEvaluationScale)를 안양희(1988)가 번역한 척
도에 의해 측정 하였으며,생활습관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χ²

test,t-test,ANOVA 및 Scheffès test,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Regression(EnterMethod)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분포는 70세 이상이 46.6%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인 사람이 90.2%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경제상태는 중정도인 사
람이 80.5%였다.교육수준은 중졸이 30.3%였고,종교는 무교인 사람이 54.9%로 절
반이상이었으며,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54.9%였다.
2.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라고 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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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8.6%로 반수이상이었고,전립선 비대 진단 기간은 5년 미만이 91.0%로 거의
대부분이었다.전립선 비대로 인한 수술경험은 없는 경우가 92.5%였고,전립선 비
대 입원경험은 없는 경우가 78.2%였다.전립선 비대로 약물복용을 하는 사람은
80.5%였고,전립선 비대 이외의 질병력을 가진 사람은 61.7%였으며,전립선 비대
이외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은 24.1%였다.
3.연구대상자의 전립선비대 증상의 총점 평균은 19.95로,중증의 전립선비대 증상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3.4%로 나타났다.
4.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48.1%로 가장 많았고,음주
를 하지 않는 사람이 49.6%로 절반정도였으며,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76.7%였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54.9%였고,수면시간은 7시간미만이 52.6%였다.식이 중
에서는 동물성 음식을 주 2회 미만 섭취하는 사람은 63.9%였고,기름진 음식을 주
2회 미만 섭취하는 사람은 64.7%였으며,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주 2회 미만 섭취하
는 사람은 65.4%였다.
5.연구대상자의 가족결속력 총점 평균은 30.22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나타
났다.
6.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전립선 증상은 종교(t=-3.33,
p<.001)와,건강지각(t=4.56,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은 음주(p<.05),커피(p<.05),운동(p<.05)
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은 커피(p<.05),기름
진 음식(p<.05)의 섭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8.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결속력은 결혼상태(t=-3.14,
p<.05)와,건강지각(t=-2.36,p<.05),가족력(t=-2.39,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9.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결혼상태(t=1.65,
p<.01)와,경제상태(t=-2.53,p<.01),교육수준(t=-2.66,p<.01),종교(t=4.66,p<.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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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총점은 139.17점으로 중상위정도로 나타났다.전립선 비
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β=.13,p<.02),대상자의 건강
지각(β=.20,p<.001),전립선 증상(β=-.64,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 요인이 삶의 질을 70%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종교,대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전립선 증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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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우리나라 전립선 비대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에 대한 전립선 비대 증상
정도와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전립선 비대 환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질병관련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간호 사정 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행 할 것을 제언한다.

3.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관련 요인인 전립선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리 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전환시키고 증진
시킬 수 있는 환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4.전립선 비대 환자의 가족결속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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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전립선 비대 설문지

전전전립립립선선선 비비비대대대 관관관련련련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종합병원 비뇨

기과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입니다.전립선 비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이지만,전립선 비대가 왔을 때 생활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이에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는 생활습관 15문항,가족 결속력 10문항,전립선 증상 7문항,삶의 질 3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무기명으로 작성되
고,응답된 내용은 부호화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이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한 답변은 전립선 비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에

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
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8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김 문 숙 올림
E-mail:kimms5547@paran.com
HP:011-9878-5394

동동동 의의의 서서서

본인은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들었으며,면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 피로감이 있
다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곤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 할 수도 있음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만약 참여
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이에 본인은 설문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 월 일
참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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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다음은 귀하의 생활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하거나,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  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②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③ 현재 담배를 가끔 피운다. ④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운다.

2.과거 및 현재 흡연자일 경우,하루 평균 흡연 개비 수와 흡연기간은 각각 얼마
입니까?
○ 하루 평균 흡연 개비 수 : ○ 흡연기간 :

3.귀하는 현재 음주를 하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F  6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② 과거에는 음주를 했으나 현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③ 거의 마시지 않는다. ④ 가끔 마신다. ⑤ 매일 마신다.

4.과거 및 현재 음주를 하시는 경우,한 달 평균 음주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3회 ③ 주 1-2회 ④ 주 3-4회 ⑤ 거의 매일

5.과거 및 현재 음주를 하시는 경우,한 달 평균 음주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소주 1-2잔 (맥주 1병 이하)정도 ② 소주 3-4잔 (맥주 2병,양주 3잔)
③ 소주 5잔 (맥주 3병,양주 5잔) ④ 2홉 소주 1병(맥주 4병,양주 6잔)
⑤ 2홉 소주 2병(맥주 8병,양주 12잔)⑥ 2홉 소주 3병(맥주 12병,양주 18잔)이상

6.귀하는 현재 커피를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F  8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② 1주일에 1회 이하 ③ 1주일에 3-4회 ④ 거의 매일

7.커피를 마시는 경우,하루 평균 몇 잔이나 커피를 드십니까?
○ 하루 평균 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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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하는 현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지 않다 (F  10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② 그렇다

9.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약간 땀에 젖고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월 1-3회 ② 주 1회 ③ 주 2회 ④ 주 3회 ⑤ 주 4-5회 ⑥ 매일

10.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수면시간 :

11.귀하는 주무시는 동안 자주 깨십니까?
① 그렇지 않다 (F  1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② 그렇다

12.귀하가 주무시는 동안 자주 깬다면,얼마나 자주 깨십니까?
① 하루 평균 1회 ② 하루 평균 2-3회
③ 하루 평균 3-4회 ④ 하루 평균 5회 이상

13.귀하는 평소에 삼겹살,갈비,생크림,버터 등의 음식을 드시는 횟수가 일주일
에 어느 정도입니까?
① 2회 미만 ② 3회 ③ 4회 ④ 5회 ⑤ 6회 이상

14.귀하는 평소에 튀김,전,볶음 등의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횟수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입니까?
① 2회 미만 ② 3회 ③ 4회 ④ 5회 ⑤ 6회 이상

15.귀하는 평소에 새우 계란,오징어,내장 등의 음식을 드시는 횟수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입니까?
① 2회 미만 ② 3회 ③ 4회 ④ 5회 ⑤ 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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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가가가족족족 결결결속속속력력력
다음은 가족 결속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번번호호호 문문문 항항항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가가가끔끔끔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때때때때때때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거거거의의의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한다.

2 우리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친구를 그의 친구
로서 받아들인다.

3 우리 가족은 집안문제에 대한 결정,여행,외식
등을 할 때 우리 가족끼리만 한다.

4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 구성원
에게 더 친근감을 갖는다.

5 우리 가족은 함께 자유 시간을 갖기를 좋아
한다.

6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7 우리 가족은 명절,제사,생일 등의 날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8 우리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할
취미,오락 등의 활동을 쉽게 생각 해낸다.

9 우리 가족은 자신이 결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가족 중 다른 구성원과 상의한다.

10 우리 집에서는 함께 지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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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전전전립립립선선선 증증증상상상
다음은 최근 한 달간 귀하의 전립선 증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증상빈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해당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번번호호호 문문문 항항항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555번번번
중중중
한한한번번번
미미미만만만

222번번번
중중중
한한한번번번
미미미만만만

절절절반반반
정정정도도도

절절절반반반
이이이상상상

거거거의의의
항항항상상상

1 배뇨 후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2 배뇨 후 2시간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3 한번 소변 볼 때마다 소변 줄기가 여러 번 끊어진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4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 소변줄기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6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7 밤에 잠을 자다 소변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십니까? 없없없다다다 111번번번 222번번번 333번번번 444번번번 555번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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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다음은 최근 한 달간 귀하의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해당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번번번호호호 전전전립립립선선선 비비비대대대로로로 인인인한한한 불불불편편편감감감
매매매우우우
많많많이이이
불불불편편편함함함

많많많이이이
불불불편편편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정정정도도도
불불불편편편함함함

조조조금금금
불불불편편편함함함

거거거의의의
불불불편편편하하하
지지지않않않음음음

증증증상상상
전전전혀혀혀
없없없음음음

1 배뇨 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변을 봄

2 밤에 자는 동안 2회 이상 깨어서 소변을 봄

3 배뇨 시 소변 줄기가 약함

4 배뇨 중 오줌 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힘을
주어 나옴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든 경우가 있음

6 변이 마려운데 나오지 않고 한참 기다려야 함

7 배뇨 후 시원치 않고,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받음

8 소변보는 동안 힘을 주거나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음

9 소변보는 동안 아프거나 작열감이 있음

10 소변 본 후 10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아야 함

11 소변 본 후 방울방울 떨어짐

12 소변 본 후 방울방울 떨어져 속옷이 젖음

번번번호호호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의의의 활활활동동동장장장애애애
매매매우우우
많많많이이이
방방방해해해됨됨됨

많많많이이이
방방방해해해됨됨됨

보보보통통통
정정정도도도
방방방해해해됨됨됨

조조조금금금
방방방해해해됨됨됨

거거거의의의
방방방해해해
안안안됨됨됨

전전전혀혀혀
방방방해해해
안안안됨됨됨

1 차타기 전에 음료수를 마심

2 잠자기 전에 음료수를 마심

3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운전함

4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함

5 화장실이 없을 지도 모르는 장소에 감

6 등산이나 테니스와 같은 실외운동을 함

7 영화관,쇼,관람,종교집회 등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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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심심심리리리상상상태태태

1 전반적인 기분 매우
나쁨 나쁨 조금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2 활력과 에너지 정도 전혀
없음 적음 조금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3 개인적 생활 매우
불만족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4 신경과민으로 인한 괴로움 매우
괴로움 괴로움 조금

괴로움 보통 괴롭지
않음

전혀
괴롭지
않음

5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 전혀 드물게 가끔 보통 자주 항상

6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과 푹 쉰 느낌 전혀 드물게 가끔 보통 자주 항상

7 슬프거나 절망해서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적 항상 자주 보통 가끔 드물게 전혀

8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화난 적 항상 자주 보통 가끔 드물게 전혀

9 낙담하거나 우울한 적 항상 자주 보통 가끔 드물게 전혀

10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고 기력이 쇠하고 지쳤다는
느낌 항상 자주 보통 가끔 드물게 전혀

번번번호호호 걱걱걱정정정근근근심심심 매매매우우우
많많많이이이함함함 많많많이이이함함함 보보보통통통함함함 다다다소소소함함함 조조조금금금함함함 전전전혀혀혀

안안안함함함

1 배뇨기능에 대해 걱정함

2 전립선암에 대해 걱정함

3 성기능에 대해 걱정함

4 배뇨 문제로 인한 당황에 대해 걱정함

번번번호호호 성성성생생생활활활

1 성 생활 매우
불만족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2 성 충동 전혀
못느낌

한달에
1-3회

한달에
4-7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6회

하루
1회이상

3 성적인 자극 시 발기 전혀 드물게 가끔 보통 자주 항상

4 지난 일년동안 성기능의 변화 매우
나빠짐 나빠짐 조금

나빠짐
그냥
그대로 좋아짐 매우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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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질질질병병병 및및및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다음은 귀하의 질병 및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에 대해 귀하와
관련된 사항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해당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귀귀귀한한한 시시시간간간을을을 할할할애애애 해해해 주주주심심심에에에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사사사항항항>>>

최근의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배뇨장애가 시작된
시기 년

전립선 비대를
진단받은 시기 년

전립선비대로 인한
수술경험유무 및

시기

□유 □무
수술 받은 시기 : 년

전립선비대로 인한
입원경험유무 및

시기

□유 □무
입원한 시기 : 년

전립선비대 이외의
질병유무 및 진단

시기

□유 □무 *질병이 있다면,()안에 진단 시기를 기술 해
주십시오.
□고혈압( ) □당뇨( )□협심증( ) □심부전( )
□뇌졸중( ) □천식( )□만성기관지폐쇄성폐질환( )
□기타( )

전립선 비대 치료약물
복용여부

□유 □무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약물명은?

가족의 질병력

□유 □무 *질병이 있다면,()안에 진단 시기를 기술 해
주십시오.
□고혈압( ) □당뇨( )□협심증( ) □심부전( )
□뇌졸중( ) □천식( )□만성기관지폐쇄성폐질환( )
□기타( )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연령 세 ( 년 출생)

결혼상태 □기혼 □미혼 □이혼 □사별 □기타:
경제상태 □상 □중 □하
교육상태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기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직업 □사무직 □경영직 □전문,기술직 □노동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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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ffffffeeeccctttiiinnngggfffaaaccctttooorrrssstttooottthhheeeqqquuuaaallliiitttyyyooofffllliiifffeee
iiinnn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BBBeeennniiigggnnnPPPrrrooossstttaaatttiiicccHHHyyypppeeerrrppplllaaasssiiiaaa

Kim,MunSuk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iscorrelationalstudywasdonetoidentifyfactorsthataffectingthe
qualityoflifeinBenignProstaticHyperplasiapati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3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patientsatYhospitalinW city.Thedatawerecollectedfrom April2to23,
2008.Theresearch method isthe measurementmethod forquality oflife
whichwasdevelopedbyEpsteinandDeverka(1992).Theprostaticenlargement
symptoms,thefamily adaptability and thehabitsoflifewasmeasured by
AUA-7symptom index,theFamilyAdaptabilityandCohesionEvaluationScale
whichwasdevelopedbyOlson,Portner,& Lavee(1985)andthemethodwhich
wasdevelopedbythisresearcherrespectively.Percentages,meansandstandard
deviation, X2 test,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andMultipleRegression(EnterMethod)withtheSASprogram were
usedtoanalyzethedata.

Theresultsareasfollows
Thetotalscoreonthequalityoflife139.17.Themeanscoreforqualityof

lifefortheresearchparticipantswas139.17points,amid-rangescor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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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lifeforpatientswith enlarged prostatewasinfluenced by thefollowing
factors:religion(β =.13,P<.02),and healthperception(β =.20,p<.001),
prostatesymptoms(β =-.64,p<.001),whichallshowedatsignificantimpact
onqualityoflife.Thesefactorsexplained70percentofthevarianceinquality
oflife.

Keywords:BenignProstaticHyperplasiaPatients,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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