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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 설명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설명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삶의 질에 관한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

였으며, 기능적 및 정서·인지적 변수들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

관련 및 개인적, 환경적 변수들을 매개하는 것으로 가설화 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증상경험, 폐기능 상태, 강인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4개 외생변수와 일상생활 제

한 인식, 자기효능감,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을 포함하는 5개의 내생변수로 구

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201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분

석을 위해 SPSS Win 8.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모형검증은 LISREL 8.0 win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100.24;

p<.00; GFI=.93; AGFI=.87; NFI=.86; NNFI=.86; RMR=.06; CN=145.54)

2. 가설적 모형이 적절한 부합도를 갖도록 모형을 수정하고, 수정 모형을 도출

하였다.(χ²=73.33; p<.02; GFI=.95; AGFI=.91; NFI=.90; NNFI=.94; RMR=.05;

CN=205.32)

3. 수정모형에서 18개의 가설적 경로 가운데 16개의 경로가 지지되었으며, 가

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증상경험, 폐기능 상태, 강인성에 의한 일상생활 제한 인식의 설명 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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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였다. 이 변수들 가운데 증상경험과 강인성은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인성에 의한 자기효능감의 설명변이는 32%이며, 강인성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3) 증상경험은 우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간접, 총효과가 있었으며, 사

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의 우울에 대한 직·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총효과는 유의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들에 의한 우울의 설명 변이는 51%였다.

4)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경험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이상의 변수들

에 의한 자아존중감의 설명 변이는 51%였다.

5)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간접, 총효과를 가지며, 우울은 직접효과가 있었다. 삶의 질이 이상의 변

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변이는 70%였다. 이 변수들 가운데 우울은 삶의 질에 대해

가장 큰 직접효과가 있었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삶의 질에 대한 총효

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과 일상생활 제한 인식을 감소시키는 간호

중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과 의료인에 의한 사회적 지지는 자

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중재전략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상

생활 제한 인식을 감소하고, 증상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폐재활 간호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이 되는 말 : 삶의 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설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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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병의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되어 급성질

환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가 요구되는 만성질환들이 증가하

고 있다. 이 가운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COPD)은 흡연율의 증가 및 산업화

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활

동의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COPD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유럽의 경우 폐렴을 포함한 COPD 및 천식은

사망의 세 번째 원인이며, 미국에서는 4번째의 사망원인이고 유병율 또한 증가 추

세이다(American Thoracic Society, 1995; Siafakas et al, 1995). COPD의 유병율은 전

세계적으로 12번째이며, 2020년경에는 5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TS,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유병률은 조사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나라 국민들의

흡연율이나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할 때 호흡기계 질환의

상당수가 COPD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990년

4.0%에서 1999년 5.3%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50%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등을 포함한 만성 하부 기도질환에 의한

것임을 볼 때(통계청, 2000) COPD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COPD는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피로, 수면장애, 울혈,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

을 초래하며(Kinsman, Yaroush, Fernandez, Dirks, Schocket, & Fukuhara, 1983;

Siafakas et al, 1995),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환자의 기력은 감퇴하게 되고, 일상생

활에 어려움이 생긴다(Mahler & Wells, 1988; Mahler, Faryniarz, Tomlinson, Colice,

Robins, Olmstead, & O'Connor, 1992).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울 증상이 아주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Agle, Baum, Chester, & Wendt, 1973; Light, Merrill, Desp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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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 Mutalipassi, 1985; McSweeny, Grant, Heaton, Adams, & Timms, 1982), 불

안정, 불안, 무력, 절망감, 소외감 등의 반응이 함께 보고되고 있다(Kinsman et al,

1983). 질병이 점점 악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정서적 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부

적응이나 삶에 대한 불만족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갖게 되며(Dudley,

Wermuth & Hagne, 1973; McDonald & Hudson, 1982; Lester, 1973), 이로 인해 직

장생활, 가족역할, 사회화, 일상생활과 같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이 영향을 받게

되어 삶의 질이 손상을 받게 된다(Agle et al, 1973; Hanson, 1982; McSweeny et al,

1982).

이처럼 COPD는 불가역적 질환으로 완치될 수 없고, 삶의 질도 낮으므로 만성

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게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건강관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병리학적 질병소견의 호전보다는 환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상태, 즉 삶의

질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윤종률, 1998).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분야의 COPD 관련 국내 연구는

호흡재활요법(김매자, 1987; 김애경, 2001)이나 환자가 느끼는 증상(오의금, 1989;

나혜령, 2000), 교육 요구(한숙정, 박선남, 정혜선, 김남초, 1999)에 관한 연구 등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 정도 파악(서경

희, 1988)에 불과하고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거의 없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경우 COPD 관련 연구 중에서 삶의 질에 관

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COPD 환자의 삶

의 질 정도를 파악하거나 삶의 질과 관계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구

들(Ferrer et al, 1997; Jones, Baveystock, & Littlejohns, 1989; McSweeny et al, 1982;

Prigatano, Wright, & Levin, 1984; Schrier, Derkker, Kaptein, & Dijkman, 1990)이 주

로 수행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 관련된 설명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삶의 질, 일반적 건강, 기능적 상태, 기능수준 등의 용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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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거나, 결과변수의 종류

에 관계없이 동일한 도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Graydon & Ross, 1995; Herbert &

Gregor, 1997; Nishimura, Tsukino & Hajiro, 1998; Okubadejo, Jones & Wedzicha,

1996; Schrier et al, 1990). 따라서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

대적인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적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기 어렵고, 이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간호중

재의 실제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간호중재법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서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

형을 구축하여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설명모델을 개발하여 COPD

환자의 삶의 질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갖는다.

1)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근거로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증을 통해 수정모형을 구축하고,

변수들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및 그 강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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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외생변수

(1) 증상경험

증상경험은 정상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각된 지표로서 환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Lenz, Pugh, Milligan, Gift, & Suppe, 199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 문헌고찰 및 COPD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나타

난 호흡곤란, 기침, 객담,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의 경험 빈도와 강도를 측

정한 점수이다.

(2) 폐기능 상태

폐기능 상태는 질병의 중증도(Disease severity)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Kanarek & Miller, 1986). 본 연구에서는 Spirometry를 사용하여 측정한 노력성 호

기 1초량(FEV1 % predicted)을 폐기능 상태의 점수로 이용하였다.

(3) 강인성

강인성은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이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인간이 건

강하게 남아있도록 하는 성격특성으로, 자기투입성, 통제성, 도전성과 같은 세가지

의 하부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투입성은 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통제성은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도전성은 발달을 위한 궁극적 이익으로써 변화를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Kobasa, 1979). 건강관련 강인성에서, 자기투입성은 건강 스트레스원을 다루는데

있어 적절한 건강관련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이며, 통제성은

건강 스트레스원을 평가, 해석, 반응하는데 자아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도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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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스트레스원을 잠재적 이익으로써 재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ollock, 1989).

본 연구에서는 Pollock과 Duffy(1990)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Health-related

hardiness scale)로 측정한 점수이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를 하나이상 포함하고 있는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이다

(Kahn & Antonucci, 1980). 본 연구에서는 태영숙(1985)이 제작한 가족 지지 도구

와 의료인 지지 도구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COPD 환자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이다.

2) 내생변수

(1) 일상생활 제한 인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건강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들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의 인식 정도이다(Stewart et al, 1978). 본 연구에서는

Stewart 등(1978)의 기능제한 도구(Functional limitation battery)를 수정한 도구로 측

정한 점수이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수행하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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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우울은 정서적인 기분변화에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함, 실패

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Battle, 1978). 본 연구에서는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 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 측정한 점수이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

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Rosenberg, 1979).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로 측정한

점수이다.

(5) 삶의 질

삶의 질은 건강과 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심리적·영적 상태, 가족상황의 영역

내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측면의 만족에 의한 안녕감이다(Ferrans, 1996; Ferrans &

Powers, 1992). 본 연구에서는 Ferrans와 Powers (1985)의 Quality of Life Index -

Pulmonary version Ⅲ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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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삶의 질

삶의 질은 현재 간호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역사학, 지리학, 경제학, 철

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 자체의 속성이 복잡하고 모호하

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 삶의 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Farquhar,

1995). 따라서 많은 요인들과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Denham, 1983;

Calman, 1984; Cribb, 1985; Edlund & Tancredi, 1985; Ferrans & Powers, 1985), 이

론적 구조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Schipper & Clinch, 1988).

삶의 질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사회지표의 개념에서 유래하였다(Alexander

& Willems, 1981). 사회지표를 통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20년대 미국에서 시

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사회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측정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측정 영역 또한 단순한 경제적 영역이나 인구통계학적 영역에 비중을 두었다. 이

러한 사회지표 체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측정기술의 발달

과 자료의 축적을 토대로 측정 영역이 과학기술, 경제, 환경, 건강 등으로 확장되

었다. 이와 함께 양적 측정에 대한 보완으로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측정의 중요성

이 강조되면서 삶의 주요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 복지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 수

준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평가, 일과 여가에 대한 평가 등 사회 구

성원들의 주관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병관과 박준식,

1995).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삶의 질을 객관

적인 사회 지표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행복감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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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갖는 열망과 기대의

달성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alkey와 Rourke(1973)는 삶의 질을 포괄

적으로 정의하여 안녕, 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개

인의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삶의 질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며, 개인간의 차이에 따라 구성요소의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고 하였

다. 또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는 삶의 질의 본질은 삶의 경험에 있

으며, 객관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이 감소하는 것은 삶의

영역들이 개인의 특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삶의 질을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

인 평가와 만족이라 하고, 삶의 만족 영역을 15가지(결혼, 가족생활, 건강, 이웃, 우

정, 가사일, 직업, 미국내에서의 삶, 도시나 시골에서의 삶, 노동이외의 활동, 주택,

교육의 유용성, 생활기준, 교육수준, 저축)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Abrams(1973)는

삶의 질을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만족이나 불만

족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Andrews와 Withey(1974)는 삶의 질을 인간존재를 특징짓

는 즐거움이나 만족의 정도와 관련시켰다.

한편 의료분야에서 삶의 질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

1970년대를 거치면서이다. 이 시기에 들어 의료분야에서는 종래의 생명보존과 수

명연장만을 중시하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삶의 질을 강조하게 되었고

(Freed, 1984), 의학적인 치료와 환자관리의 차별성을 위해 삶의 질 개념을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즉, 단순히 병리학적 질병소견의 호전여부 보다는 환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상태, 다시 말해 삶의 질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삶의 질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윤종률, 1998)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임상실무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는 드물며, 개념적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로서, ‘안녕’, ‘기능적 상태’, ‘건강상태’, ‘삶의 만족’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Johnson, McCaulley와 Copley(1982)는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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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표현하거나 경험한 주관적인 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Young과 Longman(1983)은 현재 삶의 상황에 대한 지각된 만족 정도라고 정의하

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포함시켜 각 영역

에서 개인이 지각한 안녕이라고 하였다. 또 Padilla와 Grant(1985)는 정서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신체상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삶의 질로 보았고, Ferrans(1996) 그리고 Ferrans와

Powers(1992)는 삶의 질을 건강과 기능, 사회·경제적 상태, 심리적·영적 상태, 가

족상황의 영역들 내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측면의 만족에 의한 안녕감이라고 하였

다. Ferrell 등(1995)과 Ferrell 등(1992)도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4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삶의 질

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그 정의가 다양한데,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등

총체적 측면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만족이나 안녕으로 정의되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의료분야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L)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Ferrer et al, 1997; Hoang, Guillemin,

Cornette, Polu, & Briancon, 1997; Janssens, Rochat, Frey, Dousse, Pichard, &

Tschopp, 1997; Ketelaars, Schlosser, Mostert, Huyer Abu-Saad, Halfens, & Wouters,

1996; Nishimura et al, 1998; Tsukino, Nishimura, Ikeda, Koyama, Mishima, & Izumi,

1996). 이에 대해 김수영(1998)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삶의 질은 각 개인이 주관적

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특별히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Curtis와 Martin, Martin(1997)도 넓은 의미에서 삶의 질은 총체적이며, 자

신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신이 결정한 만족에 대한 평가로 규정하였으며, 삶

의 질은 개인의 재정상태, 주택, 고용, 영성(spirituality), 사회적 지지망, 건강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과 건강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의 질을 다루기 위해 보다 제한적인 의미인 건강관련 삶의 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Anderson과 Burckhardt(1999)는 삶의 질이 총

체적인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삶의 질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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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의 개념과 속성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개인의

다양성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Abrams, 1973). 이는 삶

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개인이 느끼는 만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Campbell(1976)은 삶의 질 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복과 만족은 개념적으

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만족은 판단적이거나 인지적인 경험

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바램이나 외적인 기준과 대비한 자신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행복은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경

험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단기간, 일시적인 안녕감

을 말한다(Campbell, 1976; McDowell & Newell, 1996). Campbell 등(1976)은 사람

들에게 삶의 질에 대해 질문했을 때 삶의 만족이란 말로 반응한다고 보고했다. 이

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개념화할 때 삶의 만족을 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상의 삶의 질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삶의 질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은 개인

의 주관적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고, 전체적인 행복이나 만족으로 정의될 수 있으

나 이러한 행복이나 만족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수많은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은 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욕

구나 기대와 실제 성취 정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

COPD는 공기유통에 만성적인 폐쇄가 장기간 서서히 진행되어 최대호기량이

감소하게 되는 불가역적인 상태군으로 만성기관지염과 기관지 천식, 폐기종이 병

합된 질환이다(Siafakas et al, 1995;  ATS, 1987). 보다 넓은 의미에서 COPD는  폐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는 만

성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Higgins & Thom, 1988). COPD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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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지지 않았으나, 흡연과 같은 만성적 자극, 만성호흡기계 감염, 비특이성 단백분

해 효소 억제제 결핍 같은 유전경향, 노화, 직업, 영양결핍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Burrow, 1985; Higgins & Thom, 1988; Siafakas et al, 1995).

COPD는 중년기나 노년기에 발견되고,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과 기침이며, 때때

로 천명과 객담생성이 동반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히 재발성 호흡기계 감염과

같은 증상이 일반적이다. 가장 흔한 문제는 활동할 때 느끼는 호흡곤란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는다. 호흡곤란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는 호흡근 약화를

초래하므로 더욱 호흡곤란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TS, 1995; Casaburi, Porszasz, Burns,

Carithers, Chang, & Cooper, 1997;  Dudley, 1973; Hanson, 1982; Lester, 1973;

McDonald & Hudson, 1982; Siafakas et al, 1995).

McSweeny 등(1982)의 연구를 보면,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4가지 영역, 즉,

정서적 영역, 사회적 역할, 일상생활의 활동, 여가시간의 활용정도로 구분하여 측

정한 결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COPD 여성들은 만성질환이 없는 여성들보다 생활만족 정도

가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Sexton & Munro, 1988). COPD 환자의 삶의 만족을 관

상동맥질환자의 삶의 만족과 비교한 Brown, Rawlinson과 Hilles(1981)의 연구에서

도 COPD 환자는 관상동맥질환자보다 훨씬 더 무능력하고 건강이 나쁘다고 지각

하며, 사회적 활동이나 삶의 만족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폐질환을 가

진 네덜란드 환자의 삶의 질 역시 지역사회의 일반대상자들보다 더 낮았다

(Schrier et al, 1990). 따라서 COPD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가 필요하며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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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영향 요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을 위해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질은 다

차원적인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질이 갖는

각각의 속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삶의 질 관련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향 요인들은 크게 신체적, 개인적, 정

서·인지적, 환경적, 인구학적 측면 등으로 분류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건

강이나 질병,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요인(건강상태 지각이나 질병관련 증상, 질병

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치료형태 또는 일상생활 능력)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는 강인성이나 건강통제위 등이 있다. 정서·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우울, 불안, 무력

감, 희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대처 등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

지(가족 및 의료인 지지), 경제적 상태, 대인관계, 사회참여, 직업, 교육프로그램 등

이 있으며,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삶의 질 영향 요인들 가운데 증상경험과 FEV1 같은 건강 관

련 요인들과 일상생활 제한 인식 같은 기능적 요인, 우울 같은 정서적 요인들이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연구들에서 주요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불

어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강인성 같은 개인적 요인이, 사

회적 지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인지적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변수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증상경험

증상경험은 대상자들이 질병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경

험하는 증상은 폐기능 상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보다 삶의 질에 더 중요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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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보고되고 있다(Lee, Graydon, & Ross, 1995; Schrier et al, 1990).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분비,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은 COPD 환자가

자주 경험하는 증상들이다. 이 가운데 호흡곤란은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이다(Kinsman et al, 1983; Siafakas et al, 1995). 따라서 선행연구들 중에

는 대상자들의 증상을 측정하는 변수로 호흡곤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Moody, McCormick와 Williams(1989)는 증상경험 측정변수로 호흡곤란을 이용하였

으며, 호흡곤란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는 직접 효과(γ=-.23, p<.05)를 검증

하였다. Anderson(1995)의 연구 역시 증상경험 측정변수로 호흡곤란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호흡곤란은 삶의 질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간접 및 총효과

는 보이지는 않았으나, 호흡곤란이 심할수록 우울해지는 직접효과(γ=.27, p<.05)

를 보였다. 또한 Mahler 등(1992)의 연구에서도 MOS(Medical Outcomes Study)를

이용하여 측정한 삶의 질과 호흡곤란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호흡

곤란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rier 등(1990)의 연구에

서는 SIP(Sickness Impact Profile)를 이용하여 측정한 삶의 질(F=8.14, P<.001) 및

일상생활 제한 정도(F=15.57, p<.001)와 호흡곤란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호흡곤란은 걷기 검사로 측정한 운동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β

=.49, P>.0001)을 미치고 있다(Weaver, Richmond, & Narsavage, 1997).

호흡곤란과 더불어 자주 보고되고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인 피로도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증상으로서(Guyatt, Berman, Townsend, Pugsley, & Chambers, 1987) 폐

기능 상태나 운동능력, 우울,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reslin  et al, 1998). 피로를 5가지 영역(일반적인 피로감, 육체적인 피로감, 감소

된 활동, 동기화의 감소,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분류하여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Breukink, Strijbos, Koorn, Koeter, Breslin, & Van der Schans, 1998)에

서, 피로의 모든 영역이 삶의 질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75, r=.82,

r=.46, r=.42, p<.01, r=.38, p<.05). 경로분석 연구에서 피로는 삶의 질에 직접효

과는 없지만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γ=-.50, p<.05)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Moody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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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COPD 증상들은 개별적으로보다는 전반적인 증상범주에 포함되어 연구

되어 왔다. 호흡곤란,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의 항목을 측정하는 도구인

BESC(Bronchitis Emphysema Symptom Checklist)로 측정한 증상은 POMS(Profile

of mood states)로 측정한 정서상태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SIP로 측정한 기

능수준의 44.39%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Lee et al, 1991). Graydon과

Ross(1995)의 연구에서, 역시 BESC로 측정한 증상은 산소요법을 받거나(β=.44)

받지 않는(β=.46) COPD 환자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증상경험은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으

며, 정서적이거나 기능적인 요인들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폐기능 상태

COPD 환자의 폐기능 상태는 폐기능 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폐기능 검

사는 폐의 폐쇄적 손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병리적 과정을 분류하기 위해

(Kanarek & Miller, 1986; Siaffakas et al, 1995), 그리고 환자의 예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Burrows & Earle, 1969; George & Anderson, 1987).

COPD는 폐기능 검사상 FEV1이 추정 정상치의 80% 미만이면서 FEV1/FVC(또

는 FEV1/VC)가 70% 미만이고, 이러한 소견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

(ATS, 1995). ATS(1995)에서는 폐기능 검사소견 중 FEV1 소견에 따라 COPD 중증

도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경증(輕症) COPD는 FEV1이 추정 정상치의 50% 이

상일 때이고, 중등도(中等度) COPD는 추정 정상치의 35∼49% 일 때이며, 중증(重

症) COPD는 추정 정상치의 35% 미만일 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아직

COPD 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COPD 연구에서 폐기능 상태는 FEV1 값을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이

는 FEV1/FVC(혹은 FEV1/VC)이 공기유통의 폐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Mild(FEV1≥70) COPD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반면, FEV1은 Mod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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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50∼69)나 Severe(FEV1≤50) COPD 평가에 적합하고 변화성(variability)이

적기 때문이다(Quanjer, Tammeling, Cotes, Pedersen, Peslin, & Yernault, 1993).

FEV1 소견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이지만, 이 소견과 환자의

증상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폐기능 검사 결과상 FEV1값의 증가

가 없어도 증상 정도가 호전되거나(Eliasson & Degraff, 1985; Guyatt, Townsend,

Nogradi, Pugsley, Keller, & Newhouse, 1988), 산소치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 집단

에서 폐기능 상태와 증상사이의 경로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연구결과

(Graydon & Ross, 199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능 상태와 삶의 질의 관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SIP와 SGRQ(St.

George's Respiratory Diseas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

(Okubadejo et al, 1996)에서 SIP와 SGRQ의 총점수 모두 폐기능 상태(FEV1)와 상

관관계가 없었으며, 단지 SGRQ의 활동영역과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34, p<.05). Schrier 등(1990)의 연구에서도 SIP로 측정한 삶의 질과 폐기능

상태(FEV1)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FEV1에 의해 질병의 단계를 나누어 삶

의 질과의 관계를 살핀 Ferr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r=.27∼.51, p<.001). 또한 경로분석을 통해 폐기능 상태와 삶의 질의 관계

를 살핀 Anderson(1995)의 연구에서 폐기능 상태는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30, p<.05).

폐기능 상태는 기능적 요인들과는 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rier 등(1990)의 연구에서 폐기능 상태는 일상생활 제한 인지와 상관관계(r=-.31,

p<.01)가 있으며, 걷기 검사로 측정한 운동능력과 상관관계(r=.30, r<.05)(Light et al,

1985)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1995;

Weaver et al, 1997).

이처럼 다른 변수들과 폐기능 상태의 관계는 선행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

로 기능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에 대해서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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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인성

강인성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잠재적으로 조정하는 성격변인으

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 대처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성공적인 해결과 함께 신체

적 쇠퇴를 예방한다(Kobasa, 1979). Pollock(1986)은 심리학자인 Kobasa(1979)가

개발한 강인성 개념을 간호학에 도입하여 건강관련 강인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

였으며, 만성질환 집단의 생리적, 사회·심리적 적응과 건강증진활동, 환자교육 프

로그램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제시하였다(Pollock,

1993). Lambert와 Lambert(1987)는 건강관련 강인성을 ‘타고난 건강증진요인’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강인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좋게 지각하고, 신체적·심리

적 증상 경험도 감소하므로, 강인성은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인성은 그동안 만성질환자의 적응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다발성 경화증 환자(Moster, Clements, Brecht, &

Weiner, 1993)나 편마비 환자(서문자, 1988), 결장루 보유자(이은남, 1991; Krainski,

1994), 당뇨병 환자(Rapley, 1990)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인

성은 대상자들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인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강인성의 효과를 살핀 연구(Yoon, 1997)에서, 강인

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Farber, Schwartz, Schaper, Moonen, & McDaniel, 2000)에서는 강인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인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질환의 유형

에 따라 다양하므로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인성은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이

다. 최근 Narsavage와 Weaver(1994)의 연구에서 COPD 환자의 강인성과 걷기 검

사에 의한 운동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인성이 높을수록 걷는 거리가 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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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r=.20, p<.05).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Magnani(1990)의 연

구에서 강인성이 독립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인성은 만성질환자의 적응이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연

구들에서 사용된 개념이므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건강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심리적 변

수로서(Norbeck, 1981),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의 긍정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기

능은 생활사건의 부정적 충격을 수정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중재 또는 완화요인으

로 작용한다(Thiots, 1982). 개인에게 정서적, 물질적 도움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게 하고(Cohen, 1985), 신

체적·정서적 반응을 적게 경험하게 하며(Lin, Ensel, Simeone, & Kuo, 1979), 이환률

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Berkman, 1985).

사회적 지지는 주로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있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및

전문가 등에 의해 제공된다(Harter, 1985).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 제공원은 가족이므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간호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obb, 1976; Weeks & Cueller, 1981; 남

정자, 1992). 더불어 Synder와 Wilson(1977)에 의하면 의료인 역시 환자에게 중요

한 지지원이 된다. 이는 위기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지지 제공원보다 배우자와 전

문가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Caplan, 1971)와도 일치하는 것

이다. COPD 역시 대부분 중년기 이후에 발병되며,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집단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 측정시 가족이나 의료인에 의한 지지를 파악한다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간호중재시에도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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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이론적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

다. 경로모형내에서 사회적 지지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 직접효과나 간접효과를 가

질 수 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tuifbergen, Seraphine, &

Roberts(2000)에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γ=.47, p<.05)와 장애,

자기효능감, 수용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 환자를 대

상으로 한 Burckhardt(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 형성과 삶

의 질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사회적 지지망 형성이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 또한 삶의 질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β=.20, p<.05)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질병관련 요인(통증, 손상)이나 정서·

인지적 요인(부정적 태도,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위) 등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유

의한 경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Anderson(199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사회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로

설정되었지만,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변수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단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 p<.05).

반면에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복자(199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생변수

로서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직·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숙남, 1998)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의료인 지지와 배우자 지지로 분류하여,

의료인 지지는 삶의 질에 대해 직·간접효과를 갖는 외생변수로서, 배우자 지지는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만 있는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료인 지

지는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배우

자 지지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소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는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Graydon & Ross, 1995)에서, 사

회적 지지는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γ=-.56,

-.37).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의 보호기제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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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완화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Sandler, Miller, Short, & Wochik, 1989). 이

는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Fitzpatrick, Newman,  Lamb, & Shilpey,

1988)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와도 일치한

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선행 연구에서 설정된 위치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다양

하게 보고되고 있다. 물론 측정도구나 대상자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간호

중재 전략에 있어 주요 개념인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일상생활 제한 인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건강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이다(Stewart et al, 1978). 일상생활

의 어려움은 보통 노화나 질병에 의해서 초래된다. 노인들의 생활을 조사한 연구

(이가옥, 서미경, 고경환과 박종돈, 1994)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6.8%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35.5%의 노인들이 일상생활 활동

(ADL)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

정도를 살핀 연구(조유향, 1994)에서도 대상자의 11.6%가 1가지 이상의 활동에 어

려움이 있었으며,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1%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

환 상태를 파악한 서미경(1995)의 연구에 따르면, 대상 노인의 2/3이상이 만성질

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들의 신체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일상생활 제한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ptein, Brand, Dekker, Kerstjens, Postma, & Sluiter, 1993). 응급실에 내원한 65

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독립성 정도를 살핀 연구(Miller, Lewis,

Nork, & Morley, 1996)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67%에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일상

생활 활동이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

상자의 77%가 건강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항목들 가운데 1가지 이상에서 제한

을 경험하고 있었다(Schrier et al, 1990). 특히 COPD의 경우 주증상이 활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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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호흡곤란이므로(ATS, 1995) 일상활동에서 일반노인들보다 더 많은 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활동능력은 독립성과도 관계되므로, 이 능력에 제한이 있을 경우 대상

자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Roos와 Havens(1991)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 수행정도와 관련된 노인의 독립성 정도는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으며,

성공적인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

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Matsubayashi 등(1994)의 연구에서, 일상생활 활동정도

와 삶의 질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

로 한 노유자와 김춘길(1995)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활동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p<.01).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ayaba et al, 1995) 일상생활 활동정도가 감소한 환자일수록 삶의 질이 낮게 보

고되었고,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Yohannes, Roomi, Waters, &

Connolly, 1998) 가장 중요한 삶의 질 결정요인 중 하나는 일상생활 활동이었다.

일상생활 활동과 우울의 관계는 연구대상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Okubadejo, O'Shea, Jones, & Wedzicha, 1997)를

보면, 일상생활 활동에서 독립성 감소는 우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척

수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MacDonald, Nielson, & Cameron, 1987)에서도 활동

정도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서문자, 1988)에서는 일상생활 활동과 우울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은 질병이나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정서·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도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질환보다 활동시 호흡곤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많이 겪는

COPD 특성을 고려할 때, 삶의 질에 대한 일상생활 제한 인식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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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효능감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

러한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 만일 자기의 행동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

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

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97,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Hovell, Sallis, Hofstetter,

Spry, Faucher, & Casperson, 1989)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선택하는 행위에 있어 중

요한 중재인자이다(Sallis, Haskell, Fortmann, Vranizan, Taylor, & Solomon, 1986).

COPD 환자의 경우를 보면,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호흡곤란에 대

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Kaplan, Atkins, & Timms, 1984; Mertens, Shephard, & Cavanugh, 1978). 특히,

심한 호흡곤란의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어떤 상황

에서 호흡곤란을 피하거나 관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낮은 편이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활동 제한을 초래하고 결국 삶의 질 감소를 가져온다(Wigal,

Creer, & Kotses, 1991).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

는 간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 행위나 치료지

시 이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변수이다. 자기효능감은 대처방법과 치

료지시 이행 및 유지와 관계가 있었으며(Miller, Ross, Emmerson, & Todt, 1989),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예방적 행위와 치료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Clemente, Prochaska, & Gibertini, 1985). 만성관절염 환자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우울이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치며(이은옥 등, 1996), 건강증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β=.36, p<.00)(오현수, 1993).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β=.53, p<.05),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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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 p<.05)(오복자,

1994).

한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구(Hallberg, Passe & Ringdahl,

2000)에서 자기효능감은 강인성과 더불어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자원으

로 도출되었으며, 혈액투석환자(장미영과 서문자, 1997)나 간호학생(임선옥과 홍은

영, 1995)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강인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

도 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개

념이다. 그러나 COPD 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변수들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7) 우울

우울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

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

내는 정서장애이다(Beck, 1974). 우울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다양한 감정 중

의 하나로 전혀 우울을 경험하지 않는 정상적인 범주에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간의 질병과정을 겪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COPD 환자의 경우 주된 정서적 변화로 우울이 보고되고

있다(McSweeny et al, 1982). Kinsman 등(1983)은 COPD 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으로 불안정감, 불안감, 무관심, 무력·절망감, 소외감 등을 제

시하였다. 중등도(中等度)나 중증(重症)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을 조사한 Light 등(1985)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42%가 우울한 반면, 불안은

약 2%정도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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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우울은 우울 측정도구나, 정서상태 측정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되고 있다. Lee 등(1991)의 연구를 보면, POMS(Profile of Mood States)로

측정한 정서상태는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 증상(r=.58, p<.001)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다(r=-.49, p<.01)(Weaver &

Narsavage, 1992). 또한 우울은 대상자들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β

=-.22)(Weaver et al, 1997),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Light et al, 1985) 보고되고

있다.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Jones 등(1989)의 연구에서 우울은 SIP 도

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38, p<.001),

POMS로 측정한 정서상태도 SIP로 측정한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5, p<.001)(Prigatano et al, 1984).  Anderson(1995)의 연구에 따르면,

호흡곤란과(β=-.27, p<.05) 신체적 기능상태는(β=-.27, p<.05) 우울에 영향을 미치

며, 우울은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 p<.05). Moody

등(1990)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증상인 피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β=-.67,

p<.05), 우울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β=-.75, p<.05).

이와 같이 COPD 환자의 주요 정서는 우울이며, 이 변수는 증상경험이나 운동

능력의 영향을 받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8)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승인적 태도나 부정적 태도를 표시하고 개인이 그 자신을 유

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인 심리적 반응이다

(Coopersmith, 1967). 개인이 갖는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는 물론 성격에 대해 동일

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아개념과 비교할 때 자아존중

감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Albrecht, Thomas, &

Chadwick, 1980).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 가운데 하나로 보고되고 있

으며(Diener, 1984), 대상자들의 심리적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신효식과 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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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1994). 오복자(1997)는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암환자 164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의 46.9%를 설명한다고 하였으며, 장혜경

(1989)의 연구에서도 암환자의 자아존중감과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게 나타났다. Lewis(1982)는 암환자 57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자아

존중감이 높고 조절경험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Burekhardt(198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내생변수로 설정되어, 삶

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β=.31, p<.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오복자, 1994)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내생변수로서 삶의 질에 직

접적인 영향(β=.42, p<.05) 및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β=.05)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최근 들어 다루

어지기 시작한 변수이다. 104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Weaver, et al,

1997)에서 자아존중감은 외생변수로 설정되었는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49, p=.004). 반면에 Anderson(199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내생변수로 설정되어, 사회경제적 상태(γ=.19, p<.05)나, 폐기능 상태(γ=-.25,

p<.05), 운동능력(β=.25, p<.05)의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β=.40, p<.05).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의 주요 예측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설명

모형내에서 자아존중감의 위치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COPD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는 삶의 질 정도나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성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들간의 경로를 살핀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Ander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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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y et al, 1990).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건강관련 요인이나 기능적 요인들이 다루어졌다. 더불어 국내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나 경로를 살핀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간호중재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간의 관계와 경

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6 -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형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 1>과 같이 구

성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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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

요도를 확인하고,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건강

관련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능적 요인, 정서·인지적 요인들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관련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

인은 외생변수로, 기능적 요인과 정서·인지적 요인은 내생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이나 개인적 요

인들은 외생변수로서 기능적 요인이나 정서·인지적 요인을 경유하여 삶의 질에 간

접적인 영향을 주며, 환경적 요인은 외생변수로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정서·인지적 요인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기능적 요인은 내생변수로서 건강관련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정서·인지적 요인 역시 내생변수로서 건

강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내생변수인 기능적 요인과 정서·인지적 요

인들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나타내었다.

2. 가설적 모형

앞에서 설명한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설적 모형은 <그림 2>와 같

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4개의 외생변수와 5개의 내생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외생변수는 모형내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수로써 증상경험, 폐기

능 상태, 강인성, 사회적 지지 등이 해당된다. 내생변수는 모형내의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들로써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기효능감, 우울, 자아존중감, 삶

의 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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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능상태는 단일항목의 객관적 자료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비표준 모형임)

그림 2.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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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모형에서 증상경험은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우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폐기능 상태는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침으로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강인성

은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며,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내생변수들은 삶의 질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효과를 가진다. 일상생활 제한 인

식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우울은 삶

의 질에 직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우

울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3. 연구 가설

가설적 모형의 각 경로에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이 가설들을 내생변수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 제한 인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증상경험이 적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γ11).

가설2: 폐기능 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γ12).

가설3: 강인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γ13).

가설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β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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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5: 강인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γ23).

○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6: 증상경험이 적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γ31).

가설7: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γ34).

가설8: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β31).

가설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β32).

가설1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β34).

○ 자아존중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1: 증상경험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γ41).

가설12: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γ44).

가설13: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β41).

○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4: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γ54).

가설15: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β51).

가설16: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β53).

가설1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β54).



- 31 -

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부

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한국의 COPD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에 거주하는 COPD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는 다음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편의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1) 호흡기내과 의사에 의해 COPD 진단을 받은 성인환자

2) 폐기능 검사 소견 중 FEV1% predicted가 추정 정상치의 80% 이하인 환자

3)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

4)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환자

3. 연구도구

1) 외생변수

(1) 증상경험

증상경험 측정도구는 COPD 환자와의 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해 가장 많이 경험

하는 증상으로 도출된 호흡곤란, 기침, 객담,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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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증상경험의 빈도(frequency)는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0점(경험 없슴)에서 3점(항상 경험)까지의 4점 척도이다. 증상경험의 강도

(intensity)는 증상 경험이 얼마나 심한가(severe) 즉, 경험한 증상의 양(amount)에

관한 것으로, 0점(경험 없슴)에서 3점(매우 심함)까지의 4점 척도이다. 증상경험의

점수는 각 증상 경험의 빈도와 강도를 곱한 값을 합산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증상경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사전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이었고, 본 조사에

서는 Cronbach's alpha = .87이었다.

(2) 폐기능 상태

폐기능 상태는 Spirometry를 사용하여 측정한 최근 12개월 이내의 폐기능 검사

결과 중 FEV1 % predicted로 이 값이 클수록 폐기능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3) 강인성

강인성 측정도구는 Pollock과 Duffy(1990)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Health-

related hardiness scale : HRH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통제성 14개 문항, 자기

투입성·도전성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34개 문항의 척도로서, 개발당시 전체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 .91이었고, 통제성은 Cronbach's alpha = .87,  자기투입

성·도전성은 Cronbach's alpha =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적합성 검증과정을 통해 34개 문항의 도구를 통제성 8

개 문항, 자기투입성·도전성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20개 문항의 도구로 재구성

하였다. 이 도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이

며, 통제성 및 자기투입성·도전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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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문항(20개 문항)은 Cronbach's alpha = .86이었으며, 통

제성(8개 문항)은 Cronbach's alpha = .71, 자기투입성·도전성(12개 문항)은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태영숙(1985)의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 도구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COPD 환자와 면담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도구이다.

가족 지지는 가족(배우자, 형제, 자매, 자식, 부모, 기타 가족)으로부터 제공되

는 사회적 지지로서 돌보아 주고 관심을 가지는 정서적 지지, 존중 및 가치감을

갖게 해주는 존경 지지,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에 속하는 일원임을 믿게

하는 망(network) 지지, 상징과 물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실질적 지지의 내용을 포

함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의료인 지지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 경청, 기술적 안정, 정서적 지지, 정서적 도전, 사회적 현

실의 분담을 포함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며,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82

와 .84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Cronbach's alpha = .91과 .87이었다.

2) 내생변수

(1) 일상생활 제한 인식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Stewart 등(1978)의 기능제한 도구

(Functional Limitation Battery) 13개 문항 가운데에서 11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2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다른 사람이나 지팡이,

목발, 의족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까?"를 묻는 문항으로, 응답자들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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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도움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여 오류의 원인이 되므로(Stewart, Ware, &

Brook, 1981) 제외하였다. 나머지 1개 문항은 “운전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

으로 운전능력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서구 현실과 국내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1개 문항은 6 영역(자가간호활동, 이동성, 경등도(輕等度)

의 걷기, 중등도(中等度)의 걷기, 격렬한 활동, 역할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로 응답한다. 본 도구의 점수는 “예”는 1점과 “아니오”는 0점으로 계산하며,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 점수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

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조사의 경우 Cronbach's alpha = .83이었고, 본 조사에서

는 Cronbach's alpha = .77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와 Maddux(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 가운데 일

반적 자기효능감 1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3)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로 총 20개 문항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적합성 검증과정을 통해 20개 문항의 도구를 생리적 우

울 9개 문항과 심리적 우울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15개 문항의 도구로 재구성



- 35 -

하였다. 이 도구는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한 김애리(1999)의 연구에서 20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15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이었고 생리적 우울(9개 문항)은 Cronbach's alpha =  .76, 심리

적 우울(6개 문항)은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로 총 10개 문항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적합성 검증과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평가 5개 문항, 부

정적 자기평가 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였고, 본 연구에서 10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이었으며, 긍정적 자기평가(5개 문항)는

Cronbach's alpha = .71, 부정적 자기평가(5개 문항)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

다.

(5) 삶의 질

삶의 질 측정도구는 Ferrans와 Powers(1985)의 Quality of Life Index -

Pulmonary version Ⅲ 이다. 이 도구는 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는 2개의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개 영역(건강과 기능 영역, 사회 및 경제적 영역, 심리

적/영적 영역, 가족 영역)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 측정은 1점(매우 불만

족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6점(매우 만족한다/ 매우 중요하다)까지의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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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며, 전체 점수범위는 0점에서 30점이다.

Quality of Life Index는 처음에 신부전 환자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으

며(Ferrans & Powers, 1985),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Ferrans & Powers,

1992)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Ferrans, 1990)에서 Cronbach's alpha =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Pulmonary version Ⅲ는 기존 Quality of Life Index에 폐

질환과 관련된 사항을 첨가하여 수정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개발 후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는데(Kim, 1999),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이었고,

영역별 신뢰도는 건강과 기능 영역은 Cronbach's alpha = .94, 사회 및 경제적 영

역은 Cronbach's alpha = .80, 심리적/영적 영역은 Cronbach's alpha = .93, 가족 영

역은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이었고, 각 영역별의 신뢰도는 건강과 기능 영역은 Cronbach's alpha

= .83, 사회 및 경제적 영역은 Cronbach's alpha = .72, 심리적/영적 영역은

Cronbach's alpha = .74, 가족 영역은 Cronbach's alpha = .74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사전조사는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서울 Y대학부속병원 호흡기내

과 외래에서 연구대상자와 조건이 같은 COPD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면담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시

간과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나 반응을 살펴보았다. 사전조사 결과 설문 응답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광주, 경기도에 있는 4개의 종합병원에 자료수집 협조에 관

한 공문을 보내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1)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할 환자의 차트를 미리 검토한 후 연구조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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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선정한 대상자가 방문하는 날, 진료 대기시간 중이나 진료 후에 대상자에

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당일

응답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우편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반송봉

투와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 이 대상자들에게

는 1주일 후 설문지 작성과 발송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아직 보내지 않은

경우 설문지 회송을 부탁하였다.

(3) 본조사의 자료수집은 200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260부는 면

담하여 설문조사 하였고, 8부는 우편조사를 하여 총 268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와 폐기능 검사 결과가 본 연구에서 선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대상자의 설문지 67부를 제외하여 총 201부를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1) SPSS 8.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변

인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2) SPSS 8.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와 연구변인들간의 상

관관계를 구하였다.

3) 연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8.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확증적 요인분석은 LISREL 8.3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상관

제곱값을 구하고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와 연구가설 검증은 LISEREL 8.0 Win Program을 이용

하여 최대우도법으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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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자가 72.1%, 여자가 27.9%이며, 연령은 60∼69세가 40.8%로 가

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5.2세였다. 대상자의 55.7%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기독교(20.4%)와 불교(20.9%)가 많았고, 교육수준은 국졸이하가 39.3%로 가

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84.6%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동거형태는 40.3%가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43.3%는 배우자 및 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6.5%

의 대상자는 혼자 살고 있었다.

직업은 48.3%가 무직(퇴직)이었으며, 월소득은 평균 130.5만원으로 8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약 49% 정도가 100만원 이하이며,

특히 월소득이 5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주로 60대 이상(76.1%)의 남자

(72.1%)이며, 57.2%가 중졸이하인 저학력 집단이었다. 그리고 대부분(84.6%)이 배

우자가 있는 상태로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직업은 48.3%가 퇴직하

거나 질병으로 직업을 그만두어 무직상태였다. 월소득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대상자에서부터 1000만원정도의 대상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의 대상자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등으로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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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1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145 (72.1)

여자 56 (27.9)

연령 39세이하 2 ( 1.0) 65.2 ± 9.8세

40-49세 15 ( 7.5)

50-59세 31 (15.4)

60-69세 82 (40.8)

70-79세 61 (30.3)

80세이상 10 ( 5.0)

종교 기독교 41 (20.4)

불교 42 (20.9)

천주교 23 (11.4)

무교 85 (42.3)

기타 6 ( 3.0)

무응답 4 ( 2.0)

교육수준 국졸이하 79 (39.3)

중졸 36 (17.9)

고졸 48 (23.9)

대졸 32 (15.9)

대학원졸 이상 5 ( 2.5)

무응답 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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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201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결혼상태 기혼 170 (84.6)

사별 22 (10.9)

이혼 3 ( 1.5)

별거 1 ( 0.5)

미혼 5 ( 2.5)

동거형태 혼자 13 ( 6.5)

배우자 81 (40.3)

자식 15 ( 7.5)

배우자 및 자식 87 (43.3)

친척 0 ( 0.0)

기타 5 ( 2.5)

직업 기능·생산직 23 (11.4)

사무직 8 ( 4.0)

전문·관리직 13 ( 6.5)

주부 32 (15.9)

사업·자영업 23 (11.4)

무직(퇴직) 97 (48.3)

기타 5 ( 2.5)

월소득 50만원이하 66 (32.8) 130.5 ± 128.7만원

51-100만원 51 (16.8)

101-200만원 55 (18.2)

201-300만원 11 ( 3.6)

301-400만원 8 ( 2.6)

401-500만원 4 ( 1.3)

500만원이상 3 ( 1.0)

무응답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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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약 63% 정도가 흡연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9%는 현재에도 담

배를 피우고 있고, 49.8%는 금연을 하였다.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201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흡연현황 흡연 중 28 (13.9)

흡연량(갑년; pack year) 37.26± 8.9

금연 100 (49.8)
흡연량(갑년; pack year) 42.12±10.2

피운 적 없다 73 (36.3)

음주현황 음주 중 57 (28.4)

금주 60 (29.9)

마신 적 없다 83 (41.3)

무응답 1 ( 0.5)

과거 질병 없다 101 (50.2)

있다 100 (49.8)

현재 다른 건강문제 없다 127 (63.2)

있다 74 (36.8)

산소사용 사용 안함 176 (87.6)

사용 25 (12.4)

기관지확장제 사용 안함 47 (23.4)

사용 154 (76.6)

COPD 중증도 경증(Mild, 50% 이상) 107 (53.2) 49.96±16.8
(FEV1% predicted) 중등도(Moderate, 35-49%) 48 (23.9)

중증(Severe, 34% 이하) 4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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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량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 평균 37.3갑년(pack year)이었으며, 금

연한 경우 42.1갑년(pack year)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대상자의 58.3%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28.4%는 현재에도 음

주를 하고 있으며, 29.9%는 금주를 한 상태였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약 49.8%로 절반정도였으며, 주

로 결핵이나 늑막염, 폐렴 같은 흉부 관련 질환,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소화기계

질환을 앓았던 경우가 많았다. 현재 폐질환 이외의 다른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는 약 36.8%로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이 많았다.

산소사용은 대상자의 87.6%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12.4%는 가정

에서 주로 밤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지 확장제는 대상자의 76.6%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23.4%는 설문조사 당시 상태 호전으로 처방이 없거나, 처방은

있으되 본인의 판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ATS 지침(ATS, 1995)에 따라 COPD 중증도를 분류하면, 경증 COPD가 53.2%

였으며, 중등도 COPD는 23.9%, 중증 COPD는 22.9%로서, 46.8% 대상자의

FEV1% predicted가 정상치의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표 3>와 같다.

증상경험의 평균점수는 12.92점으로 전반적으로 증상을 경미하게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상경험의 분포는 설문조사 당시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대상자에서부터 최대 47점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들까지 다양하게 나

타났다. 또한 6개의 증상경험 중 호흡곤란은 가장 빈번히 그리고 심하게(평균

3.28±2.90점, 0∼9점 범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증상경험들의 빈도

와 강도는 크지 않아 전체 증상경험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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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폐기능 상태를 FEV1% predicted 값에 따라 살펴보면, 15∼80%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FEV1% predicted의 평균점수는 약 50%로 ATS의 기준상 중등

도나 중증 COPD 집단으로 나타났다.

강인성의 하부영역 중 통제성의 평균점수는 36.27점이며 자기투입성·도전성 영

역의 평균점수는 54.71점으로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강인성은 보통정

도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가운데 가족 지지에 대해 대상자들이 느끼는 정도는 평균 27.16

점이었으며, 의료인 지지는 평균 20.24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평균 8.35점 정도로 일상생활 제한에 대해 적게 인식하

는 편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94%가 한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당시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경우(0점)에서

부터 모든 항목에 대해 제한을 경험하는 경우(41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

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60.73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우울의 하부영역 중 생리적 우울은 평균 16.64점이고 심리적 우울은 평균

14.45점으로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는 중간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부영역 중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평균 14.25점이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14.41점으로서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편이었다.

삶의 질은 전체 평균 18.24점으로, 삶의 질이 7.6점 정도의 낮은 상태에서부터

27.9점 정도의 높은 상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 하부 영역별 평균은 건

강과 기능영역은 17.59점(±4.08), 사회 및 경제적 영역은 17.90(±4.68), 심리적/영

적 영역은 20.95(±4.31), 가족 영역은 19.72(±3.5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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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건강과 기능 영역으로 삶의 질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심리적/영적 영역의 평균은 하부영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n=201

이론변수

측정변수
범  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증상경험 0∼72 12.92 9.60 0 47

폐기능 상태 0∼80 49.96 16.82 15 80

강인성

통제성 8∼48 36.27 5.55 13 48

자기투입성·도전성 12∼72 54.71 10.01 27 72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7∼35 27.16 4.77 10 35

의료인 지지 5∼25 20.24 2.72 10 25

일상생활 제한 인식 0∼41 8.35 5.89 0 41

자기효능감 17∼85 60.73 10.45 29 81

우울

생리적 우울 9∼36 16.64 4.27 9 32

심리적 우울 6∼24 14.45 3.78 6 23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기평가 5∼20 14.25 2.36 9 20

부정적 자기평가 5∼20 14.41 2.38 9 20

삶의 질 0∼30 18.24 3.52 7.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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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간 상관관계 행렬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삶의 질은 강인성의 하부영역 중 통제성 및 자기투입성·도전성,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 및 의료인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기평가 및 부정

적 자기평가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증상경험, 일상생활 제한 인식, 우울

중 생리적 우울 및 심리적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가운데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기평가였다.

각 내생변수들과 외생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강인성의 하부영역인 자기투입성·도전성, 사회적 지지 가

운데 의료인 지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강인성의 하

부영역 중 통제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증상경험, 강인성의 하부영역 중 통제성 및 자기투입성·도전성,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 및 의료인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자기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강인성의 하부영역 중 자

기투입성·도전성이었다.

우울 중 생리적 우울은 증상경험, 강인성의 하부영역 중 통제성과, 그리고 심

리적 우울은 증상경험, 강인성의 하부영역인 통제성 및 자기투입성·도전성,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리적 우울 및 심리

적 우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증상경험이었다.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는 폐기능 상태와 강인성의

하부영역 중 자기투입성·도전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보인 변수는 의료인의 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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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행렬

X1 X2 X3 X4 X5 X6 Y1 Y2 Y3 Y4 Y5 Y6 Y7

증상경험(X1)

폐기능 상태(X2) -.129

통제성(X3) -.131 .179 *

자기투입성·도전성(X4) -.007 -.068 .104

가족 지지(X5) -.087 .154 * .110 .101

의료인 지지(X6) .011 .005 .218 ** .122 .551 **

일상생활 제한

인식(Y1)
.251 ** -.227 ** -.289 ** -.034 -.142 * -.103

자기효능감(Y2) -.147 * .088 .166 * .248 ** .190 ** .232 ** -.249 **

생리적 우울(Y3) .472 ** -.083 -.220 ** -.050 -.097 -.049 .350 ** -.152 *

심리적 우울(Y4) .306 ** -.138 -.174 * -.167 * -.191 ** -.096 .287 ** -.126 .466 **

긍정적 자기평가(Y5) -.216 ** .089 .299 ** .112 .323 ** .347 ** -.436 ** .470 ** -.317 ** -.321 **

부정적 자기평가(Y6) -.185 ** .003 .174 * .081 .302 ** .321 ** -.209 ** .428 ** -.237 ** -.242 ** .586 **

삶의 질(Y7) -.386 ** .137 .310 ** .235 ** .389 ** .365 ** -.532 ** .366 ** -.464 ** -.408 ** .627 ** .480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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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검증과정

본 연구의 변수들 가운데 폐기능 상태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한 객관적 변수이

므로 가설적 모형은 비표준 모델(nonstandard model)이다(Hatcher, 1998).

가설적 모형에서 외생변수인 증상경험은 1개, 폐기능 상태는 1개, 강인성은 2

개, 사회적 지지는 2개의 측정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내생변수인 일상생활 제한 인

식은 1개, 자기효능감은 1개, 우울은 2개, 자아존중감은 2개, 삶의 질은 1개의 측

정변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은 다변량 정규분포 검정결과 정규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LISREL에서는 자료가 정규분포하지 않을 경우 모수추정방법을 최대가능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하면 Chi-square 값과 표준오차가 부정확하게

나오므로,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이 권장된다(조선배, 2000). 가중

최소자승법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Chi-square 값과 표준오차 값을 제시할 수 있으

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

(www.ssicentral.com/lisrel/lis003398.htm). 시뮬레이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최소

500 이상이거나 2500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강남준, 1999). 그러므로 표본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표본이 크지 않

을 경우 LISREL 프로그램에서는 PRELIS 모듈을 이용하여 표본을 정규화한 후 최

대가능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www.ssicentral.com/lisrel/lis003398.htm). 본 연구의 표본도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

지 않고, 표본의 크기 역시 500이상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표본을 분석 전에

정규화한 후 최대가능법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인정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론변수의 척도를 어느 한 측

정변수의 척도에 일치시키는 방법(강병서, 1999; 이순묵, 1990)을 사용하였다. 즉,

각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변수 중 어느 하나가 가지는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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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그리고 이론변수가 하나의 측정변수만을 가질 경우 그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해당 이론변수는 단 한 개의 측정변수에 의해 완벽하게 측정된다”는 가정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비현

실적인 가정이 그대로 모델에 반영되면 자유특징수들의 추정에 편기(bias)를 가져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측정변수의 모든 것, 다시 말해 해당 측정변수만이 갖는 특

이한 성질까지도 이론모델을 위한 수량적 자료로 뽑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측정변수 신뢰도의 반대되는

값인 비신뢰도(1-α)를 측정오차의 변량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하고, 요인계수는

squareroot α 값으로 고정하였다(Moreland & Zajonc 1979; 이순묵, 1990 재인용).

이 경우 이론변수와 측정변수의 동일시를 피하게 되므로 계산과정이 보다 잘 수

렴되어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2)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자료와 잘 맞는 지에 대한 부합도 평가(assessment

of fit)를 위해 부합지수로 전반적 지수와 세부적 지수를 살펴보았다.

전반적 지수는 모델이 전반적으로 자료와 잘 맞는 지를 나타내는 부합지수로

써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i-square, 표준 Chi-square, 적합도지수

(Goodness of Fit Index), 수정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Fit Index), 평균잔차제

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표준적합도지수(Normed Fit Index), 비표준적합

도지수(Non-Normed Fit Index), Critical Number(CN)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전반적 부합지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가설적 모형의 부합지수

부합지수 ` χ² df χ²/df GFI AGFI NFI NNFI RMR CN

가설적 모형 100.24
(p=.00)

47 2.13 .93 .87 .86 .86 .06 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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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Chi-square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함수가 갖는 최소값에 (표본크기-1)을 곱한

값으로, 이 값이 크면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부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가설적 모형의 Chi-square가 100.24(p=.00)이므로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hi-square를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된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며, 분석자료가 공분산자료이고,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켜

야 하지만 이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다른

부합도 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조현철, 1999; 이순묵, 1990). 따라서 본 연구

경우 역시 다변량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Chi-square로만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Chi-square를 자유도로 나눈 값을 표준 Chi-square라고 하며, 그 값이 1.0∼2.0

정도이면 부합도가 가장 좋고, 2.0∼3.0의 범위에 있으면 보통 정도의 부합도를 갖

는다(조선배, 2000). 본 연구에서는 χ²/df 값이 2.13으로 보통 정도의 부합도를 나

타내었다.

적합도지수(GFI)

적합도지수(GFI)는 Joreskog와 Sorbom(1988)이 개발한 지수로서 모형이 표본

공분산행렬 또는 표본상관행렬을 설명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0∼1의 범위를 가진

다. 적합도지수는 표본크기의 변화나 다변량 정규분포의 위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크기가 200이상인 경우 적합도지수가 .90 이

상이면 큰 문제가 없는 모형으로 평가하며, .95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

다(조현철, 1999).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적합도지수가 .93으로 큰 문제가 없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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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적합도지수(AGFI)

수정적합도지수(AGFI)는 적합도지수를 자유도에 대해 수정한 값으로 0∼1의

범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합도지수보다 작은 값이 된다(이순묵, 1990). 본 연

구에서 수정적합도지수는 .87로 자료와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잔차 제곱근(RMR)

평균잔차 제곱근은 적합도지수와는 반대로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표본공분산

행렬 또는 표본상관행렬의 잔량을 행렬의 한 셀당 평균값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조현철, 1999; 이순묵, 1990), 본 연

구에서는 .06으로 나타났다.

비표준적합도지수(NNFI)

비표준적합도지수는 측정변수간에 공변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매우

간명한 모형을 기초모형으로 보고, 최악의 모형인 기초모형과 연구자의 모형을 비

교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드물게는 1 보다 큰 값을 보

이기도 한다. 보통 비표준적합도지수가 .90 보다 크면 부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평

가한다(이순묵, 1990).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비표준적합도지수가 .86로 모형의

부합도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적합도지수(NFI)

비표준적합도지수가 드물지만 1 보다 큰 값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표준적

합도지수는 0∼1 사이에서만 존재하도록 조정한 것으로서 .90 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합도지수가 .86이며 자료와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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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Number(CN)

Critical Number는 가설적 모형이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크기를 추정하는 지

를 보는 것으로서, 표본이 하나의 그룹인 경우, 이 값이 200이상이면 모형이 적절

함을 의미하는데(Kim, 1989; 임미영, 1998 재인용),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CN

은 145.54로 나타나 모형의 수정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 지수는 모형이 일단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후에 더 나은 모형

찾기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잔차를

이용하였다.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

표준화 잔차는 원소평균제곱근잔차의 부산물로 나오는 잔차행렬의 각 원소들

을 표준화시킨 값으로 2.58이상이면 모형이 그 측정변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 잔차의 중위수 값은 -.10이며, 가장 작은 표준화

잔차값이 -2.38, 가장 큰 표준화 잔차 값이 4.78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 잔차

가 2.58이상인 경로는 8개로 나타나 모형의 수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표준화 잔차의 Stem-leaf plot은 0을 중심으로 모여있고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정상분포 모양을 이루어야 모형의 부합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잔차의 Q-plot은 추정모델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Q-plot의 기울기가 1(=45°)보다 크면 모형이 상당히 잘 부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우면 적절하게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1(=45°)보다 작으면 전반적으로

모형의 부합도가 빈약함을 의미한다(Joreskog & Sorbom, 1984; 조선배, 2000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기울기가 1 보다 작아 모형이 자료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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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잔차 정보 〉

가장 작은 표준화 잔차(Smallest Standardized Residual) -2.38

표준화 잔차 중위수(Median Standardized Residual) -.10

가장 큰 표준화 잔차(Largest Standardized Residual) 4.78

〈 Largest Positive Standardized Residuals 〉

긍정적 자기평가와 자기효능감의 잔차 4.56

부정적 자기평가와 자기효능감의 잔차 3.88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자기효능감의 잔차 3.25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부정적 자기평가의 잔차 2.91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일상생활 제한 인식의 잔차 2.83

통제성과 긍정적 자기평가의 잔차 2.67

통제성과 삶의 질의 잔차 2.76

의료인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의 잔차 4.78

〈 Stem-leaf Plot 〉

 - 2|433211

 - 1|9998875554433322

 - 0|999887777666544443321111100000000

   0|1112233335669

   1|12333788

   2|12333457889

   3|29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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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가설적 모형의 표준화 잔차 Q-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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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효과계수

<표 6>은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여 가설적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로서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β,γ)와 t-value, 각 내생변수의 다중상관제곱값을 제시하였다.

다중상관제곱값(Square Multiple Correlation: SMC)은 해당 내생변수의 변량이 예측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순묵, 1990)으로 회귀분석의 R2

와 유사하며, 이 값이 높으면 좋은 예측변수임을 의미한다(조선배, 2000). 추정된

각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t-value를 기준으로 하였다.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증상경험이 적고, 폐기능 상태가 좋으며, 강인성과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으며,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

는 정도는 28%였다. 이 예측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증상경험(γ

11=.22 t=2.57, p<.05)과 폐기능 상태(γ12=-.13 t=1.96, p<.05)였다.

자기효능감은 강인성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γ23=.26, t=3.76,

p<.01), 자기효능감이 이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8%였다.

우울은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의해 55%가 설명되며, 이 예측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증상경험

(γ31=.36, t=4.89, p<.01), 자아존중감(β34=-.29, t=-2.17, p<.05)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증상경험이 적고(γ41=-.15, t=-2.10, p<.05), 사회적 지지가 많으며

(γ44=.64, t=5.58, p<.01),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β41=-.36, t=-4.19,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측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

감의 55%를 설명하였다.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γ54=.32, t=2.46, p<.05),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

을수록(β51=-.20, t=-2.27, p<.05),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β53=-.47, t=-3.51, p<.01),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β54=.36, t=2.58,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측변수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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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삶의 질이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0% 였다.

표 6.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치(γ,β), t값 및 다중상관제곱값(SMC)

내생변수

예측변수

모수추정치

경로계수(표준오차)
t값 SMC

일상생활 제한 인식 .28

증상경험(γ11) .22 (.09) 2.57 *

폐기능 상태(γ12) -.13 (.07) -1.96 *

강인성(γ13) -.57 (.37) -1.52

자기효능감(β12) -.08 (.13) - .60

자기효능감  .38

강인성(γ23) .26 (.33) 3.76 **

우울  .55

증상경험(γ31) .36 (.07) 4.89 **

사회적 지지(γ34) .02 (.14) .12

일상생활 제한 인식(β31) .13 (.10) 1.30

자기효능감(β32) .09 (.07) 1.26

자아존중감(β34) -.29 (.13) -2.17 *

자아존중감  .55

증상경험(γ41) -.15 (.07) -2.10 *

사회적 지지(γ44) .64 (.12) 5.58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41) -.36 (.09) -4.19 **

삶의 질  .70

사회적 지지(γ54) .32 (.13) 2.46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51) -.20 (.09) -2.27 *

우울(β53) -.47 (.13) -3.51 **

자아존중감(β54) .36 (.14) 2.58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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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모형의 효과계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가

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총 17개의 경로 중 12개이며,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14개이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대해 증상경험과 폐기능 상태는 직접효과만 있었으

며 간접효과는 없었다. 강인성은 직접효과(γ13=-.57, t=-1.52)와 간접효과(효과계

수=-.10, t=-.62)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 효과의 합인 총효과(효과계수=-.67, t=-

2.38, p<.05)는 유의하였다. 이 변수들 중에서 직접효과는 증상경험이 가장 크지만,

총효과에서는 강인성이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해 강인성은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간접효과는 없었다.

우울에 대해 증상경험과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아존중감에 의한 총효과가 유

의하였다. 증상경험의 경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가 더해져 가장 큰 총효과를 나타내었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직접

효과(β31=.13, t=.30)와 간접효과(효과계수=.10, t=1.95)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효과의 합인 총효과(효과계수=.23, t=2.71, p<.01)는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간접효과는 없고 직접효과만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해 증상경험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였

으며,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직접효과만 있었다. 이중 가장 큰 총

효과와 직접효과를 나타낸 변수는 사회적 지지였다.

삶의 질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우울은 직접효과만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간접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이 변수들 중 우울에

의한 직접효과가 가장 컸으나, 가장 큰 총효과는 나타낸 변수는 사회적 지지였다.

<그림 4>는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도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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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적 모형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계수(Effect Coefficient)

내생변수

예측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t값) 총효과(t값)

일상생활 제한 인식

증상경험(γ11) .22 * - .22 ( 2.57) *

폐기능 상태(γ12) -.13 * - -.13 (-1.96) *

강인성(γ13) -.57 -.10(- .62) -.67 (-2.38) *

자기효능감(β12) -.08 - -.08 ( -.60)

자기효능감

강인성(γ23) .26 * - .26 ( 3.76) **

우울

증상경험(γ31) .36 * .10 ( 2.60) ** .46 ( 6.35) **

사회적 지지(γ34) .02 -.19 (-2.02) *  -.17 (-1.61)

일상생활 제한 인식(β31) .13 .10 ( 1.95) .23 ( 2.71) **

자기효능감(β32) .09 -.02 (- .58) .07 (  .94)

자아존중감(β34) -.29 * - -.29 (-2.17) *

자아존중감

증상 경험(γ41) -.15 * -.08 (-2.15) * -.23 (-3.29) **

사회적 지지(γ44) .64 ** - .64 ( 5.58)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41) -.36 ** - -.36 (-4.19) **

삶의 질

사회적 지지(γ54)  .32 * .31 ( 2.95) ** .63 ( 5.58)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51) -.20 * -.24 (-3.39) ** -.44 (-5.35) **

우울(β53) -.47 ** - -.47 (-3.51) **

자아존중감(β54) .36 ** .13 ( 1.88) .50 ( 3.66)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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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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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의 수정

1) 모형의 수정

모형을 찾는 것은 간명함과 부합도를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또는 그 중 하나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하나의 증가를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MacCallum,

1986; 이순묵, 1990 재인용)으로 모형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특징수를 추가

하는 방법,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특징수를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론변수

의 추가 및 제거를 포함하여 수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이순묵, 1990). 본 연구에서

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기존 이론변수는 유지하면서 모형을 수정하는 2가지 방

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론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먼저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특징수를 추가할 때는 주로 추가지수

(Modification index)와 표준화 잔차를 이용하였다. 즉, 고정특징수 중 가장 큰 추가

지수를 보이고, 표준화 잔차가 크며, 그 관계가 이론적 타탕성을 갖는 것을 자유

화시켰다. 또한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특징수를 고정할 때는 고정지

수가 충분히 작고(t-value의 절대치가 2보다 작을 때), 이론적 정당성이 있을 때 그

특징수 값을 0으로 고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추가지수 값이 5이상인 경로가 8개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이론적으로 정당하며, 추가지수가 가장 높고, 표준화 잔차도 큰 자기효

능감에서 자아존중감의 경로를 자유화시켰다. 이 경로를 자유화시킨 후 추가지수

값이 5이상인 경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고정지수가 작고, 이론적 타

당성이 비교적 적은 경로를 순차적으로 고정하여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

에서 고정된 경로는 자기효능감에서 일상생활 제한 인식, 사회적 지지에서 우울,

자기효능감에서 우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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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모형의 부합도 평가

모형을 수정하는 것은 부합도를 유지하면서 간명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 때 수정된 모형이 가설적 모형보다 간명하면서 부합도가 좋은 모형인지를 검

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Bentler와 Bonett(1980)의 카이제곱 차이 검증(x2-

difference test)이다(이순묵, 1990).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을 카이제곱

차이 검증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카이제곱 차이는 26.91(=100.24-73.33)이고, 자유

도의 차이는 2(=49-47)로 카이제곱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값보다 큰 것으로 나와

(26.91>2), 수정모형이 적합도나 간명도에 있어 실질적인 증진이 있었음을 보여주

었다.

3)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수정모형의 부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는 전반적 부합지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χ² 값도 감소하였고,

AGFI, RMR, NNFI, NFI, CN 등의 지수 값이 적합한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 부합지수인 표준화 잔차도 -2.28에서 2.61의 범위로 감소하였다. 또

한 2.58이상인 표준화 잔차 수도 1개로 감소하고 Q-plot의 기울기가 1에 가까운

직선형을 보여 수정된 모형이 실제자료와 잘 부합됨을 보여주었다<그림 5>.

표 8. 수정 모형의 부합지수

부합지수 χ² df χ²/df GFI AGFI NFI NNFI RMR CN

수정 모형 73.33
(p=.02)

49 1.50 .95 .91 .90 .94 .05 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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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잔차 정보 〉

가장 작은 표준화 잔차(Smallest Standardized Residual) -2.28

표준화 잔차 중위수(Median Standardized Residual) - .05

가장 큰 표준화 잔차(Largest Standardized Residual) 2.61

〈 Largest Positive Standardized Residuals 〉

자기투입성/도전성과 자기효능감의 잔차 2.61

〈 Stem-leaf P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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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수정 모형의 표준화 잔차 Q-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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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모형의 모수추정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9>에 제시하였으며, 내생변수를 기준으로 이론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증상경험이 적고, 폐기능 상태가 좋으며, 강인성이 높을

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예측변수들에 의해 30%가 설명되었다. 이 예측

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증상경험(γ11=.21 t=2.45, p<.05)과 강인

성(γ13=-.69 t=-2.85, p<.01)이었다.

자기효능감은 강인성이 높을수록(γ23=.16, t=3.76,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2% 였다.

우울은 증상경험과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 정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예측변수들에 의해 51%가 설명되었다. 이 예측

변수들 가운데 증상경험(γ31=.36, t=5.03, p<.01)과 자아존중감(β34=-.21, t=-2.39,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증상경험과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고,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예측변수들에 의해 62%가 설명되었다.

이 예측변수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γ44=.46, t=4.58, p<.01)

와 일상생활 제한 인식(β41=-.27, t=-3.42, p<.01), 자기효능감(β42=.37, t=5.58, p<.01)

이었다.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γ54=.28, t=2.57, p<.05), 일상생활 제한 인식

이 적을수록(β51=-.19, t=-2.15, p<.05),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β53=-.46, t=-3.64,

p<.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β54=.41 t=3.59,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

측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삶의 질을 70% 설명하였다.

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수정모형의 직·간접, 총효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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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대해 증상경험과 강인성은 간접효과는 없고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폐기능 상태도 직접효과만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강인성에 의한 직접효과만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에 대해, 증상경험의 경우 직접효과(γ31=.36, t=5.03, p<.01)와 간접효과(효

과계수=.07, t=2.46, p<.05)가 모두 유의하여 총효과(효과계수=.43, t=6.11,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변수에 의한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의 경우 직접효과(β31=.15, t=1.60)와 간접효과(효과

계수=.05, t=1.97)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효과의 합인 총효과(효과계수=.20,

t=2.46, p<.05)는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β34=-.21, t=.-2.39, p<.05)만 있

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경우  모형수정과정 중 그 경로가 고정되어 직

접효과는 없으나, 간접효과가 유의하여(사회적 지지:효과계수=-.10, t=-2.14, p<.05,

자기효능감:효과계수=-.08, t=-2.22, p<.05)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대해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직접효과만 있었고, 증상경험은 직접효과(γ41=-.11, t=-1.69)와 간접효과

(효과계수=-.06, t=-1.97)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총효과(효과계수=-.17,  t=-2.6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변수들 중 사회적 지지에 의한 총효

과가(효과계수=.46, t=4.58, p<.01)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아존중감에 의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우울은 직접효과만 있었다.

직접효과의 크기는 우울이 가장 컸으나, 총효과는 사회적 지지(효과계수=.51,

t=5.05, p<.01)와 자아존중감(효과계수=.51, t=4.58, p<.01)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수정모형은 12개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간접효과가 더해져 16개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도해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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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정 모형의 모수추정치(γ,β), t값 및 다중상관제곱값(SMC)

내생변수

예측변수

모수추정치

경로계수(표준오차)
t값 SMC

일상생활 제한 인식 .30

증상 경험(γ11) .21 (.09) 2.45 *

폐기능 상태(γ12) -.12 (.07) 1.78

강인성(γ13) -.69 (.24) -2.85 **

자기효능감(β12) -

자기효능감  .32

강인성(γ23) .16 (.28) 3.76 **

우울  .51

증상 경험(γ31) .36 (.07) 5.03 **

사회적 지지(γ34)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31) .15 (.09) 1.60

자기효능감(β32) -

자아존중감(β34) -.21 (.09) -2.39 *

자아존중감  .62

증상 경험(γ41) -.11 (.07) -1.69

사회적 지지(γ44) .46 (.10) 4.58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41) -.27 (.08) -3.42 **

자기효능감(β42) .37 (.07) 5.58 **

삶의 질  .70

사회적 지지(γ54) .28 (.11) 2.57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51) -.19 (.09) -2.15 *

우울(β53) -.46 (.13) -3.64 **

자아존중감(β54) .41 (.11) 3.59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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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정 모형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계수(Effect Coefficient)

내생변수

예측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t값) 총효과(t값)

일상생활 제한 인식

증상 경험(γ11) .21 * - .21 ( 2.45) *

폐기능 상태(γ12) -.12 - -.12 (-1.78)

강인성(γ13) -.69 ** - -.69 (-2.85) **

자기효능감(β12)   - - -

자기효능감

강인성(γ23) .16 ** - .16 ( 3.76) **

우울

증상 경험(γ31) .36 ** .07 ( 2.46) * .43 ( 6.11) **

사회적 지지(γ34)   - -.10 (-2.14) *  -.10 (-2.14)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31) .15 .05 ( 1.97) .20 ( 2.46) *

자기효능감(β32)   - -.08 (-2.22) * -.08 (-2.22) *

자아존중감(β34) -.21 * - -.21 (-2.39) *

자아존중감

증상 경험(γ41) -.11 -.06 (-1.97) -.17 (-2.64) **

사회적 지지(γ44) .46 ** - .46 ( 4.58)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41) -.27 ** - -.27 (-3.42) **

자기효능감(β42) .37 ** - .37 ( 5.58) **

삶의 질

사회적 지지(γ54) .28 *  .23 ( 3.34) ** .51 ( 5.05) **

일상생활 제한 인식(β51) -.19 * -.20 (-3.25) ** -.39 (-4.91) **

우울(β53) -.46 ** - -.46 (-3.64) **

자아존중감(β54) .41 ** .10 ( 2.08) * .51 ( 4.58)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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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정모형의 경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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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 제한 인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증상경험이 적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γ11).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γ11=.21, t=2.45,

p<.05).

가설2: 폐기능 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γ12).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γ12=-.12,

t=-1.78).

가설3: 강인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γ13).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γ13=-.69, t=-

2.85, p<.01).

가설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 것이다(β12).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

각되었다(β12=-.08, t=-.60).

○ 자기효능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5: 강인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γ23).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γ23=.16, t=3.7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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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6: 증상 경험이 적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γ3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31=.36, t=5.03, p<.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07,

t=2.46, p<.05)를 포함한 총효과(효과계수=.43, t=6.11, p<.01)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7: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γ34).

이 가설은 직접효과는 없지만 간접효과(효과계수=-.10, t=-2.1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8: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β31).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1=.15, t=1.60)와 간접효과(효과계수=.06, t=1.9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총효과(효과계수=.20, t=2.46, p<.05)

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β32).

이 가설은 직접효과는 없지만 간접효과(효과계수=-.08, t=-2.2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1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이다(β34).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β34=-.21, t=-

2.39, p<.05).

○ 자아존중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1: 증상 경험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γ41).

이 가설은 직접효과(γ41=-.11, t=-1.69)와 간접효과(효과계수=-.06, t=-

1.97)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총효과(효과계수=-.17, t=-2.64, p<.01)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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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2: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γ44).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γ43=.46, t=4.58,

p<.01).

가설13: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β41).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β41=-.27, t=-

3.42, p<.01).

○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4: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γ54).

이 가설은 직접효과(γ54=.28, t=2.57, p<.05)와 간접효과(효과계수=.23,

t=3.34, p<.01)를 포함한 총효과(효과계수=.51, t=5.05, p<.01)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15: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β51).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1=-.19, t=-2.15, p<.05)와 간접효과(효과계수=-.20, t=-

3.25, p<.01)를 포함한 총효과(효과계수=-.39, t=-4.91, p<.01)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16: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β53).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β53=-.46, t=-

3.64, p<.01).

가설1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다(β54).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4=.41, t=3.59, p<.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10,

t=2.08, p<.05)를 포함한 총효과(효과계수=.51, t=4.58, p<.01)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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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모형에서 추가된 가설

가설1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β42).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β42=.37, t=5.58,

p<.01).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세웠던 17개 가설 가운데 수정모형을 통해

15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모형 수정과정 중 설정된 가설 1개도 지지되어 총 16

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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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COPD 환자의 삶의 질 설명모형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들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COPD 환자의 삶

의 질을 증진하는 간호중재법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 동안 시행되어온 COPD 환자 대상의 선행연구들

과 다른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삶의 질이 건강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능적 요인, 정서·인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구성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위한 외생변수는 건강관련 요인인 증상경험과 폐

기능 상태, 개인적 요인인 강인성,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로 하였으며, 기능적

요인인 일상생활 제한 인식, 정서·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우울, 자아존중감,

결과변수인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는 전반적 부합지수와 세부적 부합지수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수정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이론적으로 타당하면서 추가지수가 높

고, 표준화 잔차가 큰 한 개의 경로를 추가하였으며, 고정지수가 작으면서 이론적

근거가 비교적 적은 3개의 경로를 고정하여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이 수정모형

을 통해 가설적 모형에서 세운 17개 가설과 모형 수정과정에서 추가된 1개의 가

설 가운데 모두 16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에 의하면, COPD 환자의 삶의 질 변이는 사회적 지지, 자

아존중감, 우울,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의해 70%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장애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행위에 의해 만성소화기 질환자의

삶의 질 변이를 38% 설명한 박은숙 등(2000)의 연구나, 지각된 건강상태, 대인관

계 영향,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에 의해 위암환자의 삶의 질 변이를 79%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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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복자(1994)의 연구, 상실감, 부부친밀도, 의료인의 지지, 대처유형, 수술전 증

상정도에 의해 자궁절제술 후 여성의 삶의 질 변이를 74% 설명한 김숙남(1998)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모형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었다. 비록, 삶의 질에 대한 우울의 직접효과

가 가장 컸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에 간접효과가 더해져 가장

큰 총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경

유하여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ifbergen 등(2000)의 연구에서 사회

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 및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Anderson(1995)과

Burckhardt(1985)의 연구에서는 직접효과만 있었고, 박은숙 등(2001)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간접효과만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이분화하여 연구한 김숙남(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인의 지지는 직접효과가 있었고, 배우자 지지는 간접효과만 있

었으며, 오복자(199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대해 직·간접적인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모형 내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형내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설정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사회적 지지 제

공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

다. 박은숙 등(2001), 오복자(1994), Anderson(1995), Burckhardt(1985), Stuifberge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제공원이 특정인이 아닌 주변사람들에 의한

지지였으며, 김숙남(1998)은 배우자와 의료인에 의한 지지이고, 본 연구는 가족과

의료인에 의한 지지였다.

국내연구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제공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 의료인 등

과 같이 특정인을 사회적 지지 제공원으로 제한한 연구(김숙남, 1998)에서는 사회



- 74 -

적 지지가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

고, 환자 자신을 둘러싼 일반적인 주변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연구들(박

은숙 등, 2001; 오복자, 1994)에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외연구(Anderson, 1995; Burckhardt, 1985; Stuifbergen et al, 2000)

의 경우 일반적인 주변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음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와는 달리 삶의 질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처럼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질병과 같은 위기상황

에 처해있는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보다는 구체적인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 한국문화에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이는 특정한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지지

제공원 보다도 배우자나 전문가에 의한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한 연구결과

(Caplan, 1971)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이나 의료인에 의

한 지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 수립시 이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가 가

장 큰 예측변수였다. 이는 COPD 환자(β=.40, p<.05) (Anderson, 1995)나 위암환

자(β=.42, p<.05)(오복자, 1994), 관절염 환자(β=.31, p<.00)(Burekhardt, 1985)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자아존중

감이 높을 때 대상자의 심리적 손상이 작아진다(신효식과 서병숙, 1993)는 선행연

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수정모형내에서 자아존중감은 증상경험,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제한 인

식, 자기효능감에 의해 62%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예측변수들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간호를 수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최소화하여 대상자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며, 가족과 의료인

에 의한 지지 제공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결국에는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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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울은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총효과는 두번째로

큰 예측변수였다. 이는 COPD 환자의 대부분이 우울을 경험하며(Light et al, 1985),

우울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Anderson, 1995; Burckhardt, 1985;

Moody et al, 1990) 높은 관련이 있다는 (Jones et al, 1989; Prigatano et al, 1984) 연

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우울의 변이는 증상경험,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아존중감에 의해 51%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 가운데 증상경험과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대

해 유의한 직접효과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증상경험(Lee et al,

1991)이나 자아존중감(Weaver & Narsavage, 1992)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들의 증상경험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효과적인 우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삶의 질 증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제한 인식은 삶의 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자

아존중감을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

서의 활동정도가 삶의 질에 대한 주요 결정요소이며(Yohannes et al, 1998), 일상

생활 활동정도와 삶의 질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노유

자와 김춘길, 1995; Kayaba et al, 1995; Matsubayashi et al, 1994)과 유사한 결과이

다. 또한 대상자의 운동 능력이 삶의 질에 대해 직접효과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β=.22, p<.05)가 유의하게 나온

Anderson(199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이나 질병에 의한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제한은 대상자들

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어렵게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94%가, 만성폐

질환자의 경우 77%가 일상생활 활동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제한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rier et al, 1990). 이는 65세 이상의 일반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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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이가옥 등, 1994)가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경험한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COPD환자의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COPD의 주증상인 호흡곤란은 일상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한다(Siafakas et

al, 1995). 특히 COPD 환자는 호흡곤란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하지만, 움직이지 않

으면 호흡근은 더욱 약해져 호흡곤란이 심화된다. 따라서 일상생활 활동에서 제한

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경험을 완화시키는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제한 인식의 예

측변수로 나타난 강인성 또한 간호중재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외의 다른 예측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감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는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하지 않았지만 수정모형에

서 추가된 경로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

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

된다. 개념적 측면에서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기자신을 좋아하거나 싫어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치감을 부여하는 분야에서

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 있다(Bandura, 1997). 선행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경로이

지만, 일반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예측한 임미영(1998)의 연구에

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사이의 경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증상경험은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우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되었으나, 이중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우울에 대한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호소인 증상경험은 일차로 일상생활 제한을 초래하고,

일상생활 제한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 77 -

있다. 위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대상자들은 우울하고

(Anderson, 1995; Burckhardt, 1985; Moody et al, 1990; Graydon & Ross, 1995), 일

상생활 활동능력이 감소했던(Kaptein et al, 1993) 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폐기

능 상태는 가설적 모형에서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수정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폐기능 상태가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으며(Schrier et al, 1990), 운동능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Anderson, 1995; Weaver, et al, 1997)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상이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활동정도는 6분이나 12분 걷기 검사에 의해 측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자가평가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를 보

면 FEV1의 유의한 증가가 없어도 증상은 호전될 수 있으며(Eliasson & Degraff,

1985; Guyatt et al, 1988), 증상의 호전은 일상생활 제한 인식에 대한 자가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폐기능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재

활치료와 간호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제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COPD 환자의 삶의 질은 가족이나 의료인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 때,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나

우울 정도가 적을 때 증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 제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모두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으나, 사

회적 지지는 다시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COPD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적

지지 증진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족이나 의료인에 의한 사회

적 지지 제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전략의 한 예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일상생활 제한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증상경험 완화와 강인성 증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증상경험은 지속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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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치료와 간호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강인성은 어떤 자극이나 영향을 받으면

변형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변수로서(Kobasa, 1982) 학습이 가능한 개념이므로

(Rich & Rich, 1987), 인성훈련을 통해 강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

인성은 자기효능감의 주요 예측변수이므로, 강인성 강화훈련은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 연구, 실무 측면에서 간호학적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국외에서 주로 이루

어졌으며, 국내 COPD 환자의 삶의 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삶의 질 개념을 국내 COPD 환자에게 적용시켜봄으로써 또

하나의 경험적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COPD 환

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념을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

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고, 관련요인들간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였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는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상관관계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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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알 수 없었던 변수들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 총효

과를 밝힘으로써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파악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결과는 삶의 질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할 때 기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임상실무에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를 수행할 때는 구체적인 간호영

역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중재전략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간호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 기

능적 상태, 건강상태 등의 결과변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도구들이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결과 해석에 혼돈이 있었으며, 임상실무에서 적절한

도구의 선택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PD 환자의 전반적인 삶

의 질 측정을 위해 다차원적인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도구의 사용에

서 오는 혼돈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므로써 향후 삶의 질 관련 연구에서 도구 선택의 폭을 보다 확대하

였다.

3. 연구의 제한점

1. 호흡기내과 외래에 방문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 모형을 구축하였으므로 모든 COPD 환자에 대한 설명 모형으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횡단적 자료로 모형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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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및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COPD 환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삶의 질 설명 모형을 구축하고, 공변량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

설을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구축을 위해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경험,

폐기능 상태, 강인성, 사회적 지지를 외생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일상생활 제한 인

식, 자기효능감, 우울, 자아존중감을 내생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가보고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201개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설적 모형은 LISEREL 8.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GFI, AGFI, NFI, NNFI, RMR, CN 등과 같은 전반적 지수와 표

준화 잔차 등과 같은 세부적 지수를 기준으로 부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합도

검증 결과 가설적 모형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설적 모형에서 3개의 경로를

고정하고, 1개의 경로를 추가하여 최종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최종 모형을 통해

17개의 연구가설과 모형수정과정 중 추가된 1개의 가설 가운데에서 16개의 가설

이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

적 지지에서 삶의 질로 가는 직접 경로, 일상생활 제한 인식과 자기효능감과 사회

적 지지에서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삶의 질로 가는 경로, 증상경험과 자아존중감

에서 우울을 경유하여 삶의 질로 가는 경로, 증상경험과 강인성에서 일상생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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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경유하여 삶의 질로 가는 경로가 있다.

이들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일상

생활 제한 인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70%

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COPD 환자의 삶의 질에 가

장 큰 효과를 갖는 변수였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나 일상생활 제한 인식, 자

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가장 중심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도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가 모두 검증되었다. 우울은 대부분의 COPD 환자가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 실태조사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처럼 삶의 질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제한 인

식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정도가 삶의 질에 대한 주요 결정요소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COPD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에 기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간호전략 수립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COPD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첫째 방안으로는 가족과 의료인에 의한 사회적 지지

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의 예측변수이면서 동시에 삶의 질의 주요

예측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예측변수이므로, 사회적 지지를 증진하는 전략은 자아존

중감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제한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 의료인

이 함께 참여하는 꾸준한 재활치료와 간호를 통해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완화시킴

으로써 일상생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성훈련을 통한 강인성

강화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도하며 부정적인 자기

평가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 대상자의 13.9%가 여전

히 흡연 중임을 고려할 때, 금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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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COPD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과 의료인이 참여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호흡훈련이나 운동 같

은 재활치료, 인성훈련이나 상담 등을 통한 정서·인지적 간호를 제공할 것을 제안

한다.

2. 자기효능감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가 수정모형에서 지지되었다. 이

경로는 임미영(1998)의 연구에서 양방향의 경로 모두가 지지되었지만, 다른 연구

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경로이다. Bandura(1997)에 따르면, 개념정의에서 볼 때

이 두 개념은 서로 관계가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 가치감을 부여하는 분야에서는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

관관계뿐만 아니라 경로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3. 증상경험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도구들과 달리 COPD 환자

가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을 빈도와 강도로 측정하도록 개발한 도구이다. 본 연구

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7로 바람직한 수준이지만, 임상실무

에서 증상경험 도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사용한 추후 연구를

통해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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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 측정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 박순주입니다.

본 설문지는 만성 폐질환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각 문항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소 경험이

나 생각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만성폐질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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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개월 동안 귀하께서 가족과 의료인(의사, 간호사)으로부터 받은 도움정도를 묻

는 질문입니다. 적당한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지난 2개월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 증상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경험하셨

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평상시를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지시를

잘 따르도록 충고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들은 내가 괴롭고 슬플 때 따뜻하게 대해 주고,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들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들은 나의 치료비를 기꺼이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들은 나를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족들은 나와 집안문제나 개인문제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의사나 간호사는 치료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나의 의견을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① ② � ④ ⑤

11.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도록 충고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괴롭고 슬플 때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증       상 경험
없슴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경험
없슴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1. 숨쉬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기침을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가래가 나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잠을 잘 못 잔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정신이 맑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최근의 일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과거일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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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잘 표현한 곳에 ∨표 해주십시오.

※ 다음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귀하의 느낌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을 끝내기도 전에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싫은 일을 해야 할 경우라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 매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곧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그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일 처리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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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해 주십시오.

※ 다음 중에서 귀하의 최근 기분,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아니오 예

 1. 건강 때문에, 식사, 목욕, 옷입기,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① ②

 2. 건강 때문에, 외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① ②

 3. 건강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냅니까? ① ②

 4. 건강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있거나 앉아 계십니까? ① ②

 5. 건강 때문에, 50m를 걷거나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드십니까? ① ②

 6. 건강 때문에, 100m 이상을 걷거나 2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드십니까? ① ②

 7. 건강 때문에, 몸을 굽히거나 물건을 들 때 힘이 드십니까? ① ②

 8. 건강 때문에, 힘든 활동(무거운 물건 들기, 달리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②

 9. 건강 때문에, 직장이나 집주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②

10. 건강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① ②

11. 건강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②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하루 중 아침이 가장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끔 울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평소 식사 량만큼 먹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매력적인 여성(또는 남성)을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나의 체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심장박동이 평소보다 빠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곤해 진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평상시처럼 정신이 맑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평소와 같이 어려움 없이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14.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평상시 보다 신경질을 잘 낸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만약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편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예전에 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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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건강에 관련된 견해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선택하여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조심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좋은 건강을 간절히 열망하는 정도는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의 병이 얼마나 빨리 나을 것인가는 나의 운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나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에게는 건강보다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건강한 것은 바로 운이 좋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병에 걸릴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따분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건강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대부분 우연히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내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는 나의 노력에
달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건강에 관한 교육에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나는 건강요법이나 건강교실을 찾아다니는 일에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병에 걸리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
결국은 아프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건강 증진을 위한 현재의 관심들도 한때의 유행처럼 곧
사라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우리 사회는 건강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내가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한다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나의 건강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나는 건강하게 살도록 정해진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건강에 위협을 느낄 때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나는 건강에 관한 내용이면 무엇이든지 다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3. 나는 건강이 나빠지면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나는 내 건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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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삶에 대해 귀하께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

치하는 곳에 각각 ∨표를 해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자신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신의 건강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3. 통증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4. 호흡곤란 없이 숨쉬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5. 일상 활동을 하기 위한 기력 ① ② ③ ④ ⑤ ⑥

 6. 도움없이 자신을 돌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① ② ③ ④ ⑤ ⑥

 8.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는 기회 ① ② ③ ④ ⑤ ⑥

 9. 가족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10.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11. 가족의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12.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13. 배우자 또는 애인 ① ② ③ ④ ⑤ ⑥

14.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⑥

15.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① ② ③ ④ ⑤ ⑥

16.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① ② ③ ④ ⑤ ⑥

17. 가족의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18.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19. 현재의 걱정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20.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21. 살고 있는 집 ① ② ③ ④ ⑤ ⑥

22. (현재 있다면) 직업 ① ② ③ ④ ⑤ ⑥

23. (현재 없다면) 직업이 없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24. 학력 ① ② ③ ④ ⑤ ⑥

25. 경제적 상태 ① ② ③ ④ ⑤ ⑥

26.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27. 앞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⑥

28. 마음의 평화 ① ② ③ ④ ⑤ ⑥

29. 종교적인 믿음 ① ② ③ ④ ⑤ ⑥

30. 개인적인 목표의 성취 ① ② ③ ④ ⑤ ⑥

31. 자신의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32. 자신의 인생 ① ② ③ ④ ⑤ ⑥

33. 신체적인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⑥

34. 자기 자신 ① ② ③ ④ ⑤ ⑥

35. 기침이 줄어든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36. 폐질환 때문에 생긴 생활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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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아래의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각각 ∨표를 해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
안함

중요
안함

약간
중요
안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1. 자신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신의 건강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3. 통증이 없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4. 호흡곤란이 없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5. 일상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력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6. 도움없이 자신을 돌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8.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9. 가족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10.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11. 가족의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12. 성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13. 배우자 또는 애인 ① ② ③ ④ ⑤ ⑥

14.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⑥

15.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① ② ③ ④ ⑤ ⑥

16.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① ② ③ ④ ⑤ ⑥

17. 가족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8.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9. 걱정 없이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20.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21. 살고 있는 집 ① ② ③ ④ ⑤ ⑥

22. (현재 있다면) 직업 ① ② ③ ④ ⑤ ⑥

23. (현재 없다면) 직업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24. 학력 ① ② ③ ④ ⑤ ⑥

25. 경제적 상태 ① ② ③ ④ ⑤ ⑥

26.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27. 행복한 미래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28. 마음의 평화 ① ② ③ ④ ⑤ ⑥

29. 종교적인 믿음 ① ② ③ ④ ⑤ ⑥

30.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31. 자신의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⑥

32. 인생에 만족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33. 신체적인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⑥

34. 자기 자신 ① ② ③ ④ ⑤ ⑥

35. 기침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36. 폐질환 때문에 생긴 생활의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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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표 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출생 년도는?   19___________년생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졸이상

5.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① 혼자 산다 ② 배우자와 산다 ③ 자식들과 산다

④ 배우자, 자식들과 함께 산다 ⑤ 친척들과 함께 산다 ⑥ 기타(        )

7. 귀하의 직업은?

① 기능·생산직 ②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③ 전문·관리직 ④ 주부

⑤ 상업·자영업 ⑥ 무직(퇴직) ⑦ 기타(                    )

8. 귀하의 한달 평균 수입은? 약__________________만원

9. 흡연?

① 현재도 담배를 피운다 → 얼마나 피우십니까? (        년 동안,  하루    갑)

② 담배를 끊었다  → 얼마나 피우셨습니까? (        년 동안,  하루    갑)

③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0. 음주?

① 술을 마신다 → (종류 :                , 주량 :           회/주,        병/회)

② 술을 끊었다 → (종류 :                , 주량 :           회/주,        병/회)

③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1. 산소 사용? ①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한다

12. 기관지 확장제 사용? ①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한다

13. 과거에 앓았던 질병은? ① 없다 ② 있다 (질병명:              )

14.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건강문제는? ① 없다 ② 있다 (질병명:              )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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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항별 기술통계

1. 사회적 지지

2. 증상

3. 자아존중감

4. 자기효능감

문       항 평균 표준편차

가족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지시를 잘 따르도록 충고해 준다. 3.79 1.07

가족들은 내가 괴롭고 슬플 때 따뜻하게 대해 주고, 위로해 준다. 3.94 0.81

가족들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3.96 0.72

가족들은 나의 치료비를 기꺼이 마련해 준다. 3.74 0.98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지낸다. 3.88 0.81

가족들은 나를 존중해 준다. 3.99 0.67

가족들은 나와 집안문제나 개인문제를 의논한다. 3.88 0.82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들어준다. 4.15 0.66

의사나 간호사는 치료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나의 의견을 물어본다. 4.10 0.81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4.12 0.62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도록 충고해 준다. 4.03 0.59

의사나 간호사는 내가 괴롭고 슬플 때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 준다. 3.83 0.63

빈도 강도
문       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숨쉬기 힘들다 1.55 0.92 1.68 0.98
기침을 한다 0.99 0.82 1.04 0.87

가래가 나온다 1.16 0.89 1.21 0.92

피곤하다 1.14 0.93 1.08 0.89

잠을 잘 못 잔다 0.85 0.97 0.83 0.95

정신이 맑지 못하다 0.57 0.78 0.61 0.84

최근의 일을 잊어버린다 0.71 0.79 0.66 0.73

과거일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렵다 0.43 0.65 0.43 0.64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94 0.57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80 0.65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3.05 0.7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2.56 0.87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61 0.7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03 0.6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91 0.72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61 0.58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3 0.76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1 0.62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74 1.05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73 1.09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3.5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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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5. 일상생활제한정도

6. 우울(* 최종분석에서 제외된 문항)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3.42 0.85

나는 일을 끝내기도 전에 포기한다. 3.79 1.04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 버린다. 3.69 1.07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 2.52 1.14

내가 싫은 일을 해야 할 경우라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 매달린다. 3.22 1.14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곧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3.65 1.07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3.43 1.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그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3.63 0.92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3.13 1.24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3.48 0.97
나는 나의 일 처리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다. 3.76 1.08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4.12 0.81
나는 쉽게 포기한다. 4.12 0.95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3.73 1.11

문       항 평균 표준편차

건강 때문에, 식사, 목욕, 옷입기,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0.00 0.07

건강 때문에, 외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0.01 0.12
건강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냅니까? 0.07 0.26
건강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있거나 앉아 계십니까? 0.08 0.27

건강 때문에, 50m를 걷거나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드십니까? 0.34 0.48

건강 때문에, 100m 이상을 걷거나 2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드십니까? 0.76 0.43

건강 때문에, 몸을 굽히거나 물건을 들 때 힘이 드십니까? 0.74 0.44

건강 때문에, 힘든 활동(무거운 물건 들기, 달리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0.86 0.35

건강 때문에, 직장이나 집주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0.66 0.48

건강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0.61 0.49
건강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0.59 0.49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1.76 0.81
나는 하루 중 아침이 가장 기분이 좋다. 2.21 0.85

나는 가끔 울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1.55 0.78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1.82 0.82

나는 평소 식사 량만큼 먹는다. 1.68 0.79

*나는 매력적인 여성(또는 남성)을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2.56 0.91

나는 나의 체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느낀다. 1.47 0.75

*나는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 1.39 0.64

나는 나의 심장박동이 평소보다 빠름을 느낀다. 1.67 0.77

나는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곤해 진다. 1.93 0.81

나는 평상시처럼 정신이 맑다. 2.20 1.07

나는 평소와 같이 어려움 없이 일을 한다. 2.58 1.05

*나는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1.53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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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7. 강인성(* 최종분석에서 제외된 문항)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2.41 1.02
*나는 평상시 보다 신경질을 잘 낸다. 1.74 0.87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52 0.95

나는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57 0.99

나는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한다. 2.20 0.93

*내가 만약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편할 것 같다. 1.49 0.78

나는 예전에 하던 일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2.54 1.15

문       항 평균 표준편차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4.42 1.22

조심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4.67 1.23

*나는 좋은 건강을 간절히 열망하는 정도는 아니다. 4.90 1.30

*나의 병이 얼마나 빨리 나을 것인가는 나의 운에  달려있다. 4.55 1.33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4.55 1.32
*나는 나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4.93 1.00
나는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4.68 1.04
*나에게는 건강보다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 5.43 1.04
*내가 건강한 것은 바로 운이 좋기 때문이다. 4.29 1.45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병에 걸릴 것 같다. 4.71 1.09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따분한 일이다. 4.96 1.01
건강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5.00 0.87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4.59 1.48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흥미롭다. 4.50 1.01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4.66 1.17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대부분 우연히 일어난다. 4.31 1.33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4.59 1.38

내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는 나의 노력에 달렸다. 4.78 0.92

나는 건강에 관한 교육에 흥미가 없다. 4.48 1.38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2.77 1.16

나는 건강요법이나 건강교실을 찾아다니는 일에 흥미가 없다. 4.10 1.62
병에 걸리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 결국은 아프게 될 것이다. 4.07 1.46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4.94 0.98
건강 증진을 위한 현재의 관심들도 한때의 유행처럼 곧 사라질 것이다. 4.84 1.07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4.48 1.21
우리 사회는 건강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없다. 4.78 1.13
내가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한다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4.90 0.89
*나의 건강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이 난다. 5.09 1.02
*나는 건강하게 살도록 정해진 사람이다. 3.38 1.38
*건강에 위협을 느낄 때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92 0.76
나는 건강에 관한 내용이면 무엇이든지 다 읽는다. 3.83 1.41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할 수 있다. 3.84 1.34
*나는 건강이 나빠지면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4.81 0.98
*나는 내 건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2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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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삶의 질

1) 만족도

2) 중요도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자녀 4.80 1.01 자신의 행복 4.13 1.29

가족의 행복 4.78 0.9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4.10 1.32

가족의 건강 4.60 1.16 앞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4.07 1.30

친구들 4.54 1.15 자신의 인생 4.06 1.38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4.54 0.96 자기 자신 4.03 1.22

기침이 줄어든 정도 4.51 1.17 통증 정도 4.00 1.42

(현재 있다면) 직업 4.49 1.03 경제적 상태 3.95 1.35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4.44 0.99 (현재 없다면) 직업이 없는 것 3.94 1.35

도움없이 자신을 돌보는 능력 4.40 1.16 일상 활동을 하기 위한 기력 3.92 1.38

마음의 평화 4.38 1.08 개인적인 목표의 성취 3.86 1.36

가족의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 4.37 1.16 여가 활동 3.80 1.30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는 기회 4.36 1.15 현재의 걱정정도 3.78 1.42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4.32 1.26 성생활 3.77 1.36

자신의 건강관리 4.30 1.29 신체적인 외모 3.77 1.47

살고 있는 집 4.27 1.09 자신의 건강 3.62 1.51

배우자 또는 애인 4.20 1.41 학력 3.42 1.60

종교적인 믿음 4.17 1.27 호흡곤란 없이 숨쉬는 능력 3.34 1.50

이웃 4.14 1.17 폐질환 때문에 생긴 생활의 변화 3.23 1.40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자신의 건강 5.77 0.50 마음의 평화 5.10 0.66

호흡곤란이 없는 것 5.57 0.56 배우자 또는 애인 5.04 0.92

가족의 건강 5.52 0.54 학력 5.02 1.01

자신의 건강관리 5.44 0.62 가족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5.00 0.67

자녀 5.43 0.5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4.95 0.68

일상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력을 갖는 것 5.40 0.52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 4.94 0.82

가족의 행복 5.40 0.56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4.92 0.71

기침을 하지 않는 것 5.40 0.58 살고 있는 집 4.88 0.73

통증이 없는 것 5.34 0.57 친구들 4.87 0.96

도움없이 자신을 돌보는 것 5.33 0.58 행복한 미래를 갖는 것 4.85 0.91

걱정 없이 사는 것 5.32 0.61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는 것 4.80 1.11

경제적 상태 5.21 0.78 신체적인 외모 4.79 1.37

(현재 있다면) 직업 5.18 0.83 이웃 4.75 0.73

인생에 만족하는 것 5.18 0.67 여가 활동 4.68 0.84

폐질환 때문에 생긴 생활의 변화 5.15 0.71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4.67 0.90

자신의 행복 5.14 0.57 (현재 없다면) 직업을 갖는 것 4.53 1.41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 5.12 0.70 성생활 4.46 1.37

자기 자신 5.11 0.55 종교적인 믿음 4.1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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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anatory Model on Quality of Life for the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ark, Soon Joo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an explanatory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Pulmonary Obstructive Disease (COPD).

A conceptual model for the explanatory model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quality of life. It was hypothesized that functional
and emotional-cognitive variables would have a direct effect and mediate the effects
of heal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quality of life. The hypothetical
model had four exogenous variables; symptom experience, pulmonary function
status,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nd four endogenous variables;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self efficacy, depression, self esteem, and quality of life.

Data collection was done in January and February, 2001,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ith 201 outpatients with COPD. Descriptive data analyses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8.0. The proposed model was
assessed and modifi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odel was
estimat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ML) procedure implemented by
LISREL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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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overall fitness indices of the hypothetical model were found to be

inadequate at χ²=100.24; p<.00; GFI=.93; AGFI=.87; NFI=.86; NNFI=.86;

RMR=.06; CN=145.54.

2. The initial model was modified to obtain a model with adequate fit, χ²

=73.33; p<.02; GFI=.95; AGFI=.91; NFI=.90; NNFI=.94; RMR=.05; CN=205.32.

3. Of the 18 hypothesized paths, 16 paths were supported in the modified model.
The hypotheses supported by the final model were as follows:

1) Symptom experience, pulmonary function status, and hardiness accounted for
30% of variance in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Among these variables,
symptom experience and hardiness ea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2) Hardiness accounted for 32% of variance in self efficacy, and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3) On depression, symptom exper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ea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and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total effect of this
variab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lf esteem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1% of variance in depression.

4) Social support,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and self efficacy ea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elf esteem.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symptom experie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total
effect of this variabl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1% of variance in self esteem.

5) Social support,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and self esteem ea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n quality of life, while
depress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70% of variance in quality of life. Among these variables, depression had the
greates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ut the variables social support and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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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em were found to have the greatest total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ventions to enhance social support
and self esteem, and to decrease depression and perceived limitation of daily activity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especially from the
patient's family and the medical profe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vention
strategies enhancing self esteem and quality of life. Continuous nursing care for
pulmonary rehabilit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decrease the limitations of daily
activity and to minimize symptom experience.

------------------------------------------------------------------------------------------------------
Key words : Quality of life,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xplanato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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