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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Health Care Needs)

    HIV감염은 50%정도가 AIDS로 발병하는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15

년 후에는 95%가 발병하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많이 나와 

감염 이후 발병을 지연시키고 질환 자체가 더욱 만성화되어가고 있다. HIV감염인

들이 살아가는 동안 편견, 두려움, 지지와 정보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중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많은 HIV감염인은 한국의 폐쇄적인 사회 문화를 감안할 때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은닉되는 등 건강 관리 체제 밖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 예

상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HIV감염인의 한국 상황에 맞고 우선 순위가 높으며, 비용

효과적인 간호 중재 전략을 마련하기에 앞서,  HIV감염과 AIDS라는 질병과 관련

된 대상자의  건강 요구를 알아 보기 위하여 내용 분석법과 설문지법을 사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법에 사용한 도구로는 Berk(1994)에 의한 

Health care needs scale for patients with HIV/AIDS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Health care needs scale은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 두 부분으로 나누

어 각각 23문항 22문항씩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도구를 사용하여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시내 일개 대학 병원에 입

원/외래 진료 중인 HIV감염인 32명을 대상으로 chart review와 대상자에 의한 설

문지 도구 작성으로 자료 수집을 하 으며, 사전 동의를 얻은 10명을 대상으로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 면담을 시행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신체적 요구는  설문지 조사 결과 총 88점 중 30.58점(±4.53)이었으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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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1.39(±0.68)이었다. 신경계/소화기계 기능 부분이 총점 24점 중 8.09점(±

3.23)이고  평균은 1.34(± 0.53)점이 나왔으며, 항목별로는  섭취(Intake)의 항목의 

요구가 1.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배설/신체적 활동/ 감각 기능의 부분

에서는 총 36점에서 13.40점(±5.96)이고 평균  1.48점(± 0.66)으로  나왔으며, 9개

의 항목 중 감각 항목이 1.93으로 제일 요구도가 높게 기타 항목으로는 기도개방

성에 대한 요구 점수 1.7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내용분석 결과 면담자 모두가 만성피로감을 호소하 고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

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약물 복용

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약물 복용 이행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며, 

오심, 소화 장애, 피부 발진, 졸리움, 체중감소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있었다.  이

들은 감염이후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데 적극적이며,  자신의 신체 증상에 매우 

민감하고, 대체/보완 요법에 관심이 많았다. 

둘째,  정신사회적 요구는 설문지 조사 결과 총점 92점 중 55.20(±4.64)점이었으며  

평균 2.40(±1.01)이었다. 정신 사회적 요구로는 정신 사회적 /재정적 지지는 6개 

항목으로 총 24점 중, 15.21점(±4.57)  평균 2.53(±0.76)이 나왔으며, 건강 행위/사

회적 지지의 경우는  총 24점중 16.75(±4.35), 평균 2.79(±0.72) 건강 관리 하부 

요인의 경우는 24점중  12.71(±4.59) 평균 2.11(±0.76)이 나왔다.  정신 사회적 /

재정적 지지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2.93으로 가장 평균값도 높고 편차

(±0.87)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행위/사회적 지지의 부분에서는  불편감

과 안녕에 대한 요구가 3.12로 가장 컸으며, 건강 관리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에 

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정신 사회적요구 전체 중에서 동기화와 

기술적 능력에서의 요구도가 각각 1.90, 1.96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기타 항목으

로는 식사, 흡연, 가족 체계, 성, 성생활이 있으며 이들 중 가족체계에 대한 요구

도가 2.5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면담결과 내용분석을 통해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부터 약 한 달간 가장 심한  불안, 공포, 그리고 절망감 등을 경험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시기에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 으며,  그 

이후 자신의 질병에 대해 수용하고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감염 사실에 대한 



- v -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고립감등을 호소하 다. 정신적 요구를 HIV

항체 검사 결과 통보 전, 감염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 치료 과정 중의 3단계로 나

눌수 있었다. 

  사회적 요구로는 면담결과  감염인들의 인권의 존중이나  법적인 권리 보장, 재

정적 지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감염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적 요구로는 설문지도구 결과 질병에 대한 이해력이나 기술적인 능력의 

항목에서 낮은 요구도를 나타낸 반면, 심층 면접결과에서는 개인마다 질병과 관련

된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의 차이가 크나 질병의 예후나 자신의 증상과 약물부작

용과의 관련성,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대체요법 등 정보에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불안감등 ‘잘모르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했다. 

  넷째, 설문지 응답 결과, 신체적 요구와 정신 사회적 요구에 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경제적인 상태(월수입) 으며, 질병 관련 특성 

중 질병 단계, 면역 상태(CD4+세포수/mm3), 기회 감염의 유무 그리고 항레트로바

이러스억제제 복용의 유무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본 연구의 결과로서, CD4+세포수가 HIV감염인의 생리적인 면역 상태를 나타

내는 진단적인 지표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 요구에도 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HIV감염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의 충족을 위한 간호 중재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치료 환경에서의 반복적이고 많은 수의 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뒷받침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HIV/AIDS,  HIV감염인,  건강 요구(Health Ca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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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감염은 1981년 미국 질병관리센타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처음으로 환자가 보고된 

이래 빠른 증가를 보여,  2000년 12월말까지 세계의 210개국 3,610만 명의 HIV감

염자가 있으며 사망자는 약 2,180만 명이 있다.  미국은 사고사를 제치고 15-40세

인구의 제1 사망 요인으로 부상하는 등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보건문제로 대두하

다.(the Joint United  National  Programme on HIV/AIDS: UNAIDS/WHO 

2000). 우리 나라의 경우 1985년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2002년 6월까지 1787명

의 HIV감염인이 발생되었다(보건복지부, 2002). 국가 인종간 교류가 활발해진 현

대에서는 국가 간 HIV감염자 현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이제 관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특정 질환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사회경제적 문제상 가장 파장이 큰 감염성 질환이 되

었다(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2001).

 최근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의 감염 예방에 치중한 서구의 AIDS보건 

정책과 캠페인의 결과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는 감염인은 계속 증가하기는 하나, 

감염율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지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아프

리카의 감염 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UNAIDS/WHO 2000). 특히 

UNAIDS에서는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국과 인도에서의 HIV/AIDS감염

률의 확대에 대해 지적하 는데 최근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동남아시아나 중

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많은 우리 나라로서는 이들에 대한 감염 선별검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HIV감염은, 바이러스 칩입후 면역력 약화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각

종 기회감염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Deuffic, 1999). 질병 과정과 기회 감

염 유무에 따라 관절통, 두통, 신경계 통증, 복통, 피부 발진, 림프절증대에 따른 

통증, 구강 궤양으로 인한 통증 등의 신체적 고통이 뒤따르며(Ornery, 1983; 

Laschinger, 1999), 이러한 신체적 통증 억제를 위하여  치료과정 중 HIV감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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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약성 진통제(49%), 비마약성 진통제(47%), 항우울제(22%)등이 투약되었다고 

한다(Holzemer et al,1998). 또한 일련의 질병 과정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에너지

의 상실과 바이러스의 신경계 침범 등과 관련하여 신경 감각기능 저하에 따른 신

체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O'Dell et al, 1998). 이러한 신체적 문제 못지 않게 HIV 감염자는 HIV/AIDS

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감염의 우려로 인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

계의 상실 등 사회적 관계망에서 차단되며, 이는 신체적 고통 버금가는 심각한 정

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하 다(Moore et al, 1994; Martin, 1988). 

Laschinger & Bourbonnais(1999)는 HIV감염자가 겪는 고통을 신체적 고통, 고통

스러운 상실, 질병에 관해 잘 모르는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으로 요약하고, 

신체적 고통 못지 않게 사회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하 으며, Perry등(1990)에 의

하면 이러한 정신 사회적인 고통을 못 이겨 15%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

하기도 한다고 하 다.   

AIDS는 주로 성 접촉(80%이상)에 의하여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어,  HIV감염

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거부감과 비난, 두려움 등 매우 부정적이다(King, 

1989; Kegeles,1989; 육세흥,1998; 김경혜, 2001). 의료진조차도 HIV감염자는  약물

남용자, 동성연애자 등 일탈자라는 편견과 감염에 대해 감염인이 어느 정도 책임

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Flaskerud, 1987: Cole, 1994) 접촉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치를 피한다고 하 다(Wallack, 1989; Scheutz, 1990; Weinberger, 1992). 결국 이

러한 사회적 거부감이 HIV감염인의 심각한 정신사회적 문제의 원인 제공이 되며, 

HIV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또 이에 따른 HIV 감염인의 사회적 소외는 이들의 삶

의 질에 신체적 문제 못지 않게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onzo, 

1995; Clerary, 1993; 이순희, 2000).  

한국의 폐쇄적인 사회 문화를 감안할 때 HIV감염인의 신체 정신사회적 고통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많은 HIV감염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은닉되어 건

강 관리 체제 밖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 예상되나 구체적인 연구는 부

족하다. HIV/AIDS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AIDS관련 정책이나 법의 행정적, 법적 

고찰(이철수, 2000, 민 홍, 2000, 한경숙, 1991), HIV/AIDS환자의 사회복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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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사(정민 , 2000, 이예숙, 2001), AIDS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방법과 그 

효과, HIV/AIDS에 대한 일반인이나 의료인의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 

등(육세흥, 1998)이 있다. HIV/AIDS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항 바이러

스 제재의 치료 효과, 다른 기회 감염의 발생과 치료 효과(김준명, 2001; 최강원, 

2001) 등의 사례 연구와 HIV/AIDS의 발생 현황에 대한 역학 연구(최병선 외, 

2000) 등이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김은 (2000)의 HIV/AIDS환자 6명을 대상으

로 한 그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가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의 접근자체

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HIV/AIDS환자

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일반적으로 HIV감염은 AIDS로 발병하는데 50%정도가 약 10년 정도의 시간

이 걸리며, 15년 후에는 95%가 발병하는 만성 감염증이다(Deuffic, 1999). 또한 최

근에는 여러 가지 항 바이러스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감염 이후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게 되어 질환 자체가 더욱 만성화되었다(Hendricks, 1998). 따라서 HIV감염

인들이 감염 이후 살아있는 동안 내내 겪어야 할 편견, 두려움, 지지와 정보의 부

족 등 당면할 어려움에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간호 중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Portillo외, 1996). 또한 HIV/AIDS 대상자 간호가 다른 어

떤 대상자의 간호보다도 업무가 과다하고 다양하고 집중적이므로(Bennett, 1991) 

대상자의 요구에 맞춘 비용 효과적인 간호가 필요하고, 신 치료제의 빠른 변화로 

인해 그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치료 효과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의 빠

른 사정이 이루어져야 적절한 간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Berk, 1995). 

Flaskerud(1992)는 또한 HIV/AIDS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임상 단계나 증상별로 치

료 환경별로 다양한 간호와 치료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한 구체적인 기

초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의 연구 결과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를 조사하여, 가장 

우선 순위가 높고 실천 가능한, 대상자 중심의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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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목적

  

 본 연구는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 문화

에 맞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되기 위함이다.  

1. HIV감염인의 신체적 정신 사회적 건강 요구를  파악한다.

2. HIV감염인의 신체적 정신 사회적 건강 요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Ⅲ. 용어 정의

1. HIV감염인

이론적 정의:

HIV감염은 HIV가 전파경로를 통해  숙주인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HIV감염인

은 항원인 HIV나 HIV구성 요소 중 하나가 직접 발견되거나 HIV에 대한 항체가 

있음이 증명된 자이다(Anthony et al, 1998). 

조작적 정의:

HIV/AIDS의 질병과 관련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HIV 항체 검사( Western 

blot 검사)에 의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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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요구

 이론적 정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신체적 ,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건강 요구라  한다(Murray, 1985).

 조작적 정의:   

건강요구는 Berk(1994)가 개발한 Healthcare Needs Scale for patients with 

HIV/AIDS(HNS)(Berk &  Nanda, 1994)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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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헌 고찰

1. 건강 요구

요구라는 개념은 오랫 동안 간호의 중심에 있어 왔다. Yura & Walsh(1978)에 

의하면 간호활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의 역내에서 일어난다고 하 다. 인간

은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성장과 발달을 계속하므로 요구에 대한 이

해가 정확해야 간호 대상자인  환자의 요구를 발견하여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 고흥화(1986)는 생리적, 심리적 체계의 불균형에서 긴장 상태가 일어나는 것으

로 이 긴장 상태를 요구라 정의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동기(motive)가 

나타나고 동기화된 사람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나 상태를 향해서 행동을 

하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행동 과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명제가 인간의 모든 행동

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내외적 환경의 

향 속에 조화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기본 요구라 했다. Rines와 Montag는 “요구

(need)란 개개인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삶의 요소”라 정의하면서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기본적인 것이고,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면 몸, 마음, (spirit)에 질병이 생길 것이라 했다.

Becknell과 Smith(1975)는 요구란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필요하고 유용

한 것의 부족이라 했다. Kraegel(1974)등은 요구를 개인의 건강이나 생활을 손상시

키거나 종결짓게 하는 어떤 것의 결핍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은 전체적인 존재

(total being)이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요구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보면 요구란 결핍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Murray(1985)는 요구를 두 가지로 분류하 다. 1차적인 요구로 육체적인 만족 

즉, 공기, 물, 음식, 배설 등과 관련지었으며, 2차적인 요구로부터 나온 것으로 취

득, 성취, 자율성 등의 요구를 말하면서 2개 이상의 요구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에

는 2개중 좀더 우세한 요구가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 다. Maslow(1970)의 요구

에 대한 계층 이론(Hierarchy of need)을 살펴보면, 인간은 통합적인 유기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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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존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기본적인 생리적 요구, 안전에 대한 요구, 

소득 및 애정에 대한 요구,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요구, 자아 실현의 요구 등의 순

서에 따라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하 다. 즉,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먼저 충족되어야 상위 계층의 요구가 생기고, 이런 인

간의 요구는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WHO(1995)에 의하면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적인 최적의 안녕(well-being)상태라고 정의하 는데, 이에 따라 건강 

요구(Health care need)는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의 개념은 사회의 변천과 발달에 

따라 확대되고 변하게 되며, 질병 중심의 양적인 간호에서 환자 중심, 인간 중심

의 질적인 간호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질병만을 치료하는 환자라는 소극적 대

상에서 예방을 필요로 하는 건강한 일반인까지 인간이라는 적극적 존재로 대상을 

발전시켰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인간 개개인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동적인 과정으로 변한 것이다. 간호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 

간호가 가정, 직장,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제공됨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요구도 확대되어 변할 수밖에 없다. 

   

2. HIV/AIDS와 관련된 건강 문제

2-1 HIV감염인의 신체적 문제

   항 HIV 치료로는 HIV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의 개

발은 아직 진행 중일뿐이며, 현재로서는 강력 항 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통해 

HIV의 증식을 억제하여, 면역 능력이 회복되고, 생명이 연장되며, 환자의 삶이 질

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이다. 1987년 처음으로 zidovudine이 

미국 FDA의 공인을 받은 이후 1999년까지 15종의 약제가 HIV의 치료제로 공인 

받았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병용 요법이 확립되기에 이르 다. 미국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기회 감염증과 사망률은 항 레트로바이러스 3제 병합 요법이 도입된 1996

년 이후부터 현저히 감소하 다(Kalichman, 1998). 즉, CD4+림프구의 수가 1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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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에이즈 환자들의 사망률(100 person-year)은 1994년에 35.1이었는데 1997년 

중반에는 8.8로 떨어져 75%나 감소하 다. 기회 감염증의 발생률(100 person-year)

도 같은 기간에 50에서 13.3으로 73%나 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97년부터

의 항레트로 바이러스 요법으로 기회 감염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생존율도 증가하

다(김준명 외, 2001). 3제병합요법과 같은 강력한 항HIV치료를 시작하여 2-6개월

이 지나면 혈장 HIV의 RNA는 측정되지 않는 수준(25 copies HIV RNA/mL)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HIV가 2년 이상 검출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항HIV치료를 중

단하면 2-4주 이내에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여 혈중 HIV역가가 상승한다. 따라

서, 아직까지 항HIV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이러한 강력

한 바이러스 억제제도 단독으로 사용하면 4주 이내에 내성주에 의하여 약제 효과

가 무력화된다(최강원 2001). 이러한 장기간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과 약제 내성 발

현은 HIV감염인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의 불이행을 유발하기도 한다(김은 , 2000).  

2-2 HIV감염인의 정신 사회적인 문제

일반적으로 HIV감염인은 감염된 이후 AIDS증상의 발현까지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생존 기간 동안 면역 기능 저하에 따른 각종 기회 감염에의 노출

과 질병 자체의 낙인성(stigma) 때문에 일반 만성질환자들보다 더 높은 우울과 자

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onzo, 1995).

Lichtenstein B. and Clair J. (2002)에 의하면 HIV감염인의 정신 사회적인 문제

는  1) 질병의 낙인성이 높고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 사실

을 알고 난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2) 질병과 관련된 증

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번 감염되면 다른 사람으로 감염될 수 있어서 인간관

계 등에 향을 끼치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3) 질병에 대한 낙인성이 

높고 사회적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 감염 사실을 은

폐하려 하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4)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나 지지 욕구가 비교적 크나 의료진도 이들에 대한 진료 태

도에 있어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나 생각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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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전달되어 HIV/AIDS환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향을 끼친다. 5) 감염 이

후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이 경과되고 항바이러스 억제제가 증상 발현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로 정리할 수 있다.

  

2-3 HIV/AIDS와 관련된 간호 문제

   Grady(1989)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의 9년간 이루어진 HIV/AIDS환자 간호를  

종합하면서 HIV감염인의 간호 문제에 향을 끼치는 요인은, HIV감염은 이미 사

회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배척 당하고 있는 동성연애자, 배우자 이외의 이성간의 성

접촉자, 정맥주사용 마약복용자들이 높은 감염율을 보이는 질환이며, 대부분의  

AIDS환자는 젊고(약 89%가 20-49세이다), 소수 그룹이나 소수 인종(미국 내)에서

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내 흑인이나 멕시코계 사람들의 감염율이 백인

에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 다.

 또한 AIDS는 치명율이 높고(전체 사례 중 fatal rate는 56%이며 진단된 지 3년 

이상 된 사람 중 80%가 사망하 다), 많은 HIV감염자의 지지 체계가 비전통적이

거나 제한되어 있고, 즉 가족이나 친구 동료로부터 버림받거나 배척 당하는 HIV

감염인도 많으며 마약 상용자의 경우는 더욱 심하고 노숙자 감염인도 늘고 있다

는 것, 그리고 많은 HIV감염인이 제한된 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 이후 

실직을 하거나 감염 전에도 실업자이거나 하여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

람이 많다는 점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심한 절망감과 정신적 충격은 자

살이나 증오심에서 다수에 대한 감염 전파 행위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한 실직과 가족으로부터의 외면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노숙자와 같은 생

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크다. 그리

고 HIV감염인은 다양하고 많은 상실(loss)을 경험한다. 건강을 잃고 직업, 친구, 

동료, 신체상(body image), 통제력, 에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투병기간 중의 인지력(cognition)의 상실은 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

다. HIV 감염과 관련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높은 발현율을 가지고 있다. 60-70%

의 감염인이 어느 정도의 치매(dementia)에 걸리게 되며  자살율도 높고 우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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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일반적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HIV간호 업무를 과다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 다. 많은 HIV감염인들은 상당한 정도의 낙인(stigma)을 겪으며, 낙인으로 인

한 고립(isolation)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고립은 타인에 의해 강요되기도 하지

만 자기 자신에 의해 강요되기도 한 것이다. 결국 HIV감염은 질병에 대한 나쁜 

예후와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을 속수무책(helpless)이고 희망이 없게 한다. 

  위의 내용은 현재 우리 나라의 감염 현황과 치료 현황들을 고려 할 때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로 김은 (2000)에 의하면, 질병에 낙인성이 높고 치료가 안 되는 것

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

험하게 된다. 질병 자체의 낙인성으로 인해 감염 사실의 노출을 피하게 되기 때문

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여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현 

감염 현황보다 더 많은 다수의 HIV감염인이 있을 것이다(UNAIDS 2000). HIV감

염인들이 많은 건강 문제와 요구를 가지고 의료 체계 안에서 질병을 치료받는 과

정에서 이들을 간호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질병에 대한 높은 감염의 위험성이 동

반되는 침습적인 치료 행위를 해야 하며, 따라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위의 HIV/AIDS환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적 정신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

여 미국 내의 HIV/AIDS환자들의 치료 결과로서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치료 효과로

서의 삶의 질은 개념 분석이나 정의를 내리기 앞서 삶의 질을 반 하는 하위개념

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설명하고 있다. Cleary(1993)에 의하면 하위개념으로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건강인지, 감정 상태의 안정과 피로, 활동의 무능력, 고통, 기억

력 문제, 질병과 관련된 증상들, 질병의 심각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심리적 안

녕과 인지된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Wachtel(1992)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하위개념으로 신체적 기능, 역할 기능, 사

회적 기능, 정신 건강, 건강 인식, 고통의 6가지 범주로 하고 질문을 한 결과, HIV

감염된 증상의 유무가 강하게 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었으며, 다른 만성적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던 것보다 더 낮은 삶의 질의 점수가 나왔다. 

Holmes와 Shea(1998)는  HIV/AIDS와 관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위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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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전반적인 기능, 성적 기능, 노출에 대한 걱정, 건강과 관련된 근심, 재정과 

관련된 근심, HIV의 수용, 삶의 만족도, 의료에 대한 관심, 의료 제공자에 대한 관

심 등의 9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순희(2000)는 HIV/AIDS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Holmes & Shea(1998) 이 개발한 삶의 질 척도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학

적 시각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낙인은 이들의 삶의 질에 부

정적인 향을 끼치고, 감염인 자신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 향

을 끼칠수 있다고 하 다.  

            



- 12 -

             Ⅴ.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HIV감염과 AIDS라는 질병과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 요구를 조사하

기 위하여 설문지법과 내용 분석법을 사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설문지 조사 :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면담과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자를 임의 표집하 다.

① 서울 소재 Y대학 병원에서 외래 진료 중인 성인(18세 이상) HIV감염인

② 서울 소재 Y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성인(18세 이상) HIV감염인

내용 분석 :

   위의 설문지 대상자 중 뇌신경계 장애가 없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담에 동의한 자를 임의 표집하 다. 

3.연구 도구

① 설문지 조사 도구: 

Healthcare Needs Scale for patients with HIV/AIDS(HNS)(Berk & Nanda, 

1994)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부록 참조)로써, 일반적인 특성과 정신 사회적

인 요구(Psychosocial needs)는 대상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질병 관련 

특성과 신체적 요구(Physical needs)는 환자의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면담과 Chart 

Review를 통해 작성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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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요구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계수가 .89이며, 정신 사회적인 요

구 도구는 .76이다. HNS는 Simmons(1980)의  Omaha classification scheme과 

Peter(1988)에 의한 health parameter를 개념적 기틀로 만들어졌으며, 건강 요구를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부요인이 있

다.

본 연구 도구의 대상자 작성용 부분인 정신 사회적 요구는 총 23문항이며, 1)

정신 사회적 지지/재정적 지지, 2)건강 행위/사회적 지지, 3)건강 관리 3부분의 하

부 요인으로 나뉘는데, 정신 사회적 지지/재정적 지지 요인으로는 적응, 대인관계, 

개인적 지지, 경제적 근심, 재정 지원, 재정 관리 등의 6항목이 있고 건강 행위/사

회적 지지에는 식욕, 수면 신체적 활동성, 불편감/안녕, 사회적 네트워크, 직업 등

의 항목이 있고 건강 관리의 하부 요인에는 종교적 신념, 자원 동원성, 돌봄 체계, 

동기화, 질병에 대한 이해력, 기술적인 능력 등의 6항목이 있다. 그 밖의 식사, 흡

연, 가족 체계, 성기능, 성생활 등의 5개 항목을 기타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 다. 

신체적 요구는 간호사 작성용 질문지로  22개 문항으로 섭취, 의식 수준, 지남

력, 정신 상태, 소화 기능, 대사 등의 항목이 있는 신경계/소화기계 기능 부분과 

감각, 개인 위생, 내구력, 신체적 활동, 언어, 장배설 기능, 의사소통, 배뇨 기능, 신

장 기능 등의 항목이 있는 배설/신체 활동/감각기능 부분으로 나누었다. 기도 개

방성, 호흡, 심장 혈관계, 성기능, 월경, 전해질 균형, 피부통합성 등의 7개 항목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 다.   

 Berk(1995)는 각 항목별로 0에 3점으로 또는 0에서 2점으로 점수를 주어 요구

가 없는 것에서부터 심하게/반복적이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정도까지 점수별로 

상황을 주어 질문지를 만들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 사회적 요구 질문지는 항

목별로 요구가 없는 긍정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4점)’. ‘그렇지 

않다(3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1점)’ 4단계로 등간화시켜 사용하 으며, 신

체적 요구에서는 점수별 상황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되, 비교적 일관되게 4단

계의 척도가 존재하도록 조정하 다. (부록 1. 참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coefficient alpha)는 정신 사회적 요구가 .93, 

신체적 요구가 .9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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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층 면접을 위한 비구조화된 질문 내용

 

   WHO(1998)에서 제시한 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 사회

적, 심리적, 적인 건강 요구로 나누어서 질문을 만들었으며, HIV/AIDS에 이환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염 통보 전후 시점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점으로 질문지

를 만들었으며 HIV/AIDS과 관련된 교육적 요구를 포함시켰다(부록 2. 참조).     

4.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①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

았다.

② 대상자용 질문지(일반적인 사항과 정신 사회적 요구 23문항)를 배부한 후 1시

간에서 6시간 뒤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회수하 으며, 회수율은 100% 다. . 

③ 간호사용 질문지(신체적 요구 22문항)는 건강력과 신체검진을 통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 으며, 대상자의 질병관련 구체적인 특성은 의무기록지를 검토하

다.  

④ 심층 면접 참여자는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중

심으로 대상자와의 면담을 하면서 대상자 진술 내용을 녹음 또는 서술하 다.

⑤ 심층 면접 참여자와의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으며, 입원 환자의 

경우 담당 간호사로서 치료적 관계가 충분히 성립된 후 시작하 으며, 외래 환자 

7명의 대상자 중 3명의 경우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병동에 입원하 다가 추후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2회 이상의 심층 면담을 가졌다. 나머지 외래 환

자 4명은 외래 진료 과정을 지켜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 처치를 위한 진

료실이나 병원 근처에서 면담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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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5-1. 설문지 도구를 사용한 자료의 분석 방법

  SAS version 8.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 다.

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다.

② 대상자의 신체적 요구와 정신 사회적 요구는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현재의 신체적 특성들의 요인과 요구의 각 범주별로

rank sums을 구하 다..

③ 대상자의 특성 중 연령, 경제 상태, 질병의 중증도(stage), 질병의 노출 정도, 면

역 상태(CD4+세포수 , HIV-RNA갯수), 등의 대상자의 건강 요구에 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와 건강 요구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계수

χ2-test로 알아보았다.

5-2. 면담 자료의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김경동 외(1986)가 제시한 내용 분석법과 Morse(1989)의 내용 분석

법을 기초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① 심층면담을 시행하면서 기술하거나 녹음을 통해서 수집된 면담 자료는 면담이 

끝난 즉시 대상자의 말 그대로 옮겨 적었다.

② 면접 후에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여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Health care 

needs)로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 다.

③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요소

를 확인하 다.

④ 확인된 의미 있는 요소의 대상자의 진술 내용을 범주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구하 다.

⑤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화를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 간호학과 석사과정생 1

인, 감염 내과 간호사 1인과 내용을 검토하 으며, 면담 대상자 중 2명에게 다시 

자신의 면담 내용의 범주와 항목별 결과를 검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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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질문지를 이용한 항목별 요구와 진술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된 요구를 비교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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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 

1.설문지 도구를 이용한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 과 같다. 자료 수집 대상자 중 25명

(78.12%)이 남자이고 7명(21.88%)이 여자 다. 대상자들의  결혼 상태는 미혼이 17

명(53.13%)이고 기혼이 12명(37.5%)이며, 감염 사실을 안 이후 별거를 한 대상자가  

1명이었고, 이혼 상태에서 감염된 경우가 2명이었는데 1명은 배우자인 남성에게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결합하 고, 부부 모두 감염인 이었으나 사별한 

경우가 1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18명(56.25%)이고 있는 사람이 13명

(40.63%)이었다. 대상자의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은 14명(43.75%)이고, 고

등학교 졸업은 11명(34.38%), 중학교 졸업이 6명(6%)이고, 초등학교 졸업이 1명

(3.13%)이었다. 동거 형태는 혼자 사는 사람이 8명(25%), 부모와 사는 사람이 7명

(21.88%)이었고, 배우자와 자녀와 사는 사람이 7명(21.88)이고, 배우자와만 사는 사

람이 6명(18.75%)이었다. 친인척과 사는 경우는 2명(6.25%), 친구나 동료와 사는 

사람은 2명(6.25%)이었다. 주 돌봄자(caretaker)의 형태는 본인 스스로 돌보는 경우

가 18명(56.25%)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돌보는 대상자는 9명(28.13%), 자식이 

돌봐 주는 경우는 3명(9.38%), 부모나 형제가 돌보아 주는 경우는 각각 1명(3.13%)

이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9명(28.12%)

이고, 1명이 알고 있는 경우가 13명(40.62%)으로 대부분 감염 사실을 주위에 알리

지 않은 상태 다, 직업은 무직이 8명(25.00%), 자 업이 7명(21.88%), 서비스업이 

7명(21.88%)이었고 기능직과 전문직은 각각 2명(6.25%)이었으며, 질병과 관련된 건

강 문제로 직업이 바뀌거나 실직한 사람은 9명(28.12%)이었다. 경제 상태로는 한 

달간의  월수입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이 13명(40.63%)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

상 100만원 미만이 3명(9.3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6명(18.75%), 200만

원 이상인 대상자는 5명(15.63%)이었다.



- 18 -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다음은 대상자의 질병과 관련된 특성은, 본 연구자가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참

고하여 조사하 으며 <표 2>와 같다. 외래환자가 19명(59.38%)이고 입원 환자가 

13명(40.62%)이었으며, 질병 단계는 AIDS가 16명(50.00%)으로 가장 많았고, 유증상 

HIV감염이 10명(31.25%), 무증상 HIV감염이 6명(18.75%)이었다. 감염 경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 접촉(96.87%)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한 명도 수혈을 받거나 정맥용 약물 주사(오염된 주사 바늘)를 맞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 경험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 접촉 중 동성간 접촉으로 인

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는 8명이었고 2명은 이성간의 성 접촉인지 동성간의 

성 접촉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다. 기회 감염의 유무의 경우 기회 감염이 있는 경

우가 21명(65.63%), 없는 경우가 11명(34.37%)이었다. 투약 치료제 복용 유무로는 

복용하는 대상자가 28명(87.50%),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4명(12.5%)이었다.  복

용하지 않는 대상자의 면담과 chart review를 통하여 본 결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치료약을 투약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무증상 감염기의 환자가 2명

이었고, 약물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의사 처방 하에 잠시 복용을 중

단한 대상자가 한 명이며, 약물의 복용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자의

로 병원에 오지 않았던 대상자 1명이 있었다. 현재 투약 중인 약물의 경우 3제 병

합 요법은 21명(75.00%), 3제 병합 요법+결핵 약은 7명(25.00%)이었다. 투약되고 

있는 약은 zidovudine + 3TC + crixivan(indinavir)이 투약되는 대상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60.7%) zidovudine + 3TC+ viracept(nefinavir)를 투약하는 대상자가 

7명이었다. 면역 상태(CD4+세포수)로는 200세포수/mm3미만이 15명(48.39%), 

200-500세포수/mm
3
이하인 대상자가 9명(29.03%), 500세포수/mm

3
이상인 대상자가 

7명(22.58%)이었다. 주요 자각 증상(복수 응답)으로 피로감은 모든 대상자 32명

(100%)이 호소하 고 발열감 7명(21.38%), 눈이 침침하거나 광과민반응은 5명

(15.63%), 입안의 궤양은 6명(18.75%), 피부색이 검게 변하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있는 경우는 5명(15.63%), 체중 감소는 3명(9.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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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32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성 별   남자

  여자

25

      7 

(78.12)

(21.88)

나 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4

11

14

1

2

(12.50)

(34.37)

(43.75)

 (3.13)

 (6.25)

        39.96세(±10.03)

결혼 상태   미혼

  기혼

  이혼

  별거

  사별

17

12

1

1

1

(53.12)

(37.50)

 (3.13)

 (3.13)

 (3.13)

종 교*   유

  무

13

18

(40.63)

(56.25)

교육 정도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1

6

11

14

( 3.12)

(18.75)

(34.38)

(43.75)

동거 형태   혼자 산다

  부모와 산다.

  배우자와 산다

  배우자와 자녀와 산다

  친인척과 산다.

  친구나 동료와 산다. 

8

7

6

7

2

2

(25.00)

(21.87)

(18.75)

(21.87)

 (6.25)

 (6.25)

* 무응답: 1명

 소숫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이 100%가 아닌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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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성   구 분  실수 (%)

 주돌봄자   본인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

18

9

3

1

1

(56.25)

(28.13)

(9.38)

(3.13)

(3.13)

직 업   무직

  자 업

  사무직

  서비스업

  기능직

  전문직

8

7

6

7

2

2

(25.00)

(21.88)

(18.75)

(21.88)

(6.25)

(6.25)

경제 상태

(월수입)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3

3

5

6

5

(40.63)

(9.38)

(15.63)

(18.75)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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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N=32 

   질병 관련 특성   구 분   실 수(%)

감염 경로＊＊
 이성간의 성접촉

 동성간의 성접촉

 이성/동성간의 성접촉

 잘 모르겠다.

21

8

2

1  

(65.63)

(25.00)

 (6.25)

 (3.13)

주요 자각 증상＊

(현재 시점)
  피로감

  눈이 침침하거나광과민반응

  입안의 궤양

  피부색의 변화

  체중 감소

  발열감

32

5

6

5

3

7

(100.00).  

(15.63)

(18.75)

(15.63)

(9.38)

(21.38)

질병 단계

 

  급성  HIV 감염

  증상 HIV 감염   

  무증상 HIV 감염   

  AIDS

0

10

 6

16

(0.00)

(31.25)

(18.75)

(50.00)

기회 감염 유무   무

  유

11

21

(34.38)

(65.63)

치료 형태   외래 치료

  입원 치료

19

13

(59.38)

(40.62)

  ＊복수 응답

＊＊대상자 본인이 응답한 감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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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관련 특성   구 분 실수(%)       평균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수(명)

   

   0명

   1명

   2명

   3-5명

   10명 이상

 

 9

13

7

2

1

(28.12)

(40.62)

(21.87)

(6.25)

(3.12)

            1.40(±1.89)

항레트로바이러스

억제제 복용

 유 무

   유

   무

28

4

(87.50)

(12.5)

현재 투약 중인 

약물＊＊

  3제 병합 요법 

  3제 병합 요법+결핵약

21

7

(75.00)

(25.00)

면역 상태＊

CD4+ 세포수

(세포수/mm3)

  <200세포수/mm3

  ≥200-<500세포수/mm
3

  ≥500세포수/mm3

15

9

7

(48.39)

(29.03)

(22.58)

        300.19(±300.21)

HIV-RNA갯수＊

( copies/mm3)
 

               87183.32

(±223789.83)

 이환 기간

(개월)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4

5

15

7

1

(12.59)

(15.62)

(46.87)

(21.87)

(3.12)                  

          

         35.37(±30.25 )

＊N=31인 경우: 3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포함 

＊＊N=28인 경우: 항레트로바이러스약 복용자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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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건강 요구  

  ① 대상자의 신체적 요구 

  신체적 요구는 총 88점 중 30.58점(±4.53)이었으며 전체 평균이 1.39(±0.68)이었

다. 신체적 요구의 하부 요인별 각 항목에 대한 건강요구점수는 <표 3>과 같다. 

신경계/소화기계 기능 부분이 총점 24점 중 8.09점(±3.23)이고 평균은 1.34(± 

0.53)점이 나왔으며, 항목별로는 섭취(Intake)의 항목의 요구(1.75)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왔으며, 배설/신체적 활동/ 감각 기능의 부분에서는 총 36점에서 13.40점

(±5.96)이고 평균 1.48점(± 0.66)으로 나왔으며, 9개의 항목 중 감각 항목(1.93)이 

제일 요구도가 높게 나왔다. 

  기타 항목으로는 기도 개방성, 호흡, 심혈관기능, 성기능, 월경, 전해질 균형

(assimilation), 피부 통합성 등 7항목이 있는데, 이들 중 기도개방성에 대한 요구 

점수(1.71)가 가장 높게 나왔다.

  ②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

  정신사회적 요구는 총점 92점 중 55.20(±4.64)점이었으며  평균 2.40(±1.01)이었

다. 정신사회적 요구의 하부요인 및 요인별 각 항목에 대한 건강요구점수는 <표 

4>와 같다.

정신 사회적 요구로는 정신 사회적 /재정적 지지는 6개 항목으로 총 24점 중, 

15.21점(±4.57) 평균 2.53(±0.76)이 나왔으며, 건강 행위/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총 24점중 16.75(±4.35), 평균 2.79(±0.72) 건강 관리 하부 요인의 경우는 24점중  

12.71(±4.59) 평균 2.11(±0.76)이 나왔다. 정신 사회적 /재정적 지지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평균값(2.93)도 높고 편차(0.87)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행위/사회적 지지의 부분에서는 불편감과 안녕에 대한 요구(3.12)가 가장 컸

으며, 건강 관리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에 관한 요구도(2.56)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정신 사회적요구 전체 중에서 동기화(1.90)와 기술적 능력에서의 요구도

(1.96)가 가장 낮게 나왔다. 기타 항목으로는 식사, 흡연, 가족 체계, 성, 성생활이 

있으며 이들 중 가족체계에 대한 요구도(2.52)가 가장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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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신체적 건강 요구의 항목별 점수                              N=32

 신체적 요구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신경계

/소화기계 기능

섭취 1.75 (±0.87)

의식 수준 1.31 (±0.64)

지남력 1.28 (±0.63)

정신 상태 1.28 (±0.77)

소화 기능 1.28 (±0.63)

대사 1.18 (±0.39)

합              8.09(±3.23)

배설/활동

/감각기능

감각 1.93 (±0.92)

개인 위생 1.34 (±0.70)

내구력 1.75 (±1.10)

육체운동 1.68 (±1.09)

언어 1.46 (±0.98)

배설기능 1.37 (±0.55)

의사소통 1.28 (±0.63)

배뇨기능 1.34 (±0.70)

신장기능 1.28 (±0.63)

합 13.40 (±5.96)

 기타 항목

기도개방성 1.71 (±0.99)

호흡 1.78 (±1.03)

심혈관기능 1.43 (±0.87)

성기능 1.58 (±0.95)

월경 1.37 (±0.51)

전해질 균형 1.31 (±0.73)

피부통합성 1.50 (±0.67)

전체합

전체 평균

30.58

1.39

(±4.53 )

(±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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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신사회적 요구의 항목별 점수                             N=32

 정신사회적 요구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정신사회적지지

/재정적 지지

적 응 2.50 (±1.07)

대인 관계 2.31 (±1.11)

개인적 지지 2.25 (±0.95)

재정 지원 2.93 (±0.87)

경제적 근심 2.75 (±0.87)

재정 관리 2.56 (±0.94)

       합 15.21 (±4.57)

 건강행위

/사회적 지지

식 욕 2.68 (±1.06)

수면/활동 2.50 (±0.95)

신체적 활동성 2.75 (±1.07)

불편감/안녕감 3.12 (±0.90)

사회적 네트위크 2.87 (±1.07)

직업 2.93 (±1.04)

       합 16.75 (±4.35)

건강 관리

종교적 신념 2.56 (±1.21)

자원동원성 2.15 (±0.95)

돌봄 체계 2.03 (±0.99)

동기화 1.90 (±0.99)

질병에 대한 이해력 2.09 (±1.08)

기술적인 능력 1.96 (±1.03)

       합 12.71 (±4.59)

    기타 항목

식사 1.53 (±0.71)

흡연 2.09 (±1.04)

가족체계 2.52 (±1.12)

성기능 2.15 (±1.08)

성생활 2.19 (±1.24)

전체합 55.20 (±4.54)

전체 평균 2.4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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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요구 중 경제 상태(월수입)와 정신사회적 요

구 중 정신사회적 지지/재정적 지지(p< .01), 건강관리부분에서 (p< .05) 그리고 

신체적 요구 모든 부분(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 교육 정도, 성별, 결혼 상태, 종교의 유무, 그리고 동거 형태에 따른 건강 

요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 군별로 건강 요구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업의 유무만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요구의 관계

 정신사회적 요구  신체적 요구

 기타

 항목정신사회적  
재정적지지  

건강행위
/사회적지지

건강

관리

신경계  
/소화기계 

 기능  

배설     
/신체활동
/감각기능

  연  령  0.19   0.28   0.23 0.19 0.20 0.20

  성  별  0.92   0.16   0.92     0.39    0.67   0.25

 경제상태 15.27
＊＊

   8.11  11.10
＊
  10.86

＊
  16.13

＊
 9.76

＊
 

 동거형태  8.68   8.64   5.26  6.57 4.40 6.83

 교육정도  0.55   0.45   2.19  1.98 1.96 0.61

 결혼상태  1.68   5.18   2.05  1.68 3.89 3.89

 주돌봄자  6.24   6.62   4.53  3.54 4.19 2.53

  직  업  9.59   4.53   7.89  5.83 10.06 6.87

＊p < .05         ＊＊p< .01

연령 :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계수

그외 나머지 일반적 특성: χ2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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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 요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중 질병 단계별, 기회감염 유무별 자각증상별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CD4+개수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 으며(p < .01) 특성별 

건강 요구는 <표 6>과 같다.

  기회 감염의 유무는 정신 사회적 요구에서 건강 관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p< .05)를 보이는 요인이었으며 신체적 요구에서는 모두 

p<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질병의 단계별로는 AIDS, 증상 HIV감염자, 무

증상 HIV감염자 순으로 모든 부분 건강 요구 점수가 높았는데, 이 중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은 정신사회적 지지/ 재정적 지지, 건강 행위/사회적 지지, 신체적 

요구 다.

  현재의 자각 증상은 질병의 병기 단계, CD4+세포수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32

명)가 만성 피로를 호소하 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모두가 약물 복용 

이후 졸리는 증상이 있다고 대답하 다. 피로 이외에 나머지 증상을 무증상, 설사, 

망막염 증상, 입안의 궤양, 피부 문제, 체중 감소 6가지로 분류하 으며, 증상별로 

정신 사회 신체적 요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망막염 증세와 입안의 

궤양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

수가 나왔다(p< .05).

   CD4+세포 수는 검사 결과가 나온 31명의 대상자가 최소 1개/mm3부터 

1422/mm
3
까지 편차가 크게(±300.21) 나타났으며, 약물의 복용과 전신 상태에 따

라 감소나 증가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 수집 기간을 시점으로 하여 

가장 최근 3개월 이내의 검사 자료만을 수집하기로 하 다. CD4+ 세포수의 분류

는 전문의의 자문과 또한 미국 CDC의 질병 병기 단계의 기준이 되는 200개/μL 

이하, 200/mm3에서 500개/mm3, 500개/mm3 이하로 나누기로 하 다.  결과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왔다. 반면 HIV-RNA

의 copy 갯수와 정신 사회 신체적 요구와의 관계는 신체적 요구에서 신경계/소화

기계 기능 (p< .01)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계성이 보이지 않았다.         

   질병 이환 기간과 건강 요구와는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염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수와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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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요구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감염 경로별 치료 형태별(외래와 입원 환

자)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자군(평균 17.83)이 정신 사회 및 신체적 요구에 약

물을 복용 중이지 않은 대상자군(평균 7.125) 보다 높았다. (P= .034).  

  <표 6> 질병관련 특성과 건강 요구와의  관계   

 정신 사회적 요구 신체적 요구

정신사회적  
재정적지지

건강행위
사회적지지  

건강
관리     

신경계  
/소화기계 

 기능   

배설     
/신체활동
/감각기능

기타 항목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CD4+ -0.49＊＊ -0.62 ＊＊ -0.40＊ -0.59 ＊＊   -0.61 ＊＊  -0.43＊

HIV-RNA 0.15  0.31    0.07   0.41 ＊    0.23    0.12  

질병이환

기간
0.27 0.16 0.34 0.34 0.26 0.28

Kruskal-wallis test

mean χ2 mean χ2 mean χ2 mean χ2 mean χ2 mean χ2

질

병 

단

계

무증상 1.67
＊

9.05

1.23
＊＊

15.40

1.87

5.51

1.70
＊ ＊

11.04

1.16
＊＊

10.79

0.82
＊

8.89유증상 2.45 3.69 2.62 3.59 2.42 1.75

AIDS 3.53 2.75 3.34 2.25 1.37 1.26

CD

4+

<200 3.53
＊＊
11.12

3.61
＊＊

11.97

3.42
＊

8.26

2.23
＊

6.76

3.46
＊

8.41

1.75
＊ ＊

10.34
200-500 3.34 1.95 1.63 1.46 2.07 0.81

500≥ 1.46 1.62 2.35 1.22 1.72 1.05

자각 

증상

＊

11.08

＊＊

17.08 10.10

＊ ＊

15.84

＊＊

16.66

＊ ＊

13.41

mean  ∣z∣ mean  ∣z∣ mean  ∣z∣ mean  ∣z∣ mean  ∣z∣ mean  ∣z∣

투약 
유 2.94

1.80
2.25

0.64
1.18 ＊

0.94

1.69
0.27

1.77
1.32

0.61 ＊

2.05무 1.41 2.81 2.97 1.85 2.88 1.48

기회 

감염

유 3.23 ＊

2.39

3.51 ＊＊

3.89

3.05 ＊

1.51

1.50 ＊＊

3.48

1.13 ＊＊

3.45

0.75 ＊

3.23무 1.83 1.28 2.16 3.40 2.20 1.69

＊p <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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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1) 심층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 면담과 의무 기록지를 분석하여 본  참여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7> 심층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 

번호 성별 나이
결 혼

상태
감염경로

직업

유무

이환

기간
질병단계

면역상태

CD4+세포

수/mm
3

치료

형태

약 물

투약

유무

#1 여 27세 미혼 이성접촉  무 7개월 AIDS 126 외래
유

#2 남 28세 미혼 동성접촉  유 14개월
무증상 

HIV감염
586 입원 무

#3 남 45세 미혼 이성접촉  유 1개월
유증상 

HIV감염
604 외래 유

#4 남 32세 미혼 동성접촉  유 32개월 AIDS 195 외래
유

#5 여 42세 기혼 배우자  무 4년
유증상 

HIV감염
248 외래 유

#6 남 48세 이혼 동성접촉  유 1주일 AIDS 15 입원
무

#7 남 35세 미혼 동성접촉  유 7개월
무증상 

감염
567 입원 무

#8 여 47세 기혼 배우자  무 2년
유증상

HIV감염
442 외래 유

#9 남 40세 기혼 이성접촉  유 2년
무증상

HIV감염
1422 외래 유

#10 남 40세 미혼 이성접촉  무 10년이상 AIDS 150 외래
유

2 ) 면담의 내용 분석 결과

   내용분석을 통해 본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는 다음과 같다<표  8>.

① 신체적 요구

    신체적 요구로는 면담자 모두가 만성피로감을 호소하 고 일상 생활이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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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약물 복용 이행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

며, 오심, 소화 장애, 피부 발진, 졸리움, 체중감소, 그리고 두통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감염이후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데 적극적이며, 자신의 

신체 증상에 매우 민감하고, 대체/보완 요법에 관심이 많았다.   

 ② 정신적 요구

    정신적 요구를 HIV항체 검사 결과 통보 전, 감염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 치

료 과정 중의 3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검사 이후 감염 사실을 통보 받기 전까지의 심리적 상태는 병원에서는 HIV항체 

검사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명의 사례만 정리하면,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보다도 더 심한 불안과 공포감이 들었다고 한다. 

HIV감염인이 처음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의 반응은 놀라움과 충격이었

으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표현하 고, 감염 통보 이

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절망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었다. 이 기간에 HIV감

염과 관련된 신체적 고통이 뒤따른 경우는 치료도 받기 싫고 ‘그냥 죽고 싶었다’

고 하 으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 시기에는 심한 자살의 유혹을 느꼈다

고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감염 제공자에 대한 심한 분노와 증오

심을 갖게 되는데. 한 면담 참여자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성관계를 가졌던 동성애

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 으로 며칠 동안 찾아다녔다고 하 다. 감염이 비규범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

한다’ 하 다. 이 시기에 가장 ‘털어놓고 의논할 상대’가 필요했다고 하 으며, 정

신과적 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했다고 하 다.    

   감염 사실를 안 이후 본격적인 치료과정에 들어서면 참여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수용을 한다. ‘어쩔 수 없지. 운명이다’, ‘암이든 교통사고든 죽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는 식으로 대부분 절망감과 체념에 가까운 수용을 하게 된다. 게

다가 이 시기부터 가정이나 친구, 직장에 자신의 질병이 노출될까봐 두려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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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감염시킬까봐 불안해하기도 한다. 

   질병을 수용한 이후는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감염 사실의 은폐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격리된 삶을 살고 있

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느낀다. 그리고 감염 사실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에 더 심한 죄책

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데, 이때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죄책감

으로 인한 자포자기의 심정보다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은 생활을 열

심히 살아야 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

다고 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질병에 대해 수용한 이후 질병의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

처하여  다른 HIV감염인의 예후나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건강 관리나 질병 치료에 더 적극적이게 된다. 질병에 대해 은폐하려는 요구는 지

속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등도 지속된다.   

③ 사회적 요구

    질병치료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우선적 사회적 요구이며, 감염인들의 

인권 존중이나  법적인 권리 보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AIDS에 대한 사회

적 편견으로 인해 감염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교육적 요구

    교육적 요구로 참여자는 질병의 예후나 자신의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의 관련

성,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대체요법 등 정보에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개인마다 질병과 관련된 지식이

나 정보의 수준의 차이가 크나, 질병 단계나 면역 상태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

구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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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내용분석을 통한 참여자의 건강요구                              N=10

범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신

체

적

요

구

투약과 

관련된 

부작용/

불편감

(4)

이 약을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를 해주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

도대체 이 약 먹으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네요. 

먹기만 하면 다 토하고 이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 거려요. 

온몸에 여기저기 열꽃이 피고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고 그래요

자주 졸려요. 약을 먹은 이후 오히려 머리가 어지럽고 나른해요

자신의 몸을 

보호함

 (7)

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

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옆에서 기침하고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되요.

식욕이 없어서 얼마 전부터 운동을 하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더라구요. 

피곤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일을 해요

감염이후의  

성생활

(9)

병명을 안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번도 가지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가 않

더라구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HIV감염자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여요.

감염자가 되면 어차피 별로 성욕이 없어지고 발기부전 같은 것이 생겨

서 생각이 없어요. 

피로감

(10)

생활하는 데 제일 불편한것은 피로예요, 졸립고 피곤하고, 1년내내 몸

살기운이 있어요. 피로가 싸여서 제대로 일하기가 힘들죠.

감각장애

 (3)

눈이 침침하고 안보이기 시작하는 게 ,  안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예요.

피부통합성

장애(3)
얼굴이 검어지는 것 같아요. 불긋불긋한게 나고 가려워요.

운동장애

  (4)

손발이 여기 저기 저려요. 무릎이 아프고 관절염 증상같아요. 

오래 걷는게 힘들어요

발열감(3) 감기 기운이 있는 것같이 아프고 열이 나요.

궤양(2) 입안이 헐었어요. 속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처음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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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

/의심

(3)

만약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면 HIV양성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염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리벙벙했죠.

검사 결과가 확실한 것인지도 조금 의심이 가요. 그래서 

퇴원후에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신 

심 리 적

요구

감염제공자에 

대한 

원망/증오감

 (9)

죄책감

자살충동

  (4)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함

  (4)

정신상담의 

필요성

(2)

남편이(감염제공자)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렇게 남 

마음 아프게 한 일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 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고 어리벙벙했죠. 이런 병은 TV에서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가정주부도 걸리는 

구나싶고 

나를 감염시킨 상대자(동성연애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서 

한동안 그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어요.

  

제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겼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혹이죠. 유혹을 못이겨서 

이렇게 된거죠. 저희 집이 아파트 꼭대기인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몇 번 느꼈어요. 그리고 3-4개월 되니까 어떡하겠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처음 3-4개월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는 데 그러는 동안 

위로를 받거나 힘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AIDS라는 

병은 감염내과 선생님말고도 정신과 의사가 같이 치료하는 

주치의가 2명 필요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자가 자기 

정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게 치료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한 달정도는 저의 경우도 매우 

심각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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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질병의 

예후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5)

불안감과 

공포(6)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열이 더 나고 몸도 

더 아픈 것 같았어요. 확실히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쩌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차라리 이렇게 아프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불안에 떨며 걱정을 많이 했죠.

앞뒤 분간이 안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있죠. 밥도 못 먹고 

숨만 쉬는 상태 어요.

정신 

/ 적 

요구

현실의 

수용

(8)

현재생활

에 대한

 만족감

(3)

어차피 암에 걸려 일찍 죽을 수 도 있는 데 운명이다 어쩔 수 없

다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해서도 한 달만에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가 참 대견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고. 

 같이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아빠(감염제공인)인데.

 애들 혼사문제도 있고 저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많이 기도하고 우선 당면한 과제가 건강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해요. 

 특별히 많은 것을 욕심내지는 않아요. 지금하고  있는 일 하면서 

조용히 건강하게 살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감염인으로 사는 

동안 치료제가 나오면 좋구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예요. 

지금의 일 열심히 하고요. 감염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종교적 

지지

(2)

 의사선생님과 엄마가 같이 기도해주고 하니까 죽는 것도 미안하

고 그랬어요.

 제가 나은 것은 기도의 힘이 크죠

교회에 다니는 일이 종교라기보다 생활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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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빈도(명

)

참여자의 표현

사

회

적 

요

구

노출에 대한

거부 /

은폐 요구

(9)

보건소 직원 이외에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가족에게 

원히 알리고 싶지 않아요

이 방에 들어오는 음식 날라다 주는 아주머니나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리

고 원무과 직원까지 내가 AIDS라는 것을 다 알더라구요. 의사나 간호사

는 알아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왜 원무과 직원까지 알아야 하나요? 원

무과 직원에게 당신이 내 병명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전산에서 이름 

옆에 진단명이 다 써있으므로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료

진이 아니면 진단명까지 정보가 누출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많은데 병원직원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수준이 다

르고 저 같은 사람은 좀 특별히 관리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

이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마다 회진시간에 담당의사가 학생들까지 10명씩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도 거의 3-4일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이 병원

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AIDS진단 받고 거의 100여명 되는 사람들

이 그 사실을 알고 내 얼굴을 보고 갔다는 건데 기분이 나쁘고 이래도 

되나 싶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요. 그리고 간호사도 열 댓명이 그렇게 꼭 돌아가면서 하고 인턴도 자주 

바뀌고 그래야 되나요? 전문 간호사, 전문 인턴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도 몰라요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죽으리라 결심했어요.

 

낙인에 대한

 두려움

(9)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에이즈에 대한 생각이 너무 편협하고 아직도 게이

들이나 성적으로 방탕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만 걸리

는 병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HIV 감염자라고 알면 모두 

저를 거부 할 것이예요. 저 때문에 가족이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죠.

아마 어머니는 충격을 못이겨 돌아가실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알리

지 않을 계획이예요. 가능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어요.

사회적 

고립감

(8)

이제는 처지가 다르잖아요.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되요.

친한 친구/가족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짐을 지워주는 거니까 말할 수 없죠. 답답하지만 할 수 없죠.  나같이 살

면 이렇게 된다고 애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나는 어차피 이병으로 죽을거 알려지면 어떻고 안 알려지면 안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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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사

회

적

요

구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저는 두가지 벽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HIV 감염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성연애자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은 전

혀 모르고 친구들은 몇 명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살고 있는 대

학 친구는 동성애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HIV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도 많잖아요. 

사회적 불이익

(2)

 감염자 관리를 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방역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HIV감염자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다수의 건강한 사람을 위한 

관리라는 의미이니까, 감염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지요.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당하다거나 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이 우리 나라에 

있는 지요? 

재정적 어려움

(8)

 HIV감염 자체는 감염자 개인의 문제니까 AIDS치료제에 대한 재정

적 지원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요

 약값 검사비 다 너무 부담이 되요. 눈검사를 하고 갑자기 20만원을 

내라고 하는 거여요. 약값이랑 해서 이미 50만원넘게 냈는 데.감염 사

실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돈도 벌어야 하

구요.  돈이 제일 걱정이예요.

보건의료인의

부정적인 태도

(3)

 보건소 직원은 사람들도 계속 바꿜테고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로 

권위적이고  자신은 시키는 일할 뿐이라는 태도이지 무엇인가를 해주

어야 겠다는(서비스정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4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받고 CD4+세포수

를 체크하는 다른 간단한 건강검진도 받으면 미리미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검사하고 다른 문제없나요 로 끝나지 않고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알죠. 저 말고 다수

의 다른 환자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래요. 제가 다른 환자랑 입

원할 경우 제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 당함)

 의료진에게 거부당할 때 가장 AIDS라는 병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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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사

회

적

요

구

감염인모임

에 대한 

 양가감정

(10)

 

서로 하소연이나 하고 푸념이나 늘어놓는 것이 별로 생산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저랑 성관계를 하 던 사람(그 사람으로부터 전염

되었으므로)을 만나면 제가 어떤 감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더  속상하고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감염자나 환자들의 모임에 나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생생히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의사들이 아무리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

고 환자를 많이 보았어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상 환자 자신만큼 

간절하지는 않잤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감염인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친해지

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도 듣

고 그랬는데.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 질투하거나 하면 저같이 상처만 받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모이니까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모임이라는 것이 서로 뜻이 맞고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뚜렷하지 않거나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시기 질투하거나 하면 사이

만 나빠지고 하잖아요.

나가봤자 망신이고. 아는 사람 만나면 서로 곤란하니까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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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교

육

적

요

구

낙후된 

공적 정보

(3)

저는 컴퓨터를 만질 줄도 모르고 TV에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정도죠.

 보건소 직원이 가져다 준 책도 잘 안 읽게 되더라구요.

워낙 못 배워서 바이러스  이런 말도 몰라요

 보건소 직원이 몇마디 물어보더니 더 이상 별로 알려줄것도 없다고 하

더군요 실제로 제가 HIV 양성반응이라는 사실을 보건소직원에게 통보 

받고 무슨 교육책자 같은 것을 몇 권 받았을 때는 HIV검사를 한 이후

에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본 뒤 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보건소 직원의 말들도 잘 안 믿어요. 이야기하는 것이 다 피상적

이고 그 사람도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저보다도 모르

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 보건소 직원인

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최신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같은 것도 알

고 있어서 제대로 병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정확한 

정보

(5)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편한데, 인터넷에 올려  

진 들이 사실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는 HIV/AIDS를 전문적으로 제대로 공부한 의사가 없대요. 

우리 나라에서 HIV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호주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대요. 검사가 여러 가지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HIV약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쓰

지 않는 것이 많대요. TV에서 아무리 떠들고 무서운 병이라고 했어도 

피(혈액)로만 전염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말들이 그냥 루머이지 확실하지 않은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DS라는 병 자체가 음모일 뿐이라는 병자체를 

부정하는 말들도 있고요. 검사 결과가 틀릴 수 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

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말도 있구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게 느껴져요. 인터넷에 안티 

에이즈 사이트도 있어서  부정하는 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 데  처음

에는 혹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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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개념

빈도(명)
  참여자의 표현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원의 부재

(7)

현재의 증상이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고 간

지러운 증상이 )약물의 부작용인지 AIDS병 자체 때문에 그런건지 궁

금해요. 최신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같은 것도 알고 있어서 제대

로 병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계속 살아도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지가 항상 제일 의문스럽죠

 궁금한 것은 많은데 어디 맘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죠. 참았

다가 병원 외래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그때 물어볼 수가 없으

니 갑갑하죠.

교

육

적  

요 

구

감염인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의 부재

(5)

 HIV감염 양성임을 알고 고의로 다른 사람과 전염 가능한 행위를 하

을 때 형사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외에 다른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감염인이 알아야 할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의로 HIV를 감염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권리나 의무에 대해 제

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

(6)

자원 봉사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마요네즈나 계란이 AIDS바이러스

를 더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꼭 치료제가 안 나왔어도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홍삼이 HIV/AIDS환자들에게 좋다고 들

어서 홍삼 엑기스를 먹는데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그러는데 식초가 곰팡이를 없애준다고 하대요. 그래서 여기저

기 가려운데 식초를 바르곤 해요.

그것 말고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음식이나 약 등에 대해서 관심

이 많은 데 과연 믿을 만한 것이지 좀 의심스러워요. 언젠가 인터넷

에 AIDS환자에게 좋은 식단이라는 주제의 이 올라 매우 관심있게 

봤는데 우리 나라 음식이 아니라 먹을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외국의 

그런 사례나 연구들 중 도움될만한 것을 소개하는 신뢰할 만한 사이

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는 아직 환자도 적고 자신의 병이 

아니면 누가 관심 있게 연구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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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이용하 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요구는 설문지 조사 결과 총 88점 중 

30.58점(±4.53), 전체 평균이 1.39(±0.68)이었으며, 정신사회적 요구는 설문지 조사 

결과 총점 92점 중 55.20(±4.64)점이었으며  평균 2.40(±1.01)으로 신체적 요구보

다도 정신사회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신체적 요구는 중간값 이하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본 도구를 사용한 Berk(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Berk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도의 HIV감염인이 제외된 결과일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 다. 그러나 HIV감염인의 경험이나 고통 등을 조사한 많은 질

적 연구들의 결과(Moore et al, 1994; Martin, 1988; Laschinger & Bourbonnais, 

1999)에서도 일련의 질병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고통 못지 않게 이들이 겪는 정신

사회적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IV감염인의 정신사회적 요구의 충

족에 초점을 맞춘 지지적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요구에서 신경계/소화기계 기능 부분이 총점 

24점 중 8.09점(±3.23)이고 평균은 1.34(± 0.53)점이 나왔으며, 항목별로는 섭취

(Intake)의 항목의 요구(1.7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배설/신체적 활동/ 감

각 기능의 부분에서는 총 36점에서 13.40점(±5.96)이고 평균 1.48점(± 0.66)으로 

나왔으며, 9개의 항목 중 감각 항목의 평균이 1.93으로 제일 요구도가 높게 나왔

다. 기타 항목으로는 기도 개방성, 호흡, 심혈관기능, 성기능, 월경, 전해질 균형

(assimilation), 피부 통합성 등 7항목이 있는데, 이들 중 기도개방성에 대한 요구 

가 1.7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내용분석 결과 면담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 고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

도 있었다. 이는 기존의 HIV감염인의 신체적인 증상이나 고통을 조사한 연구

(Hurley & Ungvarski, 1994; Holzemer et al, 1999; Laschinger & Bourbonnais, 

1999)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들의 신체적 증상은 질병 단계나 기회감염질환에 따

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나 대체적으로 근육통, 관절통 등의 통증이나 허약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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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감, 집중력 상실, 우울감, 기억력 상실, 불안감, 지남력 상실 등의 혼돈/스트레

스, 발열, 오한, 야간 발한 등의 발열감증상, 복통과 설사등의 위장관계 불편감, 안

정시 호흡곤란, 활동시 호흡 곤란, 천명 등의 호흡기계 불편감,  식욕 상실, 오심 

구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신 사회적 요구로는 정신 사회적 /재정적 지지는 6개 항목으로 총 24점 중, 

15.21점(±4.57) 평균 2.53(±0.76)이 나왔으며,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2.93으로 

가장 평균값도 높고 편차(±0.87)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체적 요구

와 정신 사회적 요구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경제

적인 상태(월수입) 으며(p < .01), 질병 관련 특성 중 질병 단계, 면역 상태(CD4+

세포 수/μL), 기회 감염의 유무 그리고 항레트로바이러스억제제 복용의 유무 등

이 유의한 차이/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질병의 이환 기간, 

HIV/AIDS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수, 치료 형태(외래환자/

입원 환자) 그리고 주돌봄자(caretaker)별로는 건강 요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결혼 상태는  가정 내에서 가족의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건강 요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고 예상되었으나 결혼 상태 별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동거 형태가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건

강 요구에 많은 향을 끼치리라고 예상하 으나, 동거 형태에 따른 건강 요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거 형태나 결혼 상태와 관계없이 감염 사실

을 동거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심지어는 부부인 

경우에도 배우자인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가족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서는 아무런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의 유무가 대상자가 질병에 적응하는 과정 등에 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예

상하 으나, 종교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항레트로바이러스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비록 후불로 지급되기는 하나 한 달에 

40-50만원의 약값이 들며, 이들의 면역 상태와 약물 효과를 볼 수 있는 검사 

(CD4+/CD8+, HIV-RNA검사)등이 보험 혜택이 되지 않게 되어(1회비용; 10-20만

원) 면담자들의 전원이 정도의 차이일 뿐  경제적 부담이 질병 치료 과정에서 큰 

문제라고 호소하 다. 이는 HIV 감염인이 겪는 경험이나 고통 등을 조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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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어진 다른 질적 양적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edham, 1995; 

Berk et al, 1995; Hurley & Ungvarski, 1994, Laschinger, 1999). Berk(1997)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여 386명의 HIV감염인을 대상으로 건강요구 예측인

자를 조사하 는데 유일하게 경제상태(월수입)와 직업이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또

한 국내의 HIV감염인의 사회복지적 요구에 대한 조사연구에서(정민 , 2000; 이예

숙, 2001)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 상

태(월수입)와 건강 요구와의 상관관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며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공적인 사회적 지지를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억제제의 복용의 유무에 따른 건강 요구의 차이는 경제적인 

상태 뿐만아니라  약물에 따른 부작용과 약물 복용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 수도 있다. Ele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면역증가와 

HIV 바이러스 수의 감소등 직접적인 이로운 효과에도 불구하고, 약물부작용과 여

러 가지 약물을 병합하여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등을 이유로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며, 결과 약제 내성 발현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고 하 다.

    미국 질병관리센타는 HIV와 관계된 임상 상태를 분류하는데 CD4+임파구 수

가 임상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여 HIV감염에 대한 분류 체계에 CD4+임파구 수를 

포함시켰다. 1993년 이후로 CD4+임파구수가 200/㎣보다 적거나 CD4+임파구 수 

퍼센트가 14%이하인 사람은 AIDS surveillance환례 정의에 속하게 되었다. 대부분

의 연구에서  CD4+임파구의 낮은 수준과 AIDS 기회 감염 발생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 다(Osmond et al, 1993; Apolonio et al, 1995; Mellors et al, 1997). 본 연

구에서의 CD4+ 세포 수와 건강 요구와의 상관관계의 유의한 결과는 자료 수집 

대상자가 적어서 일반화에 제한이 있지만 CD4+세포 수가 HIV/AIDS환자의 생리

학적 질병 단계를 나타내고 약물 치료의 시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의한 지표임

과 아울러 HIV감염인의 주관적인 정신 사회 건강 요구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힘으로써, 이들의 CD4+세포 수 검사 결과를 HIV대상자의 상담, 정서적 지지, 사

회적 지지 등의 간호 중재 프로그램등을 단계별로 중재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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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막염 증세와 입안의 궤양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이미 거대 바이러스나 칸디다균 등

에 의한 기회 감염이 진행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건강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준명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HIV 감염인의 

역학적 임상양상을 살펴보면 기회 질환 발생 중 칸디다증이 18.4%로 가장 많았고,

그중 구강 칸디다증이 20.5% 으며, 나머지는 식도 칸디다증이라고 하 다.   

    HIV감염인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인 중재라는 연구들을 통하여(Hall, 1999; 

Kenneth, 1996; Theorell, 1995), 감염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질병에 관하여 털

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받아서 정신 사회 

건강 요구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하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는 이들의 감염 사

실이 노출된 가족이나 친구의 수는 정신 사회 및 신체적 건강 요구와 유의한 상

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염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노출된 경

우 ‘변함없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에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출 이후

에 이들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IV감염인

의 삶의 질에 관한 이순희(2000)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가족이나 친구의 유대 관계

가 친 한 한국적 상황을 반 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노출된 

가족이나 친구의 수와 건강 요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노출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질병 이환 기간과 정신 사회 및 신체적 요구에는 아무런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자료 수집 대상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할 수는 없

지만, 국내 HIV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 의하면(최병선 외, 2000) 감염통보 

단계에 이미 HIV감염이 진전되어 CD4+세포 수가 상당히 줄어든 AIDS의 병기에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 등 처음 감염 통보 당시 대상자의 신체적 면역 상

태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 HIV감염자가 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병기 단계별로 정신 사회 신체적 요구 등이 다양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1981년이래 미국의 AIDS감염 추세를 보면 감염 경로 별로 처음에는 동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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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들의 문제에서 정맥용 약물 남용자의 문제로 전환되었다가 이제는 정맥용 약

물 남용자를 포함한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AIDS관련 문제의 취약 대상은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성 관계 집

단이 될 것이며 특히 여성과 그 자녀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ortillo, 1996). 우

리 나라의 경우 전체 감염자중 여성의 비율은 12%로(보건복지부, 2002) 전세계나 

미국에서의 여성 감염자의 비율보다 적으며 수직 감염에 의한 유아의 감염 사

례는 2건(보건복지부, 2002)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감염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확률적으로 보아도, 1회의 성 관계 이후  HIV에 감염될 확률이 남성보

다 여성이 더 높으며, 성 관계에 의한 감염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그에 따른 여

성과 어린이의 HIV/AIDS의 노출은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32명의 응답자 중에서 7명이 여성이었으며 이 중 4명은 남편에 의해 감염되

었고 나머지 미혼 여성 2명만이 배우자 외의 남성과의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 다. 이 중 심층 면담을 시행한 한가지 사례의 경우 남편으로 인한 감염 사

실을 안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으나 경제적인 이유, 자녀 양육, 본인과 남

편의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의 문제로 현재 부부가 같이 외래 진찰을 받으며 생활  

중이다. 다른 한 사례의 경우는 남편과 이혼 중에 검사를 받아 보라는 보건소의 

연락으로 감염 여부를 알게 된 경우인데 오히려 감염 사실을 안 이후에 남편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자녀의 결혼 문제로 다시 재결합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두 사례의 경우 모두 먼저 감염된 남편은 무증상 감염 단계이나 부인의 경우 

HIV/AIDS로 인한 임상 증상이 두 가지 이상 있고 CD4+세포 수가 200이하인 

AIDS단계로 더 질병이 이완된 상태 다. 또 한 사례의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감

염 이후 임신을 하여 자료 수집 기간 중 연구자가 근무하는 병동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여아를 출산하 다. 이 사례의 경우도 여성의 경우 남편보다 더 뒤에 

HIV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D4+세포수도 낮고 약물 복용 후인 HIV-RNA갯

수도 더 높다. 나머지 한 사례만이 먼저 감염된 남편이 기회 감염인 페렴으로 인

하여 먼저 사망하 다. 또한 질문지 응답자 중의 1명은 기혼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은 자신이 병원 외래에 당뇨병 때문에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대

답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부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과의 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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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귀찮아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 다. 이미 남편에서 의해서 

감염된 여성 뿐만 아니라 이들 기혼 감염 남성의 배우자도 가장 감염성이 높은 

위험 집단으로 건강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안정도 중요하지

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기혼 남성의 감염 사실은 배우자에

게 기본적으로 알려져야 함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32명의 자료 수집 면담을 통해 감염 이후 가장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

던 기간은 25명이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다고 하 다. 다른 1명은 폐렴으

로 병원에서 입원 중 “ HIV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 ” 라는 회진시 의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질병이 AIDS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HIV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의사의 통보를 직접 듣기까지의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제일 

불안과 공포가 심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AIDS예방 협회의 인터넷을 통한 상담실

의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것은 AIDS감염이 우려되는 성행위 이후

에 자신이 AIDS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AIDS질병의 증세와 진단 방법 

등을 문의하는 내용이 제일 많다. 이 과정에서의 불안과 신경증 적인 증세가 심할 

경우 정신과에서는 HIV phobia라고 하며 Mill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의 

경우 실제로 검사 이후 HIV음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성인 감염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신경증 적인 증세가 높다고 하 다. 

    32명의 자료 수집 대상자 중 5명은 HIV/AIDS로 인한 질병의 치료과정중 신

체적인 고통이 심했을 때 역시 불안과 공포도 제일 극심했다고 말했다. 그 5명중 

3명은  면담 이후의 이차감염(폐렴)으로 인하여 인공 호흡기 치료까지 받다가 사

망하 고, 다른 2명은 인공 호흡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현재 외래 치료 중인

데 이들은 열이 나면서 호흡곤란이 심했던 인공 기도 삽관 직전의 상황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서 자살의 유혹이 심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AIDS에 

걸렸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고 했다.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후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이 감염자 본인이 질병에 적

응하는 과정 중 가장 정신 심리적 고통이 심했다고 대답하 는데, 대중매체를 통

해 알고 있던 질병 자체의 심각성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이외에도 감염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에게 알리고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사실과 감염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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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위에 알려졌을 때 자신이나 가족이 받을 충격과 주위의 냉대 편견 등에 대

한 걱정과 같은 외부에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다고 하 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법에 HIV감염 검사 전 검사 이후, 검사 결과 통

보전, 검사 결과 통보 이후, 각 각 단계별로 반드시 심리 상담을 같이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HIV감염 통보를 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자격 요건도 제시하고 

감염 사실 통보시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할 사항까지 조항별로 명시되어 있다. 이 

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감염 이후의 치료나 관리 외에 감염자들이 HIV

감염 양성 반응이라는 통보를 받아서 자신의 질병을 수용하고 적응하기까지의 과

정에 대한 지지적 치료나 상담 등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

족의 수와 자료 수집 대상자의 정신 심리적 요구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지는 못하 지만, 

HIV/AIDS환자의 질병 적응 과정에서 지지적 상담은 면담 결과 가장 필요한 중재

다.

  감염 사실을 안 이후 성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문지 응답이나 면담시 모든 

면담자 중 기혼 감염자를  제외하고 모두 일체의 성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 감염 이후의 성생활은 대상자 개인의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의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전파 행동이기 때문에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았든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 접촉이 중요한 감염 경로이며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

고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 항의 내용을 이미 사

전에 주지 받았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추측이다.

    HIV감염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에 앞서 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감

염에 대한 노출이 대상자 본인에게 있어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Alonzo와 Reynolds(1995)는 HIV/AIDS환자들이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려는 차원에

서 그러한 사실을 감추려 하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만 나타난다고 하 다. 

첫째 감정적으로 지치게 되고 둘째, 진단에 대한 비 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은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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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될 것이다. 셋째는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다가 HIV라는 감염의 사

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위험이 있

다고 하 다. 따라서 HIV감염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 그 밖의 동원 

가능한 지원 체계로부터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으려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감염 사실의 노출이 필요하며, HIV감염인에 대한 비  유지와 함께 이

러한 시의 적절한 노출 과정에서의 도움 또한 HIV/AIDS 간호에 있어 중요한 사

회적 지지로서의 간호 중재라고 생각된다. 

   Theorell(1995)등은 유용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 HIV 감염인의 CD4+세포 수

등 면역 상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예상 하에 5년간의 연구 기간 후

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은 개인이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은 개인보다 

CD4+세포 수에 더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나, Siegel (1994)등의 

연구에 의하면 동성연애자의 경우 HIV감염인간의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질병과 

관련된 감정이나 안녕에 부정적인 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하여 서로 다른 결과

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10명의 면담자 중 1명만이 감염인 모임에 참석했던 경

험이 있으며, 2명의 대상자는 감염인 모임에 대해 부정적이고 2명의 대상자는 긍

정적으로 생각하 으나 막상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 다. 나머지 5명의 대상자들은 감염인 모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생각이  

있으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에 대해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1명의 

대상자의 감염인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발언은 감염인 모임을 중재

적 도구로서 제언하려 했던 본 연구자에게 새로운 발견이었고, 모임의 목적이 어

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적인 인간관계가 형성

되는 데 있어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알력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서, 자아가 약한 대상자의 경우 비효과적인 

치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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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HIV감염인의 한국 상황에 맞고 우선 순위가 높으며, 비용 효과적인 

간호 중재 전략을 마련하기에 앞서, HIV감염과 AIDS라는 질병과 관련된 대상자

의  건강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용 분석법과 설문지법을 사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시내 일개 대학 병원에 입원/외래 진료 

중인 HIV감염인 32명을 대상으로 chart review와 대상자에 의한 설문지 도구 작

성으로 자료 수집을 하 으며, 사전 동의를 얻은 10명을 대상으로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 면담을 시행하 다. 설문지법에 사용한 도구로는 

Berk(1994)에 의한 Health care needs scale for patients with HIV/AIDS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요구는 설문지 조사 결과 총 88점 중 30.58점(±4.53)이었으며 전체 

평균이 1.39(±0.68)이었다. 신경계/소화기계 기능 부분이 총점 24점 중 8.09점(±

3.23)이고 평균은 1.34(± 0.53)점이 나왔으며, 항목별로는 섭취(Intake)의 항목의 요

구(1.7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배설/신체적 활동/ 감각 기능의 부분에서

는 총 36점에서 13.40점(±5.96)이고 평균 1.48점(± 0.66)으로 나왔으며, 9개의 항

목 중 감각 항목의 평균이 1.93으로 제일 요구도가 높게 나왔다. 기타 항목으로는 

기도 개방성, 호흡, 심혈관기능, 성기능, 월경, 전해질 균형(assimilation), 피부 통

합성 등 7항목이 있는데, 이들 중 기도개방성에 대한 요구 가 1.7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내용분석 결과 면담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 고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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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약물 복용과 관

련하여서는 대부분이 약물 복용 이행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며, 오심, 

소화 장애, 피부 발진, 졸리움, 체중감소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감염이후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데 적극적이며, 자신의 신체 증상에 매우 민감

하고, 대체/보완 요법에 관심이 많았다. 

둘째, 정신사회적 요구는 설문지 조사 결과 총점 92점 중 55.20(±4.64)점이었으며  

평균 2.40(±1.01)이었다. 정신 사회적 요구로는 정신 사회적 /재정적 지지는 6개 

항목으로 총 24점 중, 15.21점(±4.57) 평균 2.53(±0.76)이 나왔으며, 건강 행위/사

회적 지지의 경우는 총 24점중 16.75(±4.35), 평균 2.79(±0.72) 건강 관리 하부 요

인의 경우는 24점중 12.71(±4.59) 평균 2.11(±0.76)이 나왔다. 정신 사회적 /재정

적 지지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2.93으로 가장 평균값도 높고 편차(±

0.87)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행위/사회적 지지의 부분에서는 불편감과 안

녕에 대한 요구가 3.12로 가장 컸으며, 건강 관리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에 관한 

요구도 2.56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정신 사회적요구 전체 중에서 동기화

의 평균이 1.90, 기술적 능력에서의 요구도의 평균이 1.96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기타 항목으로는 식사, 흡연, 가족 체계, 성, 성생활이 있으며 이들 중 가족체계

에 대한 요구도 2.5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면담결과 내용분석을 통해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부터 약 한 달간 가장 심

한  불안, 공포, 그리고 절망감 등을 경험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시기에 털어

놓고 상담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 으며, 그 이후 자신의 질병에 대해 수용

하고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감염 사실에 대한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고립감등을 호소하 다. 정신적 요구를 HIV항체 검사 결과 통보 전, 감염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 치료 과정 중의 3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검사 이후 감염 사실을 통보 받기 전까지의 심리적 상태는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보다도 더 심한 불안과 공포감이 들었다고 한다. 

HIV감염인이 처음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의 반응은 놀라움과 충격이었

으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표현하 고, 감염 통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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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절망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었다. 이 기간에 HIV감

염과 관련된 신체적 고통이 뒤따른 경우는 치료도 받기 싫고 ‘그냥 죽고 싶었다’

고 하 으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 시기에는 심한 자살의 유혹을 느꼈다

고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감염 제공자에 대한 심한 분노와 증오

심을 갖게 되는데. 감염이 비규범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하 다. 이 시기에 가장 ‘털어놓고 의

논할 상대’가 필요했다고 하 으며,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했다고 하

다.    

  감염 사실를 안 이후 본격적인 치료과정에 들어서면 참여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대부분 절망감과 체념에 가까운 수용을 하게 된다. 게다가 이 시기부터 가정

이나 친구, 직장에 자신의 질병이 노출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감염시킬까봐 불안해하기도 한다. 

  질병을 수용한 이후는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거나 극히 제

한되어 있으므로, 감염 사실의 은폐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격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느낀다. 그리고 감염 사실이 비

도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일 경우 감염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에 더 심한 죄책감

과 수치심을 느끼는 데, 이때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죄책감으

로 인한 자포자기의 심정보다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은 생활을 열심

히 살아야 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 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질병에 대해 수용한 이후 질병의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다른 HIV감염인의 예후나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건강 관리나 질병 치료에 더 적극적이게 된다. 질병에 대해 은폐하려는 요구는 지

속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등도 지속된다.   

사회적 요구로는 질병치료와 관련된 경제적인 요구가 가장 우선이며, 감염인 들의 

인권의 존중이나 법적인 권리 보장, 재정적 지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감염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요구도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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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셋째, 설문지도구 결과 질병에 대한 이해력이나 기술적인 능력의 항목에서 낮은 

요구 도를 나타낸 반면, 심층 면접결과에서는 질병의 예후나 자신의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의 관련성,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대체요법 등 정보에의 요구가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불안감등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개인마다 질병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의 

차이가 크나, 질병 단계나 면역 상태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었

다.  

넷째, 설문지 응답 결과, 정신 사회적 요구와 신체적 요구에 향을 주는 주 요인

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경제적인 상태(월수입) 으며, 질병 관련 특성 

중 질병 단계, 면역 상태(CD4+세포수/mm3), 기회 감염의 유무 그리고 항레트로바

이러스억제제 복용의 유무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그밖에 질병의 이환 기간, HIV/AIDS감염의 노출 정도(HIV감염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수), 치료 형태(외래환자/입원 환자) 그리고 주돌

봄자(caretaker)는 건강 요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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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1)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대상자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

서 서술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띄지 못하므

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2) 연구 도구 자체가 척도의 등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등간화시킨  

도구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 타당 도와 구성 타당 도를 거쳤기 때문에, 도구의 일

반화 수준이 낮고 상관관계 분석 등의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 제한이 있다.

3) 질문지 중 성 관계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워낙 성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국내

의 사회 분위기와 함께 감염자의 관리 과정에서 의도적 성접촉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익명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 연구 결과에 반 되었을 수도 있다.

4) 실제로 감염 이후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노숙자

에 가까울 정도로 지지 체계가 부족하며,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

회 감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질문지에 응답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 

5) 서울 시내 일개 대학 병원의 외래/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HIV

감염인으로 보건소에만 등록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의 무증상 감염자의 건강 요구

는 조사되지 못하 다.

  

   위와 같은 많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1) 자료 수집 대상자 32명 모두 본 연구자가 질문지 작성 후에 면담 과정을 거쳤

으며, chart review와 함께 신체적 요구 항목의 작성을 위해 간단한 신체 검진을 

거쳤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있어 도구의 일관성을 유지되고 내용상 비교적 정확

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2) 입원 환자인 대상자의 경우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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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담당 간호사로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나머

지 외래환자의 경우는 외래 진료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와

의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요구 파악이 보다 더 질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

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32명의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의 질병과 관련하여 털어놓고 이야기 할 사람

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이들이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감정을 정리하여 표현하고 연구자는 경

청하는 자료수집 과정 자체가 다른 중재가 수행되지 않았어도 대상자에게는 치료

적 간호 중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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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 본 연구의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많은 수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된 연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2.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매우 높으나 보건소 직원이나 의료진, 외래 간호사

가 실제로 이들의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를 충족 시켜 주지 못하는 등 공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 익명이라는 가장 큰 이점 때문에 감염인 이나 환자 중 많은 사

람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실제로 선호하 다. 기존의 에이

즈 예방 협회에서 운 하는 사이트는 자료들이 너무 일반적이고 감염인 들이 모

두 아는 내용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들 중 

감염인 또는 환자의 비건강행위나 치료의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오류

를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의 교육 요구에 대한 항목별 초점

을 맞춘 조사를 통해 계속 update된 외국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들을 종합

하여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와 국내에서의 신뢰도 검증을 거친 인터넷 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집단에게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수

단이 되며, 면담 결과 질병의 통보 기간에 따라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 자신의 질

병에 대한 이해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상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에 

앞서 HIV/AIDS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를 사정하고 현재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알 수 있는 교육 요구에 대한 사정 도구의 개발에 대한 연구

와 이의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HIV감염인 에게 있

어서는 대상자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간호 중재가 될 수 있겠다. 

3. 대체 요법에 대한 건강 요구가 높은데, 감염인들 사이에서의 대체 요법들( 홍삼

엑기스, 한방 치료, 발 맛사지, 수지침) 에 대한 HIV감염인 대상자의 면역 강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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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에 항

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등에게 시행되었던 면역력 강화에 향을 끼치는 건강 

행위나 중재 등의 요인에 대해서 HIV감염인 에게도 적용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4. 국가가 HIV / AIDS 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감염인 

이나 환자들이 보건소 직원이나 국가의 보건 정책 등을 불신임하고 부족하게 느

끼는 것은 보건소 HIV /AIDS관리 요원의 소양, 지식, 자질 등에 많은 개인간의 

차이를 보이며, HIV감염인 만 전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소속 직원이 다

른 업무 수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들 업무를 의료인이 담

당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관리 내용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감염의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간호사와 가정 간호사의 역에서 

HIV감염인의 관리를 포함시켜 전문 간호사로서 활동함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이들의 건강요구도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5. HIV감염인 들에 대한 의료인의 의도적/비의도적이든 진료나 치료 행위의 거부

나 태만 등의 태도에 대한 간호 윤리적 철학적 법적 고찰과 연구가 차후 진행되

어야 한다. 

6. 항 바이러스 치료제의 복용의 불이행의 원인은 약값이 너무 비싼 경제적인 이

유도 있지만 약제 내성에 따른 치료의 실패 등과 같은 지식의 부족이나 동기화의 

부족 그리고 환자마다 비 특이적인 약물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치료제 복용의 

불이행은 AIDS환자의 경우 기회 감염의 위험성 못지 않게 중요한 간호 중재의 

역이다.

7. HIV감염인 본인 못지 않게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

에 대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HIV감염인 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지와 건강 관

리를 위한 연구와 중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사회 문화적으로 가족의 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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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폐쇄성이 높아서 이들 가족의 신체 정신 심리 사회적 

문제는 외국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중

재를 통해서 HIV감염인 이 가족 안에서 적응하고 치료받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8. HIV/AIDS의 연구나 치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다학제간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10명의 심층 면접 대상자 중 3명의 대상자가 이미 HIV감염인 이 생기

면 감염 내과와 정신과 주치의 각각 필요할 것 같다고 했듯이 감염 사실을 안 이

후 질병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인 지지를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환자의 여러 가지 자가 증상과 각

종 이차 감염이나 신경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

러 과의 유기적인 협의 진료가 필수적이며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자가 간호를 위

해 가정 간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보건소)와의 활발한 연계가 필요하

다.

 또한 질병의 만성화와 그 사회적인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실험실에서 이루어

지는 백신의 개발에 못지 않게 HIV감염인 을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치료 관리하

고 지지해 줄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의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보건 경

제학, 심리학, 의료 법학 등의 다학제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서 감염자나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care하는 역인 간호학적 관

점과 연구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하겠다.     



- 57 -

Ⅶ. 참고문헌

고흥화(1989). 인간행동의 이해: 심리학의 기초. 서울: 법문사.

기미경(2000). 한국인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자의 CD4+T 임파구수  

     에 따른 자연사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김경혜(2001). AIDS에 대한 간호사의 예방적 감염 관리와 취약성 인지 정도. 이화  

     여대 대학원.

김준명 외(2001) 국내 HIV감염/AIDS의 역학적 및 임상적 양상. 대한 내과학회지  

      61(4) 355-364. 

김은 (2000). HIV감염자의 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서울대 대학원.

민 홍(2000). AIDS관리 행정 인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앙윤옥, 이충민, 김대성(1999). 한국에서의 AIDS감염자/환자 발생 예측 AIDS 7.8  

       10-13. 

대한 감염학회(1999-2000). 감염학의 최신 지견.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2002). 레드리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2001). 유엔 HIV/AIDS특별 총회 참석 결과보고서, The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HIV/AIDS.

이순희(2000). HIV/AIDS환자의 삶의 질. 이화여대 대학원.

이온죽, 김경동(1986). 사회 조사 연구방법- 사회 연구와 논리의 기법. 서울: 박   

       사

이예숙(2001). HIV/AIDS환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  

       대학원.

이철수(2000). AIDS환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와 정책 방향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  

       학원.

장순복, 이창우(1997). 건강 관리자의 에이즈 교육 효과. 대한 간호학회지, 27(1),   

       210-211.

장순복(1993). 에이즈의 세계적 현황과 간호사의 역할. 간호학탐구, 2(2), 118-137.



- 58 -

정민 (2000). HIV/AIDS 환자의 사회 복지적 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  

      행정대학원.

한경숙(1991). HIV/AIDS 환자의 사회 심리적 요구와 국내 AIDS관련법 상의 문제  

     점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최 희(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수문사.

최강원(2001). HIV/AIDS의 치료. 대한 내과학회지, 61(2) 112-120.

최병선 외(2000). 국내 HIV신규 감염자의 발견 연도별 면역학적 특성 분석. 감염  

     32(2), 115-122.

Alonzo A. A. and Reynolds N. R.(1995). Stigma, HIV and AIDS: an explolation  

     and elaboration of a stigma trajectory. Soc. Sci. Med. 41(3) 303-315. 

Anderson, S E. H. (1995). Personality, appraisal and adaptational outcomes in   

     HIV seropositive men and wom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303-312.

Anthony S. Fauci/ H. Clifford Lane, 김준명외 역(1998). 내과학Ⅱ:인간면역부전바  

     이러스 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관련 질환들. 서울:수문사.

Apolonio, E. G., Hoover, D.R., He, Y. Saah, A. J. Lyter, D.W., Detels, R. et     

      al(1995). Prognostic factors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positive     

      patients with a CD4_ lymphocyte count <50/μ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71, 829-836.

Becknell, E. P. & Smith, D. M.(1975). System of nursing practice, Philadelphia:  

      F. A. Davis Company.

Bedham, H. and Wilson, B. J.(1995). HIV and AIDS care: consumer's views on  

      needs and servic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4), 677-686.

Bennett, L., Michie, P., & Kippox, S.(1991). Quantutive analysis of burnout and  

      its association factors in AIDS nursing. AIDS Care, 3(2), 181-192.

Berk, R. A., Baigis-Smith, J., and Nanda, J. P.(1995). Health care needs of       

     persons with HIV/AIDS in various Setting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7(6) Dec. 647-681.



- 59 -

Berk, R. A.(1995). Use of primary caretakers as proxies to measure the health   

     care needs of patients with AIDS. Public Health Nursing, 12(2)            

     109-116.

Berk, R.A., and Nanda, J. P.(1994). Health care needs scales for patients with   

     HIV/AIDS: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5(1), 13-25. 

Berk, R. A. and Nanda, J. P.(1997). Prediction of healthcare needs of persons   

      with HIV/AIDS from preliminary health assessment imformation. AIDS   

      Care, 9(2), 143-158.

Brown, M. A. and Powell-Cope. G. M.(1991). AIDS family caregiving:           

      transitions through uncertainty Nursing Research, 40.(6),                  

      338-345.

Carpenter, C.C.J., Fischl M.A., Hammer S.M., History M.S., Jacobsen D.M.,      

      Katzenstein D.A. et al (1998): Antiretroviral therapy for HIV             

      infection in 1998 : update recommendations of an international nAIDS    

      society USA   panel. JAMA 280, 78-86.

Cole, F. L, & Slocomb, E. M.(1994) Mode of acquiring AIDS and nurses'        

       intention to provide care  Research in Nursing  Health, 17. 303-309.

Demmer, C.(2001). Quality life and Risk perception among predominantly       

      heterosexual, minority individuals with HIV/AIDS. AIDS patient care     

     and Standards, 15(9), 481-489. 

Deuffic, S. & Costagliola D(1999). Is the AIDS incubation time changing? A     

       back-calculation approach.  Standards Medicine, 18, 1031-1047.    

Eelen, J. A. and Mellors, M. P.(1999). Adherence to combination therapy in     

      persons living with HIV: balancing the hardships and the blessing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10(4), 75-84. 

Flaskerud, J. H.(1987). AIDS: psychological aspec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25(12), 9-16.



- 60 -

Grady, C.(1989).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the impact on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Cancer Nursing, 12(1), 1-9.

Hall, V. P.(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gay    

       men with HIV/AIDS: an intergrative review.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10(3), 74-86. 

Holmens, W. C. and  Shea, J. A.(1998). A new HIV/AIDS-targeted quality of   

      life instrument. Medical  Care, 36(2),  138-154.

Holzemer, W. L et al(1998). Assessing and managing pain in AIDS care The    

       patient perspectiv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9(1), 22-30.

Holzemer, W. L et al(1998). Validation of the sign and symptom check-list for  

       persons with HIV Disea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0(5),         

        1041-1049.

Hurley, P. M. & Ungvarski, P. J.(1994). Home healthcare needs of adults living  

        with HIV disease/AIDS in New York C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5(2), 33-40.

Kalichman, S. C.(1998). Understanding AIDS: Advances in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egeles, S. M. et al(1989). Perceptions of AIDS: the continuing saga of AIDS    

       stigma.  AIDS 3, Supple. 1, S 253.

Kenneth, I. P. et al(1996). Adaptive demands along the HIV disease continuum.  

       Soc. Sci. Med. 42(2), 245-256.

King, M.(1989). Prejudice and AIDS: the view 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HIV infection. AIDS Care 1, 137.

Kraegel, J. M. et al(1974). Patient Care System.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Laschinger, S. J. and Bourbonnais, F. F.(1999). The experience of pain in        

       persons with HIV/AID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 61 -

       AIDS Care,10(5), 59-67. 

Lichtenstein, B., Laska, M. K., and Clair, J. M.(2002).  Chronic sorrow in the    

      HIV-positive patient: Issues of Race, Gender, and Socail Support AIDS    

      patient care and Standards, 16(1), 27-38.

Maslow A.(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Harper and Row,         

      London. 

Martin, J. L.(1998).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IDS-related bereavement     

      among gay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56-862.

Mellors, J.W., Munoz A, Giorgi JV, Margolick JB, Tassoni CJ, Gupta P et       

      al(1997).  Plasma viralload and CD4+ lymphocytes as prognostic markers  

      of HIV-1 infection. Ann Intern Med  126, 94-54.

Morse, J. M.(1989).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Maryland, Aspen, Rockville. 

Murray, R. B. and Zentner, J. P.(1985). Nursing Concepts for Health Promotion  

      3rd ed. Newjersy: Prentice-Hall.

O'Dell, N. W. et al(1998) Pre-AIDS physical disability data from the AIDS time-  

       oriented health outcome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 1200-1205.

Osmond, D., Charlebois, E, Lang, W., Shiboski, S., and Moss, A.(1993). Changes  

        in AIDS survival time in two SanFrancisco cohorts of homosexual      

        men, 1983 to 1993. JAMA, 271, 1083-1087.

Pakenham, K. I., Dadds, M. R., and Terry, D. J.(1996). Adaptive demands along  

       the HIV disease continuum. Soc. Sci. Med. 42(2), 245-256.

Perry, S. et al(1990). Suicidal identification and HIV testing.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3, 679-682.

Piette, J. D. et al.(1993). Perceived needs and unmet needs for formal services   

      among people with HIV disease. Journal of Comminity Health, 18(1),     



- 62 -

      11-23.

Portillo, C. J., Stevens P. E., Henry S., Saunders J. M, Corless I. B, and         

      Munjas B. A.(1996). American academy of nursing's HIV/AIDS nursing   

      care summit: the final synthesis. Nursing Outlook, 44(5), 229-234. 

Robinson, F. P. et al(2000). Stress reduction and HIV disease: A review of      

      intervention studies using a psychoneuroimmunology frame work.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 11(2), 87-96.

Scheutz, F.(1990). HIV infection and dental care: view and experiences among   

      HIV seropositive patients. AIDS Care 2,(37).

Siegel, K. and Klauss, B.(1991) living with HIV infection: adaptive tasks of      

       seropositive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7-32

Siegel, K. et al(1994) Psychological well-being of gay men with AIDS:          

      contribu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illness-related network interactions   

      to  depressive mood. Soc. Sci. Med., 39(11), 1555-1563.

Theorell, T., Blomkvist, V., Jonsson, H., Schulman, S., Berntorp, E., and         

      Stigendal, L.(1995). Social support and the development of immune       

      function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Psychosom Med.    

      57(1), 32-36.

Tsasis, P.(2000) The multimensional context of HIV/AIDS patient care.  AIDS   

      patient care and Standards, 14(10), 555-559.

Yura H. & Walsh M.(1978) Human Needs and the Nursing process.            

      Applecton-century- crofts, Norwalk, Conneticut.

Walker, K,. McGown, A,. Jantos, M, et al.(1997). Fatigue,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HIV-positive m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5(9), 32-39.

Weinberger, M. Conover, C. J., & Greenberg, S. M.(1992). Physicians’ attitudes   

      and practices  regarding treatment of HIV infected patients Southern     

      Medical Journal, 85,  683-686. 



- 63 -

Wu, A. W & Rubin, H. R (1992). Measuring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HIV and AIDS.  Physical Health, 6,  251-64.



- 64 -

부록 1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본 설문은 HIV감염인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여, HIV감염인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간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학위 

연구 논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고 솔직한 응답을 통

해서, AIDS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HIV감염인의 당면한 현재의 문

제점과 필요한 요구 사항이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응답하신 설문의 조사 내용은 순수하게 본인의 연구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며,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고, 본 연구 참여 여부에 관

하여 절대 비 을 보장할 것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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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인 사항

♤다음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되고 다른 어떤 곳에도 노출되지 않음을 다시 밝힙니다.

1. 나이        만      세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별거     ⑤사별

               ⑥ 기타

4. 종교        ① 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무교     

               ⑤기타

5. 교육 정도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이상   ⑤기타

6. 동거 형태 ① 혼자 산다       ② 부모와 산다         ③ 배우자와 산다      

             ④ 배우자 및 자녀와 산다      ⑤ 직계의 친인척과 산다

            ⑥ 친구나 동료와 산다         ⑦ 기타(                     

7. 현재 직업    ① 무직    ②자 업    ③ 사무직   ④ 서비스업    ⑤기능직

                 ⑥ 기타                                      

8. 현재 직업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9. 현재 직업이 없다면 마지막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 업    ② 사무직     ③서비스업      ④기능직      ⑤전문직

       ⑥기타                  

10. 월 평균 월수입    ① 50만원 이하    ②  50- 100만원     ③ 100- 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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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귀하는 언제 HIV감염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년         월 

12. 귀하는 HIV감염 여부 검사를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①자의로        ②의료진의 권유로      ③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3.귀하가 알고 있는 본인의 감염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이성간의 성 접촉

           ②동성간의 성 접촉

           ③이성간의 성 접촉인지 동성간의 성 접촉인지 알 수 없다.

           ④수혈

           ④잘 모르겠다.

           ⑤오염된 주사 바늘에 의해서

           ⑥ 기타

14.귀하는 AIDS치료 약물을 복용 중입니까?

   ① 복용 중이다.           ➜ 14-1. 로 가시오

   ② 복용하지 않고 있다.   ➜ 14-2. 로 가시오

14-1. 귀하는 약물을 규칙적으로 의사의 지시대로 잘 목용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15 로 가시오

   ② 그렇지 않다    ➜ 14 로 가시오  

14-2. 귀하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직 치료제를 투약할 단계가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 주지 않아서

  ② 의사가 처방하 으나 약값이 너무 비싸서 계속 먹을 수가 없어서

  ③ 의사가 처방하 으나 약물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임의로 중단함

  ④ 약물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투약 중단하라고 처방 내림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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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약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힘들다.

  ② 약값이 너무 비싸서 계속 복용할 수 없어서

  ③ 약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④ 귀찮아서

  ⑤ 기타(                                                       )

15-1. 귀하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아는 분은 누구이고 그분들의 반응은어떠했습

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1) 배우자

 ① 미혼이라 없음
알고 난후

 ① 변화가 없었다

 ②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③ 냉담하게 변하 다

 ④ 이혼 당하 다.

 ⑤ 별거중이다.

 ② 알고 있다    

 ③ 모르고 있다

2)다른 가족 (예: 부모, 

자녀)

 ① 알고있다
 ① 변화가 없었다

 ②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③ 냉담하게 변하 다
 ② 모르고 있다

 3) 친구

 ① 알고 있다
 ① 변화가 없었다

 ②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③ 냉담하게 변하 다

 ④ 관계를 끊었다

 ② 모르고 있다

 4) 직장

 ① 알고있다

 ① 변화가 없었다

 ②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③ 냉담하게 변하 다

 ④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

구했다

 ② 모르고 있다

 5)기타

 (                  )

 ① 알고 있다
 ① 변화가 없었다

 ②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③ 냉담하게 변하 다.
 ②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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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주위에 누구에게도 알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에 대한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② 주위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낼까봐서

   ③ 가정 불화를 겪게 될까봐서

   ④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 받기 싫어서

   ⑤ 직장을 잃게 될까봐서       ⑥ 기타  (                              )

16.다음은 귀하에게 HIV 감염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사람들에게 받는 지원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십시오.

전혀 만

족 하 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만족

한다

 ⑧ HIV 감염 사실을 아는 가

족의 지원
1 2 3 4 5

 ⑨ HIV 감염 사실을 아는 친

구의 지원
1 2 3 4 5

 ⑩ 의료진의 지원 1 2 3 4 5

 ⑪ 국가기관의 지원 (예; 보

건복지부, 보건소의 관리)
1 2 3 4 5

16-1. 귀하가 AIDS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편하면서 가깝다고 느낀 가족이나 친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 명 

                                                  

17. 귀하의 질병과 관련하여 불편했던 점이나 어려운 점 그리고 바라는 점등 기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부담 없이 적어 주십시요. 



- 69 -

               2. 정신 사회적 요구  

1.식욕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늘 식욕이 좋다.                         □------- □ ------□------□ 

2. 식사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다른 보조적인 기구나 도움없이 먹을      □------- □ ------□------□ 

수 있다.

3. 수면과 활동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활동을 위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 □ ------□------□ 

수면이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신체적 활동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질병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매우          □------- □ ------□------□ 

활동적이다.

5. 고통/불편감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아픈 곳이 있거나 불편감을 느껴본 적이   □------- □ ------□------□ 

없다.

6-1 흡연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 □ ------□------□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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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흡연을 계속한다.    □------- □ ------□------□ 

7.적응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나의 질병(HIV/AIDS)에 잘 적응하고 있다.   □------- □ ------□------□ 

8. 인간관계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가족, 친지, 친구, 동료, 교회사람들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

□ 

9. 개인적인 지지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의 가족과 동료/친구들은 나에게 호의적이고   □------- □ ------□------□

도움이 된다. 

  

10. 가족 체계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의 가족은 나의 질병으로 인한 변화에 잘    □------- □ ------□------□ 

적응하고 있다.

11.사회적 네트워크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가족이외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 □ -----□------□ 

이야기를 나눈다.

12. 성생활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현재의 성생활이 편안하다.              □------- □ ------□------□ 

(성관계를 갖든 안 갖든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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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성행위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성관계시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         □------- □ ------□------□ 

                                   

14. 종교적 신념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의 종교적 믿음이 치료과정에 도움을 준다.  □------- □ ------□------□ 

15.자원 이용성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건강을 위한 도움  □------- □ ------□------□ 

을 받을 만한 전문가나 장소/기관을 이용한다.  

16. 돌보는 사랍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내가 나를 충분히 돌볼 수 있거나,       □------- □ ------□------□ 

필요시 항상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17. 직업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나의 건강문제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 □ ------□------□ 

어려움이 없다.(직장이 있는 경우)

18+20.재정적 지원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충분한     □------- □ ------□------□

돈이 있다.

19.경제적 걱정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돈을 빚져야 하는 걱정은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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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경제적 관리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나의  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 ------□------□ 

22.동기화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건강해지기 위하여 나 자신의           □------- □ ------□------□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23.이해력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건강과 관련한 지침이나 지시사항 등의   □------- □ ------□------□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4.기술적인 숙련                             전혀그렇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않다                                그렇다

나는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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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병과 관련된 특성          

1.면역 상태: 

검사종류 검사일(년/월) 검사결과(수치)

 CD4 세포수 (     년/     월) (cells/㎣)

 바이러스 양(Viral load) (     년/     월) (copies/㎖)

2. 추정되는 감염 경로:

①이성간의 성 접촉

②동성간의 성 접촉

③수혈

④잘 모르겠다.

⑤오염된 주사 바늘에 의해서

⑥ 기타  

3. 치료 현황

치료형태
 □외래치료

 □입원치료
투약현황

 □투약안함

 □투약함( □ 3제 병합요법  □ 2제 병합요법  

 □ 단독요법)

4. 현재의 주 caretaker는 누구인가?

5. HIV/AIDS와 관련된 현재  자각 증상

□ 무증상  □ 발열  □ 피로감  □ 식욕부진  □ 설사  □ 눈이 침침함  □ 

입안의 궤양  □림프절 증대  □ 피부색의 변화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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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차 감염이나 관련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관련 증상 유무  □ 무   □ 유(※유인 경우 아래의 증상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명   진단일(년 / 월)  

□ 기관지, 기도, 또는 폐 칸디다증 (      /       )

□ 식도 칸디다증 (      /       )

□ 침습성 자궁경부암 (      /       )

□ 파종성 또는 폐외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       )

□ 폐외 크립토코쿠스증(cryptococcosis) (      /       )

□ 만성(1개월 이상) 장 크립토스포로디움증 (      /       )

□ 간, 비장, 림프절 이외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      /       )

□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 (      /       )

□ HIV관련 뇌증 (      /       )

□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 궤양(1개월 이상), 기관지염, 폐렴, 또는 식도염 (      /       )

□ 파종성 또는 폐외 히스토플라스마증 (      /       )

□ 만성(1개월 이상) 장 이소스포라증 (      /       )

□ 카포지 육종 (      /       )

□ 버키트 림프종 (      /       )

□ 원발성 뇌 림프종 (      /       )

□ 파종성 또는 폐외 결핵 (      /       )

□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 kansasii에 의한 폐 또는 폐외 감염증 (      /       )

□ 기타 균종의 Mycobacterium에 의한 폐외감염증 (      /       )

□ 주폐포자충 폐렴 (      /       )

□ 반복되는 폐렴 (      /       )

□ 진행성 다발성 백질뇌증 (      /       )

□ 반복성 살모넬라 패혈증 (      /       )

□ 뇌 톡소플라즈마증 (      /       )

□ HIV에 의한 소모증후군 (      /       )

7.현재 투약 중인 약물:

약명 용량 방법 간격 현재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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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적 요구   

1. sensory perception

ㄱ. 환자는 감각 결손이나 안경, 콘텍즈렌즈, 보청기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다.

ㄴ. 환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

는 아니다. 

   (흐린 시야, 완전, 또는 부분적인 실명, 양측 청력 상실, 간헐적인 마비나 저림, 

간헐적인 어지러움이나 균형의 상실)

ㄷ. 환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 증상들이 있으며 그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을 위험에 놓이게 한다.

 (부분적 또는 완전한 실명, 난청과 실명의 중복 장애 마비, 저리고 아픔, 자주 균

형감을 잃음)

ㄹ. 환자는 보조기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감각 결손이 있다.

2. airway

ㄱ. 환자의 호흡음은 깨끗하다.

ㄴ. 환자는 기침을 통해서 기도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ㄷ. 환자는 흉부물리요법이나 흡입이 필요한 정도의 비효율적인 기도 유지 상태이

다.

ㄹ. 환자는 생명이 위협적인 기도 폐쇄 상태이다.

3, breathing

ㄱ. 환자는 효과적인 호흡 양상을 가지고 있다.

ㄴ. 환자는 중등도의 활동 뒤에 호흡이 짧아지거나 약해지거나 우발적인 호흡 음

이 들리거나 하는 경험이 있다.

ㄷ. 환자는 휴식 중에 또는 최소한의 활동에도 호흡곤란을 경험하거나 호흡부속근

을 사용하거나 한다.

ㄹ. 환자는 생명을 위협할 호흡 양상을 보인다.(예: 잠시 동안의 무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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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rsonal hygiene

ㄱ. 환자는 항상 피부, 머리카락, 치아의 상태가 깨끗하다.

ㄴ. 환자는 자주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머리카락이 더럽거나 치아가 불결하다.

ㄷ. 환자는 항상 피부, 머리카락, 치아 등이 불결하다..

ㄹ. 환자의 불결한 위생 상태가 다른 이차감염을 유발하 다.

5. intake

ㄱ. 환자의 섭취 량은 지속적으로 충분하다.

ㄴ. 환자의 섭취 량은 가끔 불규칙적이다. .

ㄷ. 환자의 섭취 량은 항상 불규칙적이다..

ㄹ. 환자의 섭취 량은 항상 부족하다.

6. cardiovascular status

ㄱ. 환자는 나이에 알맞은 정상 맥박과 혈압을 가지고 있다.

ㄴ. 환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의 문제를 경험하 으며, 그 문제들은 약물

로 조절된다. (흉통, 비정상적인 심음, 심박출량의 감소, 비정상적인 혈압, 심장 부

정맥등)

ㄷ. 환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약물로는 잘 조절되지 않

는다.(심장 부정맥, 어지러움, 현운, 현기증, 체위의 변화와 관계없는 높거나 낮은 

혈압)

ㄹ. 환자는 심박출량과 혈류 패턴에 있어서 생명을 위협할만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절되지 않는 부정 맥이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혈압 

7. endurance

ㄱ. 환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충분한 내구력이 있다.

ㄴ. 환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내구력을 있으나 그 이상의 강도의 

활동을 견디기에는 부족하다.

ㄷ. 환자는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다.

ㄹ. 환자는 어떠한 일상생활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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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sciousness

ㄱ.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며, 반응이 빠르다.

ㄴ. 환자는 졸린 상태이거나, 경련을 일으킬 위험이 있거나, 의식의 수준이 감소하

는 중이다.

ㄷ. 환자는 기면 상태이거나 반응에 둔하거나 잘 깨지 않거나 경련을 일으킨다.

ㄹ. 환자는 무의식 상태이며,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묻는 말에 반응하지 않

는다.

  

9. orientation

ㄱ. 환자는 장소 사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있다.

ㄴ. 환자는 3가지 중 2가지에 지남력이 있다.

ㄷ. 환자는 3가지 중 한가지에 지남력이 있다.

ㄹ. 환자는 3가지 모두에 지남력이 없다.

10. mental status

ㄱ. 환자는 적절한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

ㄴ. 환자는 적절한 사고 과정을 보여주나 단기 또는 장기 기억장애가 있다.

ㄷ. 환자는 적절치 않은 사고 과정을 보여주며, 그것이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

들의 안전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ㄹ. 환자는 부적절한 사고 과정을 보여주며, 환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11 .speech

ㄱ. 환자는 말은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ㄴ. 환자의 말은 발음이 분명치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

ㄷ. 환자의 말은 손상되고 알들을 수 없다,.

ㄹ. 환자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다.  

12. communication

ㄱ. 환자는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한다.

ㄴ. 환자는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기는 하나 보조기구나 보조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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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환자는 비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한다.

ㄹ. 환자는 전혀 의사소통 할 수 없다.

13. physical mobility

ㄱ. 환자는 움직일 수 있으며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없다.

ㄴ. 환자는 움직일 수 있으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ㄷ. 환자는 누워만 있는 정도이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도움이 

필요하다.

ㄹ. 환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며. 일상생활을 완전히 도움을 받아서 수행해야 

한다. 

14. sexual function

ㄱ. 환자의 생리적 성 기능은 정상이다.

ㄴ. 환자는 생리적 성 기능에 가끔 문제가 발생하나 성생활을 지속한다.

(예를 들어 간헐적인 발기 부전)

ㄷ. 환자는 자주 문제가 발생되어 성생활의 지속에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잦은 

발기 부전)

ㄹ. 환자는 성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복되지 않는 발기 부전)

15. menses( 남자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

ㄱ. 환자의 월경은 정상이거나 폐경 상태에 있다.

ㄴ. 환자는 월경불순이 있다. 

ㄷ. 환자는 경중도의 자궁 출혈, 약물 치료로 인한 또는 신체적인 상태로 인한 무

월경이 있다 (일시적이거나 치료 가능하다.) .

ㄹ. 환자는 심한 자궁출혈이나 치료 불가능한 무월경이 있다.

16. digestive function

ㄱ. 환자는 어려움 없이 음식을 씹고 삼키고 섭취할 수 있다.

ㄴ. 환자는 음식을 씹고, 삼키고,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비경구적인 양공

급 수단을 가지고 있다.

ㄷ. 환자는 음식을 씹거나 삼키거나 섭취하지 못하여서 다른 위장관 양 공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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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필요하거나 고농도의 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용 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다.

ㄹ. 환자는 양 공급이 보충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소화 기능의 손상이 

있다. 

17. assimilation

ㄱ. 환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고 전해질 균형을 이루고 있다.

ㄴ. 환자는 아직 증상은 없으나 탈수나 전해질 수준 불균형을 이룰 위험이 있다.

ㄷ. 환자는 탈수되거나 전해질 /수분 불균형을 보이는 데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ㄹ. 환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탈수나 전해질/ 수분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

다.

18. metabolism

ㄱ. 환자는 정상적으로 포도당, 지방, 단백질의 대사 한다.

ㄴ. 환자는 포도당, 지방, 단백질의 대사가 부족하며, 이는 치료를 위해 보충된다.

ㄷ. 환자는 다른 것으로 보충되기 어려운 포도당, 지방, 단백질 대사 과정을 가지

고 있으나,  

이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ㄹ. 환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포도당, 지방, 단백질 대사 과정을 가지고 있

다., 

19. bowel function

ㄱ. 환자는 정상적인 장기능을 가지고 있다.

ㄴ. 환자는 묽은 변을 보거나 장루와 같은  보조수단을 가지고 있다.

ㄷ. 환자는 장루를 새로 하 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루를  가지고 있거

나 심각한 설사를 하거나 변실금이 있다.

ㄹ. 환자는 장 폐색이나 치료가 어려운 설사나 심각한 항문 열창이 있다.



- 80 -

20. urinary system

ㄱ. 환자는 정상적인 배뇨기능을 가지고 있다.

ㄴ. 환자는 긴박뇨나 빈뇨같은 배뇨장애가 있다. 

ㄷ. 환자는 배뇨기능을 .위해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한다.(예를 들어 도뇨관, 요도 

전환술)

ㄹ. 환자는 배뇨 기능을 대안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다.

21. renal function

ㄱ, 환자는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지고 있다.

ㄴ. 환자는 신부전의 가능성이 있다.

ㄷ. 환자는 신부전의 증상이 있다.

ㄹ. 환자는 신부전이다.

 

22. skin integrity

ㄱ. 환자의 피부는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았다.

ㄴ. 환자의 피부는 붉거나 벗겨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어려움 없이 회복중

이거나, 환자는 적어도 한가지 방어선을 가지고 있다.

ㄷ. 환자는 회복이 느리거나 감염된 상처나 욕창을 가지고 있다

ㄹ. 환자는 광범위한 손상이나 상처가 많거나, 감염되고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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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 내용

  주제  질문     내용

현재의 건강 

문제/

신체적 요구

 외래/ 입원의 주 호소는 무엇입니까?(chart review)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의 치료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일상생활  생활하시는데 가장 불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HIV감염이후 가장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현재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싶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적 요구  자신의 질병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질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회적 요구

 의료진(의사, 간호사)과 보건소등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관리방법에 만족하십니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과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습니까?

심리적 요구

/ 적요구

 처음 감염사실을 받았을 때의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감염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  

 며 본인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의 기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십니까?

향후 간호중재  본인의 질병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램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며 그 도움  

 을 어떻게 받고 싶으십니까? 

 감염인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감염인 모임에 관심이 있  

 으시다면 모임 주체/ 활동방향/ 모임의 내용 등은 무엇이 되는 것이  

 좋을 까요?

 감염인 대상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가장 상담이 필요한가/ 누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개설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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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alth Care Needs of Persons with HIV infection      

                        

                                                        Yu,  Hee  Jung

                                                        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HIV infection has spread worldwide, a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fatal and infectious disease since 1981. In Korea, 1787 are known to have been 

infected with the HIV as of June, 2002(Korean National Healthcare Dept, 2002). 

While high antiretroviral drug is reported to delay the incidence of AIDS from 

HIV infection, HIV infection is becoming one of the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 health management and intense HIV/AIDS nursing. Persons with HIV 

infection suffer from a variety of symptoms and secondary  infections related 

to immuno-suppression and are known to have severe and complex 

psychosocial problem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Korean society has 

traditionally been a moral-centered society not liberal to sexual issues, the 

stigmatization of persons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is worse than in 

other societies. In addition, little is known about the problem and needs of 

HIV/AIDS persons. Thus, a preliminary and descriptive study has to be 

preceded for need-oriented and cost-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sychologica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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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al, spiritual, and educational health care needs of persons with HIV

infection.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is the Healthcare Needs Scales for persons 

with HIV/AIDS(HNS)(Berk, 1994), translated in Korean, comprising the 

Psychosocial and Physiological Scales plus 12 additional items. Psychosocial 

Scales(23 items) are  patient's self-reported assessment consisting of 

psychosocial/financial support, health behavior/social support and health 

management. Physiological Scales(22 items) are nurse's evaluations of patients' 

needs consisting of neurological/digestive functions and 

elimination/physical/sensory functions.

   To explore the health care needs of persons with HIV/AIDS in Korea, this

study also used content analysis after closely interviewing persons with 

HIV/AIDS.  The results by HNS were analysed through the Kruskal-Wallis 

test, Willcoxon ranks sum test,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measures and 

χ2-test using SAS version 8.0 program.

   The  sample for this study with HNS, from Feb. 2002 to Jun. 2002, 

consisted of 32 HIV infected persons who gave informed consent and were at 

least 18 years of age, communicable with researcher, free from severe 

neurocognitive impairment and under inpatient/outpatient care in S-hospital, 

Seoul. In particular, 10 participants in HNS were interviewed closely with 

unconstructed open-questions for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1. After interviewing, the common complaint in physicolgical needs was fatigue 

interfering in job and daily life, and other various symptoms. Participants were 

sensitive to their signs and symptoms, and their self-care capability was 

relatively high. Through HNS, sensory, respiratory function, endurance, and 

appetite items were high ranked for physiological needs.

2. Psychosocial needs were higher than physiological needs. As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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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S, pain/discomfort, employment, financial support, financial concern and 

social network were ranked high and motivation was ranked low. As all 

participants had attempted to conceal HIV infection because of the fear of 

stigmatization and rejection, their social support resources were weak and 

inaccessible.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after the diagnosis of HIV infection 

participants' traumatic tra jectory were as follows:

First, after receiving the positive HIV test result, they didn't feel like it was 

real, and then became suspicious of the result. Afterwards, they felt severe 

anxiety, fear and despair, and then severe hatred to the provider of the 

infection. The case of non-normative route of infection was guilt.

In the second stage, all participants accepted HIV infection, but they attempted 

to conceal the infection continuously for the fear of stigma. Thus, they felt 

lonely and depressed, and some underwent social isolation. All participants 

needed counselling and discussing their problems related to the disease.

In the third stage, participants tried treating their HIV infection positively and 

their self-care capacity rose. In this stage, their financial, social and 

educational needs became high for the treatment of HIV infection, and some 

became interested in other persons with HIV infection, and in self-help groups. 

However, most of them still rejected the revelation of their HIV infection.

3. Although educational needs were not measured by subscales, during the 

interview, all participants suffered from 'not knowing pain' about disease 

prognosis, the new treatment, the relatedness of self-sign and symptom and 

incidence, the effect of medications and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therapies 

irrespective of their prior knowledge about their disease, and the stage of 

education.

4.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care needs were identified to be economical

status(income), CD4+ counts/mm3, the stage of disease, and medication of 

antiretroviral drug significantly(p< .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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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rital status, the period of incidence, age, exposure to the disease, 

caretaker, paths of infection, and HIV-RNA copies/mm3 with PCR were not 

identified to affect the health care needs significantly.

  Although the generalizationability of the findings is restricted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and the exclusion of patients in the severe stage of AIDS 

who were incommunicable and of the healthy infected persons in commun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liminary 

information in planning a needs-focused and effective HIV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ersons with HIV/AI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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