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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 

  본 연구는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련

성을 파악함으로써 간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증상관

리 및 자가 돌봄 이행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도구로 증상경험 측정은 김수현(2005)이 사용한 간경변 환자의 증상경험 측정도

구를, 자가 돌봄 이행 측정은 박은희(2010)가 사용한 만성 간질환 환자의 자가 돌봄 이

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S시 소재 1개의 종합병원에서 간암을 진단받은 성인 100명

을 상으로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통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heffe's test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61.94세였고, 성별은 남자가 91%로 부분이였다.  

 기혼이 91%, 종교가 없는 상자가 52%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 61%였  

 고, 무직인 경우가 51%였으며 가족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다. 치료비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경우가 95%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동거  

 하는 상자가 89%였으며 주 간호자는 가족인 경우가 74%로 가장 많았다. 가족  

 력이 없는 경우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질환에 한 정보 습득을 의료진으로부터  

 하는 경우가 95%로 가장 많았고 신뢰하는 정보 습득 방법도 의료진이 74%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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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높았다.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으로는 현재 금연(67%), 금주(66%)하는 상자  

 가 가장 많았고 운동량은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으로 하는 상자가     

 56%로 가장 많았다. 질환 관련 특성으로는 암 진단 기간은 36개월 미만인 상자  

 가 52%로 가장 많았고 암의 원인으로는 B형 간염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간 기  

 능 상태는 Child A인 상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간암으로 입원한 횟수는 3    

 회 이상인 상자가 75%로 가장 많았고 간암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 내원 횟수가  

 3회 미만인 상자가 89%로 가장 많았다.

2. 상자의 증상경험은 162점 만점에 평균 26.02점으로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은 경  

 미했다. 영역별 증상경험은 증상 강도가 평균평점 0.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증상 빈도, 증상 고통감 순이였다. 상자의 자가 돌봄 이행은 80점 만점  

 에 64.09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은 높은편이었다. 영역별 자가 돌봄 이행은 추후   

 병원방문 영역이 평균평점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정 및 활동 영역이 평균    

 평점 2.97점으로 가장 낮았다.

3.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자가 돌봄 이행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r=-.075, p=.46).

4. 간암 환자 중 동거가족이 있는 상자가 증상 고통감을 더 경험하며(t=-2.16,     

 p=0.05), 간 기능 상태가 Child B, C인 상자가 Child A인 상자보다          

 (F=11.87, p=0.00), 응급실 내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상자가(t=-2.44, p=0.02),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상자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상자보다(F=7.13,    

 p=0.00) 증상경험이 더 많았다. 간암 환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라 증상경험 중 식  

 욕저하, 메슥거림/구토, 소화불량, 부종/복수, 숨참/호흡곤란, 전신통증, 짙은 소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간암 환자 중 배우자가 있는 상자가(t=2.86, p=0.01), 현재 무직인 상자가     

 (t=2.93, p=0.00), 흡연경험이 전혀 없거나 금연하고 있는 상자가 현재도 흡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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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상자보다(F=8.19, p=0.00), 1회 운동량이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하는 상자가 전혀 운동하지 않는 상자보다(F=3.87, p=0.01),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가 Child B인 상자보다(F=5.10, p=0.01),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이 충분한 상자가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이 나쁜 상자보다(F=3.83,       

 p=0.03)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간암을 진단받은 상자는 부분이 60세 이상 남성으로 월 평균 소득

이 200만원 미만이 많으며 증상경험은 경미하였으나 간 기능 상태에 따라서 증상경

험이 달랐다. 자가 돌봄 이행은 높았고 특히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은 추후 병

원방문 영역, 약물요법 영역에 한 이행이 높았으나 안정 및 활동 영역,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영역, 식이요법 영역에 한 자가 돌봄 이행은 낮았다.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자가 돌봄 이행은 낮아졌다. 따라서 효율적인 증상관리를 통해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

을 경감시키고 안정 및 활동,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식이요법에 초점을 맞춘 자가 돌

봄 이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말: 간암, 증상경험, 자가 돌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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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평균수명 81세(남자 77세, 여자84세)로(통계청, 

2014)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로 남자는 5명 중 2명(37.5%), 여자는 3

명 중 1명(34.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암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간암은 남녀의 성비 2.85: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발생건수는 남성의 암 중에서 4위를 차지하였고, 여성의 암 중에서 

6위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50 가 28.6%로 가장 많고, 60 가 26.0%, 70 가 

22.3% 순이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간암은 과거에 비해 발생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암 사망률에서는 폐암(22.8%) 다음으로 간암(15.1%)이며 생존율이 낮은 질환

으로 부분이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간암 환자의 생

존율은 조기진단의 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최근 5년 이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암 환자의 본질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에 한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

고 있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간암의 치료는 간암의 진행 정도(병기), 간 기능(Child-Pugh 등급) 및 전신상태(수

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게 된다(백승운, 2002). 간암 환

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회복과정을 거쳐 퇴원하더라도 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식이조절, 합병증 관리,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의 습관, 자가검진, 치료행위 수행 및 재활운동 뿐 아니라 질병증상을 가지고 있음에

도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영역의 자가 돌봄이 필요하다(이혜진, & 이향

련, 1991; Jacob, 2000). 그러나 간암 환자가 질환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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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노력하여도 개인적인 또는 환경적인 영향요인으로 인해 자가 돌봄이 소홀히 

될 수 있으며, 치료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문맥 고혈압, 식도 정맥류, 복수 등

과 같은 신체적 증상 뿐 아니라 식이요법, 안정 및 활동, 약물치료, 정기적인 병원방

문 등과 같은 자가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증상에 따른 신체적 부담, 식이요법으로 인한 불편감, 장기

간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합병증에 따른 두려움, 의욕상실 등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임영석, 2004) 부분의 의료진들은 당면한 증상의 해결에만 중

점을 두고 있어 환자들의 효율적인 증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오

의금, 2002) 간암 환자에 한 의료진의 체계적인 증상관리 접근이 필요하겠다.

  김수현(2005)은 간경변 환자의 증상경험은 경미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증상 중 피로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복수/부종, 근육경련, 구강건조, 외모의 변화 등이 관리

를 요하는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 중증도별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심부전 환

자의 경우에도 질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심할수록, 불쾌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쾌 증상이 심할수록 자가 돌봄 이행 정도가 낮았다 (양인숙, 

2013). 또한 위 절제술 환자는 위장관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점수가 높았으

며, 불확실성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점수가 낮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경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가 돌봄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전병희, 2013). 

  불쾌한 증상경험은 전체적으로 기력을 감퇴시키고 인지상태나 기능상태의 활동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가족역할, 직장생활과 같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

을 주게 되며 전체적의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Heo, et al., 2008; Stephen, 2008). 

최근 암환자 간호에서는 증상경험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Barsevick, 2007) 폐

암환자, 유방암 환자, 항암 치료 환자 등 다양한 환자를 상으로 증상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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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의 수준을 파악하고, 증상경험 수준에 따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간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증상관리 및 자가 돌봄 이행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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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 수준을 파악하고 증상경험 수준에 따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간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

록 하는 효율적인 증상관리 및 자가 돌봄 이행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을 파악한다.

  2)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정도를 파악한다.

  3)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5) 간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증상경험(Symptom experience)

  증상경험이란 정상기능의 변화에 한 지각된 지표로써 상자에 의해 주관적으

로 경험되는 것으로 개 강도, 시간성, 고통감, 질(quality)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

닌다(Lenz,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증상경험의 빈도, 강도, 고통감으로 김수

현(2005)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경험 정도가 심한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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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돌봄 이행 (Self care practice)

  자가 돌봄 이행이란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Orem, 1989). 본 연구

에서는 박은희(2010)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돌봄 이행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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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간암과 증상경험

  간에서 발견되는 암 중 간에서 일차적으로 생겨난 것을 원발성 간암이라하고 타 장

기에서 발생하여 간으로 전이된 것을 속발성 간암이라 한다. 원발성 간암은 병리학적

으로 간세포암 이외에도 담관암, 혈관육종, 간아세포암 및 여러 종류의 육종이 포함되

지만 흔히 간암이라고 함은 성인의 원발성 간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간세포암

(hepatocellular carcinoma: HCC)을 말한다(박재갑, 박찬일, & 김노경, 2003). 간암

의 중요한 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경우 간

암 환자들의 72.4%가 B형 간염바이러스(HBV)표면 항원 양성, 8.6%가 C형 간염바이

러스(HCV)항체 양성, 6.9%가 장기간 과음 병력이 원인이며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1-7%에서 간암이 발생하고 있다. 간암은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

자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다른 암 종과 달리 간암은 간 기능 자체가 저하되고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가 많아 간 기능이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간암 치료와 예후

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병기'를 구분할 때 해부학적 분류인 TNM(tumor node 

metastasis)과 간 기능의 등급(child-pugh 등급 A, B, C1))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하

게 된다(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2014; Ghany & Hoofnagle, 2008).

 1) Child-Pugh Class (Ghany & Hoofnagl, 2008)   

   :혈청 수치검사(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와 더불어 복수 정도와 간성 뇌증 정도로 구하게 

되는데, 각 항목별로 1에서 3점의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구한 후 Child-Pugh Class (Ghany & 

Hoofnagl, 2008)분류 기준에 따라 간 기능 정도가 가장 좋은 A형에서 가장 나쁜 C형의 3단계로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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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에 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병변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 절제술 혹은 간이식, 고주파 열 치료술 혹은 에탄올 주입술 등을 통해 완치를 목

적으로 치료하게 되고 간암이 보다 진행되어 이러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경동맥화학색전술, 방사선 치료 혹은 항암화학요법 등을 받게 되고 심각한 전신질

환이 동반하여 전신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등에서는 간암 자체에 한 치료보다는 통

증이나 간경변증의 합병증 등에 한 치료가 주로 행해지게 된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간암 초기 상태에서 치료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지만 부분 만

성 B형, C형 간염이나 간경변증 등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고 암을 발견했을 때에는 

진행된 경우가 많고 간 기능이 나쁜 경우가 많아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 이외에 폐나 뼈에 전이가 일어날 경우가 가장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국가 암 정보센터, 2014), 효과적인 치료와 예후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조기검진이 중요하겠다(최종원 외, 2004; 이정은 외, 2011).

  간암의 증상경험은 초기에는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급격한 전신쇠약, 

복수, 세균성 복막염, 간성혼수 등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김정룡 외, 2005; 

박희철, 2013) 이러한 증상경험과 증상경험 관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Lenz, et al.(1997)이 개발한 불쾌 증상 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에 따

르면 증상경험은 빈도, 강도, 고통의 인지, 질(quality)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생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증상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정상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각된 지표로써 건

강의 위협을 알리는 적신호와 같은 것으로 강도, 시간성, 고통감 그리고 질의 다차원

적인 공통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리적, 정신적, 상황

적 요인이 포함된다.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은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쾌 증

상에 영향을 주게 되며 불쾌 증상은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불쾌 증상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한 불쾌 증상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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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게 더욱 불쾌한 느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불쾌 증상은 개인의 신체활

동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개인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증상경험의 결과인 인

지적, 기능적 활동의 경우 인지적 활동으로는 집중력, 상호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되고 기능적 활동으로 신체적 활동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역할수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증상경험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경

험되며 그 경험은 다시 상호 작용하고 있는 여러 요인에 피드백을 주는 관계로 증상

경험은 수행에 영향을 주고 수행은 다시 경험과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다른 요인

에도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통합적인 관계인 것이다(김달숙 외, 2012).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 

신체적 자각증상이 높을수록(r=.384, p<.01), 불안과 우울이 높을수록(r=.330, 

p<.01), 가족지지가 낮을수록(r=.302, p=<.05) 증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자의 신체적 자각증상이 높을수록(r=.330, p<.01), 불안과 우울이 높을수록(r=.663, 

p<.01),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생리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진, 김상희, 이향규, & 오상은, 2014). 장암 환

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와 보통인 경우가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 증

상을 덜 경험하며(F=7.045, p=.002) 극복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F=5.816, p=.005) 삶의 질은 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은 상태, 보통, 나쁜 상

태인 경우 순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F=14.544, p<0.001). 경험하는 증상이 많을수

록 삶의 질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r=-.511, p<.001)(최경숙, 박정애, & 

이주현, 2012). 최근 들어 증상경험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상황 또는 개인

의 인지에 있어서 주관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변화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으

며 빈도와 강도, 고통감 등의 다차원성을 가진 개념으로 보고 있어 환자들의 증상경

험에 한 접근을 통해 여러 증상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간호 접근법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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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

  암의 발생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 및 치료환경의 개선으

로 암 생존율 역시 증가되어 암은 오랜 시간 투병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Vargens, & Bertero, 2007).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부작용 관리와 증상을 완화

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성에 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자가 돌

봄에 한 관심이 증 되고 있다(박영임, & 전명희, 2000).

  Orem(1991)은 자가 돌봄을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구성

원에 의해 시도되고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하였고 간호는 예술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도움에 한 예술, 도움의 방법, 도움의 기술, 

간호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간호사는 환자가 좀 더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가 돌봄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다.

  간암 환자는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완치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치

료를 받아야 하며 간 기능 부전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즉각적인 

빠른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김수현, 2005; 

박희철, 2013). 그러므로 자가 돌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자가 돌봄 이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 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증가, 복막염, 식도 정맥

류 출혈, 간성혼수 등 증상이 심해진 후에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퇴원 후에도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화로 문의하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경로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고 잘못된 자가 돌봄을 하고 있는 상자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더

욱이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80%가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이에 한 

감염관리와 질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국내에서 1985년부

터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HBV 보유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이창용, 2005) 백신의 혜택이 상 적으로 적었던 20  이상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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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보유율이 높은 편이다(Yuen. & Lai, 2000). 따라서 환자의 상당수는 주산기 동

안 모체로부터의 수직감염에 의해 발생하게 되어 이들은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수년

을 지내기 때문에 한 가족의 몇 가 B형 간염에 이환될 수 있으며(Hepatitis B 

Foundation, 2009) 이들이 40-50 가 되었을 때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가

능성이 높다(Perrillo, 2006; 이정은 외, 2011). B형 간염 환자들은 정기검진이나 예

방접종, 처방에 한 불이행 정도가 높고(Choe, et al., 2005)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으며(Levy, et al., 2008) 질병관리에 한 지식정도가 낮고 인관계 위축이나 두

려움, 우울, 불안 등의 정신심리적인 문제까지 발생된다고 하였다(Alizadeh, Ranjbar, 

& Yadollahzadeh, 2008; 이정은 외, 2011). 또한 B형 간염은 비가시적, 비특이적 특

성으로 인해 부분의 B형 간염 환자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어 부지불식

간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Hepatitis B 

Foundation, 2009) 이러한 B형 간염환자들의 질병에 한 부적절한 이해는 무관심이

나 부적절한 자가 돌봄 이행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정은, 2011; 양진향, 

2012). 간경변증 환자나 가족은 질환 자체에 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으로 식이, 안

정과 활동, 정기적인 병원방문과 같은 자가 돌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에 독

성을 보이는 식물성 생약제제인 식물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약물이나 한약재 

등의 복용을 선호하고 있다(노승옥, 2003). 또한 부분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경험으로 인해 자가 돌봄을 이행하는 능력이 떨어졌다(Raleigh, 

& Odtohan, 1997).

  암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기간 동안 그들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여 치료계획에 잘 견디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며,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이다(이은호, 2001). Tattersall(2002)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만성질환

자의 자가 돌봄은 환자의 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결과를 보였고, Broubeau(2003)의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자가 돌봄이 질환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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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양진향(2012)의 연구에서도 만성 B형 간염환자들에게 소그룹 집단상담 중

심의 자가 돌봄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질병 관련 지식, 자기 효능감, 문제 중

심 처 및 사회적 지지 중심의 적극적 처방식 그리고 자가 돌봄 이행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환자의 질병관리는 부분 가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리의 어

려움과 질병을 지닌 삶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부분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가

장 뚜렷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상자의 일상에 한 이해야말로 의료인들이 

이들을 올바로 파악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중재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오의금, 

2002; 이명선 외, 2007). 그러므로 간암이 만성적 진행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상자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돌봄 이행에 한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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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

  간암은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여 침묵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김정룡 외, 2005).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체중감소, 복통을 일으키고 간이 커

져서 우상복부에 딱딱하게 만져짐으로써 간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명치에 응어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호소할 경우 간암이 간의 좌엽에서 발생했

을 때 나타나며 간암이 횡격막에 닿아 있는 간 표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횡격막을 

자극하여 오른쪽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호소하기도 한다. 우상복부의 통증이나 야간

통을 호소하거나 종괴를 호소하는 경우는 매우 진행된 상태의 간암일 경우 나타나게 

된다. 간의 구조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혈류의 변화에 의한 합병증으로 식도 정맥류, 

복수 등이 발생되며 간의 잔존 기능이 감소되면 간성혼수, 간신증후군 등이 발생될 

수 있다(김정룡 외, 2005). 

  간암이 파열되어 복강 내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복부팽만과 현기증이 나타

나며 식도 위 정맥류 출혈은 토혈, 혈변, 현기증을 동반하며 빠른 응급조치를 필요로 

한다.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한 경우는 고열과 매우 심한 복부 통증을 경험하

게 되고 잦은 재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어 환자,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다(김수현, 2005). 간성혼수는 경미한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깊은 혼수까

지 임상증상이 다양하며, 의식변화, 지적능력의 감소, 성격변화 등이 보이고 치료방법

으로 잦은 약물관장과 치료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환자, 보호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감을 호소한다(김정룡 외, 2005; 조명숙, 권인각, & 김희선 외, 2009). 복수가 있는 

경우 복수증가에 의한 복부 불편감은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호흡곤란, 식욕저하, 

오심을 호소하며 반복적인 복수천자 시행으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고통감을 안겨주고 

있다. 5-10%는 흉강으로 물이 차기도 하며 이 경우 복수가 심하지 않더라도 호흡곤

란을 호소할 수 있다. 복수가 심해지면 활동 시에 숨이 차고, 밤에도 호흡곤란으로 수



- 13 -

면에 방해를 받게 되며 치료제인 이뇨제 복용으로 어지러움, 근육경련, 구강건조 등을 

호소하며(김정룡 외, 2005; 조명숙, 권인각, & 김희선 외, 2009) 소금의 양을 5-10g

으로 제한하는 저염식을 해야 한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도록 하고, 간성

혼수의 경우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

장하고 있다. 또한 식도 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이나 거칠고 딱딱

한 식품섭취는 제한하고 부드럽고 연한식품 위주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국가 

암 정보센터, 2014). 그러나 많은 환자의 경우 치료식 식사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며 

신체적, 정서적 고통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간암 환자는 신체적 증상에 따른 신체적 부담, 식이요법으로 인한 불편감과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합병증에 한 두려움, 의욕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간염 치

료제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우울을 경험하는데(임영석, 2004) 이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킨다(정선하, 2005).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며 안정 및 활동, 약

물치료, 정기적인 병원방문과 문맥고혈압, 식도정맥류, 복수 등과 같은 합병증 예방 

등 자가 돌봄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며(이창용, 2007) 의료진은 환자들의 증상경험을 

이해하고 증상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경변증 환자에게 구조화된 정보제공을 제공한 결과 지식정도가 높아지고(t=-6.9, 

p=0.001) 자가 돌봄 이행 정도도 높아졌다(t=-8.681, p=0.001)(배희옥, & 서순림, 

2001). 또한 정경선, & 민혜숙(2007) 연구에서 간경변증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정도

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67점이었고 증상경험은 162점 만점 중에 평균 29.10점으로 

피로, 수면장애, 구강 건조감의 순으로 증상경험 정도가 높았다. 자가 돌봄 이행과 증

상경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r=-.198, p=.003) 자가 돌봄 이행정도가 높을

수록 증상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상경험과 질병상태와의 관계에도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여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질병상태가 나빠짐을 알 수 있었다(r=.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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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Marchesini,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간경변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과 역학기능이 감소되어 있고, 중증도가 심할수록 기능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간경변 환자들의 증상경험 정도, 자가 돌봄 이행정도, 영향요인

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었고 간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암 환자를 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증상경험 정도 그리고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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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S시 소재 3차 의료기관인 1개의 종합병원에서 소화기 내과에 입

원하거나 외래에 내원하는 간암 환자를 편의추출 하였다. 

  상자 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프로그램(Faul, Erdfelder & Buchner, 2009)을 이용

하여 상관분석 통계방법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유의수준을 0.05, 효과크기를 중간

수준인 0.3, 통계적 검정력을 0.8 설정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8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락률을 20% 고려하여 100명으로 결정하였다.

  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간암을 진단 받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

･ 간암치료 (예: 간동맥 화학색전술, 고주파 시술, PEIT, 항함화학요법 등) 후 1달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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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외과적 질환(예: 당뇨, 신부전, 뇌졸중 등)을  

   동반하지 않은 자.

･ 다른 암 발병 후 이차적으로 간으로 전이되지 않은 자.

･ 정신적 질환이 없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상자의 일반적 사항 

25문항, 증상경험 측정도구 18문항, 자가 돌봄 이행 측정도구 20문항으로 총 63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증상경험 측정 도구와 자가 돌봄 이행 측정도

구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증상경험 측정도구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 측정도구로 김수현(2005)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경변 환자의 증상경험 측정도구로 만성 간질환 환자를 위해 개발된 건강관

련 삶의 질 도구인  LDQOL 1.0(Liver Disease Quality of life; Gralnek, et al., 

2000)의 증상영역에서 피로, 부종/복수, 오심/구토, 가려움증 등의 14개의 증상을 도

출하였고, CLDQ(Chronic Liver Disease Questionnaire); Younossi, et al., 1999)에 

소화불량, 구강건조, 기억력/집중력 저하, 졸림/혼돈의 4개의 증상을 더 추가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한 도구이다. 각각 빈도, 강도, 고통감을 측정하며, 각 차원은 4점 척

도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증상은 빈도 0점(전혀 경험하지 않았다)에서 3점(거의 항상 

경험했다), 강도 0점(전혀 심하지 않았다)에서 3점(매우 심하게 경험하였다), 고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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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전혀 괴롭지 않았다)에서 3점(매우 괴로웠다)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차원의 점수범위는 0-54점이며, 증상경험의 총 점수는 각 증상의 빈도, 강도, 고통감

을 합산한 점수의 총점을 말하며, 점수의 범위는 0점-16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

상경험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김수현(2005)의 연구에서 증상경험에 한 

Cronbach's alpha=.82였고, 하부영역은 증상 빈도에 한  Cronbach's alpha=.82, 

증상 강도에 한 Cronbach's alpha=.83, 증상 고통감에 한 Cronbach's alpha=.84

이었다. 본 연구에서 증상경험에 한 Cronbach's alpha=.92, 하부영역인 증상 빈도

에 한 Cronbach's alpha=.73, 증상 강도에 한 Cronbach's alpha=.78, 증상 고통

감에 한 Cronbach's alpha=.81 이였다. 

2) 자가 돌봄 이행

  자가 돌봄 이행 측정도구는 박은희(2010)의 자가 돌봄 이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는 엄순자(1998)의 자가 돌봄 이행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식이요법 10문

항, 안정 및 활동 3문항, 합병증 예방 및 관찰 3문항, 약물요법 영역과 추후 병원방문 

영역 각각 2문항씩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라이커트척도로   

'매우 못한다'가 0점, '못하는 편이다'가 1점, '못할 때와 할 때가 반반이다'가 2점,    

'잘하는 편이다'가 3점, '아주 잘 한다'가 4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0점-80점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가 돌봄 이행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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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였다. 해당 병동 파트장과 

외래 간호사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협조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연

구자가 직접 병동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에게 연구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한 환자들에게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을 

요청했다. 설문지는 환자가 직접 읽고 기입하거나 환자가 기입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

가 일 일 면접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지 작성이 종료되면 설문 답례품을 

전달하고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수거했다.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100%였고 총 100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다(SMC 2014-04-021- 

003). 자료수집 프로토콜을 통하여 연구 상자의 자발적인 참여과정, 익명보장, 철회

가능, 불이익과 무해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모든 연구 상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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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한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2. 상자의 증상경험, 자가 돌봄 이행정도의 총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상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4. 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는 t-test, 

ANOVA, 사후분석(Scheffe's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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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특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 질환 관련 특성을 조

사하였다.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유무, 교육정도, 현재 

직업 유무, 가족의 월수입, 주 간호자, 동거가족, 치료비 부담, 가족력 유무, 질환에 

한 정보습득 경로, 신뢰하는 정보습득 방법을 파악했고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상자의 연령은 평균 61.94세로 50세-59세가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세-69세가 32%로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91%, 여자는 9%로 남자가 부분이였

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91%였고 종교가 없는 상자는 52%로 종교가 있는 상자보

다 많았다. 교육정도는 61%가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고 현재 무직인 경우가 

51%로 많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평균 328만원이었고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

인 상자가 54%로 가장 많았다. 현재 주 간호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인 경우

가 74%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89%로 가장 많았다.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65%로 많았다. 질환에 

한 정보습득 경로는 의료진이 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매스컴이 60%로 높았

다. 신뢰하는 정보습득 방법은 의료진이 74%로 가장 높았다.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으로 흡연, 음주, 운동량에 해 파악하였다. 흡연 여부는 

흡연하다가 금연 중인 상자가 67%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흡연하고 있는 경우는 

8%였다. 금연한 상자의 평균 금연기간은 10.78(±9.45)년이었고 과거 흡연량은 하

루 1.01(±0.59)갑으로 평균 26.52(±10.02)년 동안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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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는 사람의 하루 흡연량은 0.63(±0.23)갑으로 29.85(±5.63)년 동안 흡연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음주여부는 금주하고 있는 상자가 66%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음주하

는 상자는 10%이며 1회 소주 1병(알코올 80g) 미만으로 한 달에 1-2회 이하 또는 

주 3-4회 정도 음주하는 상자가 각각 40%로 가장 많았다. 음주 시작 시기는 

20-40세가 59%로 가장 많았다. 운동량은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고 전혀 운동 하지 않는 경우도 17%로 나타났다. 

  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으로 암 진단 기간, 암의 원인, 간 기능 상태, 간암으로 입

원한 횟수, 간암 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 내원 횟수,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 지각된 자가 돌봄 지식을 파악하였다.

  상자의 암 진단 기간은 평균 47.75(±40.76)개월이었고 3년 미만인 경우가 5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년 이상인 경우가 30%로 많았다. 암의 원인은 B형 간

염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가 84%로 가장 많았다. 

간암으로 입원한 횟수는 평균 3회 미만인 상자가 89%로 가장 많았고 현재 자신의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나쁘다'로 인식한 상자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보통이다'고 인식하는 상자가 36%로 많았다.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은 '보통이

다'로 인식한 상자가 71%로 가장 많았고 지각된 자가 돌봄 지식은 '보통이다'로 인

식한 상자가 7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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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 평균 ± 표준편차

인구

사회

학적

성별 남자

여자

91 (91.0%)

9 (9.0%)

연령 50세-59세

60세-69세

70세-79세

80세 이상

50 (50.0%)

32 (32.0%)

13 (13.0%)

5 (5.0%)

61.94±8.81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91 (91.0%)

9 (9.0%)

종교 있음

없음

48 (48.0%)

52 (52.0%)

교육정도 무학,초졸

중졸

고졸

졸이상

19 (19.0%)

19 (19.0%)

39 (39.0%)

23 (23.0%)

현재 직업 있음

없음

49 (49.0%)

51 (51.0%)

가족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200만원-399만원

400만원-599만원 

600만원 이상

54 (54.0%)

33 (33.0%)

8 (8.0%)

5 (5.0%)

328±167

(만원)

 주 간호자
본인

가족

기타

24 (24.0%)

74 (74.0%)

2 (2.0%)

동거가족

 

없음

가족

11 (11.0%)

89 (89.0%)

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

†해당자만 응답, §는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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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n=100)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 평균 ± 표준편차

§치료비 부담 본인

가족

보험

95 (95.0%)

6 (6.0%)

36 (36.0%)

가족력  없음

 있음

65 (65.0%)

35 (35.0%)

§질환에 한 

정보습득 경로

매스컴

의료진

친지분들

전문서적

60 (60.0%)

95 (95.0%)

32 (32.0%)

23 (23.0%)

 신뢰 하는  

정보습득 방법

매스컴

의료진

친지 등 기타

22 (22.0%)

74 (74.0%)

4 (4.0%)

생활

습관

흡연경험

 

전혀 피운적이 없다

예전에 피우다가 끊었다

현재도 흡연하고 있다

25 (25%)

67 (67%)

8 (8%)

†과거 흡연력 총 흡연기간(years)

흡연 량(pack/day)

총 금연기간(years)

26.52±10.02

1.01±0.59

10.78±9.45

†현재 흡연력 총 흡연기간(years)

흡연량(pack/day)

29.85±5.63

0.63±0.23

음주경험 전혀 마시지 않았다

과거에 마셨지만, 지금은 끊었다

현재도 마신다

24 (24%)

66 (66%)

10 (10%)

†음주시작시기 20세 이하

20-40세 

40세 이상

15(19.7%)

59(77.6%)

2 (2.6%)

  

†해당자만 응답, §는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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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 평균 ± 표준편차

†현재 1회 음주량 Alcohol 80g 미만

Alcohol 80g-160g미만

Alcohol 160g 이상

6(60%)

3(30%)

1(10%)

†현재 음주횟수 한 달에 1-2회 이하

주 1-2회 정도

주 3-4회 정도

4 (40.0%)

2 (20.0%)

4 (40.0%)

운동량 전혀 하지 않는다.

1회 30분 미만으로 주 2회 미만

1회 30분 미만으로 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으로 주 2회 미만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17 (17%)

9 (9%)

7 (7%)

11 (11%)

56 (56%)

질환

관련

암 진단 기간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 72개월 미만

72개월 이상

52 (52%)

18 (18%)

30 (30%)

47.75±40.76

 §암의 원인 B형 간염

C형 간염

만성 알코올, 기타

76 (76%)

15 (15%)

11 (11%)

간 기능 상태 Child A

Child B

Child C

84 (84%)

10 (10%)

6 (6%)

간암으로 

입원한 횟수

3회 미만

3회 이상

25(25%)

75(75%)

간암 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 내원 횟수

3회 미만

3회 이상 

89(89%)

11(11%)

†해당자만 응답, §는 복수응답    

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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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 평균 ± 표준편차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3 (3%)

16 (16%)

36 (36%)

37 (37%)

8 (8%)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22 (22%)

71 (71%)

7 (7%)

4.56±1.40

지각된 

자가 돌봄 지식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18 (18%)

79 (79%)

3 (3%)

4.53±1.81

†해당자만 응답, §는 복수응답         

표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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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자의 증상경험

  본 연구 상자의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은 162점 만점에 평균 26.02(±19.70)점

으로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은 경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 증상경험의 빈도는 54점 

만점에 평균 8.73±6.14(평균평점 0.49±0.34)점으로 증상을 가끔씩 경험하였고, 증

상경험의 강도는 54점 만점에 평균 9.45±6.98(평균평점 0.53±0.39)점으로 증상을 

별로 심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았으며, 증상경험의 고통감은 54점 만점에 평균 

7.84±7.11(평균평점 0.44±0.40)점으로 증상에 해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자의 증상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점수범위 평균 ± 표준편차 평균평점 ± 표준편차

증상경험 0-162 26.02± 19.70 0.48±0.36

빈도 0-54 8.73 ± 6.14 0.49±0.34

강도 0-54 9.45 ± 6.98 0.53±0.39

고통감 0-54 7.84 ± 7.11 0.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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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증상경험에 빈도, 강도, 고통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간암 환

자의 증상경험 중 피로 증상이 증상 빈도 평균 1.28(±1.03)점, 증상 강도 평균 

1.24(±0.96)점, 증상 고통감 평균 1.02(±1.00)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증상

경험 중 팔/다리 저림/근육통 증상이 증상 빈도 평균 0.77(±0.90)점, 증상 강도 평균 

0.95(±1.07)점, 증상 고통감 평균 0.91(±1.08)점으로 높았다. 증상경험 중 졸음/혼돈 

증상은 증상 빈도 평균 0.17(±0.45)점, 증상 강도 평균 0.17(±0.51)점, 증상 고통감 

평균 0.08(±0.34)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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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빈도 강도 고통감

식욕저하 0.44±0.86 0.46±0.86 0.44±0.85

메슥거림/구토 0.27±0.58 0.33±0.70 0.32±0.71

소화불량 0.63±0.96 0.61±0.92 0.67±1.05

부종/복수 0.42±0.83 0.51±0.96 0.42±0.92

숨참/호흡곤란 0.32±0.78 0.38±0.89 0.35±0.85

구강건조 0.65±0.88 0.68±0.90 0.49±0.87

가려움증 0.65±0.91 0.61±0.88 0.57±0.84

전신통증 0.23±0.63 0.29±0.77 0.28±0.75

팔/다리 저림/근육통 0.77±0.90 0.95±1.07 0.91±1.08

오른쪽 윗배의 통증 0.32±0.63 0.38±0.74 0.40±0.82

피로 1.28±1.03 1.24±0.96 1.02±1.00

짙은 소변 0.55±0.90 0.69±1.06 0.36±0.80

배뇨곤란 0.34±0.74 0.34±0.78 0.31±0.75

출혈경향 0.33±0.59 0.40±0.75 0.20±0.50

검은 변 0.18±0.48 0.21±0.59 0.19±0.53

졸음/혼돈 0.17±0.45 0.17±0.51 0.08±0.34

기억력/집중저하 0.78±1.14 0.67±0.84 0.46±0.76

외모의 변화 0.50±0.88 0.53±0.89 0.37±0.81

표 3. 상자의 증상경험 항목별 빈도, 강도, 고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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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전체 20 0-80 64.09±8.19 3.34±0.42

식이요법 10 0-40 30.78±4.89 3.08±0.44

안정 및 활동 3 0-12 8.92±2.61 2.97±0.18

추후 병원방문 2 0-8 7.68±1.16 3.84±0.00

약물요법 2 0-8 7.50±1.10 3.75±0.00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영역
3 0-12 9.21±2.26 3.07±0.58

3. 연구 상자의 자가 돌봄 이행도

  상자의 자가 돌봄 이행도는 80점 만점에 평균 64.09(±8.19)점으로 자가 돌봄 이

행도는 높은 편이였다. 영역별로는 추후 병원방문 영역이 8점 만점에 평균 

7.68±1.16(평균평점 3.84±0.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물요법 영역이 8

점 만점에 7.50±1.10(평균평점 3.75±0.00)점으로 높았다. 연구 상자의 자가 돌봄 

이행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안정 및 활동 영역으로 12점 만점에 8.92±2.61(평균평점 

2.97±0.18)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영역이 12점 만점에 

9.21±2.26(평균평점 3.07±0.58)점으로 낮았다. 

표 4. 상자의 자가 돌봄 이행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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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의 문항별 자가 돌봄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식이요법 영역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평균 3.61(±1.00)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

이 가장 높았고, '커피, 콜라 등 기호성 식품은 먹지 않는다'는 평균 2.46(±0.98)점으

로 자가 돌봄 이행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시 받은 로 고열량, 고단백 섭

취,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만약 고열량, 고단백식 제한 처방을 받았다면 제한

하고 있다'는 평균 2.57(±0.76)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낮았다. 안정 및 활동 영역에

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평균 3.13(±0.99)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가장 높았으

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활동이나 운동을 한다'는 평균 

2.78(±1.20)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가장 낮게 나왔다. 추후 병원방문 영역에서는 '

간질환의 치료나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 한다', '처방 로 간 기능 검사

를 한다' 의 항목에서 모두 평균 3.84(±0.58)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동일하게 높게 

나왔고 약물요법 영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평

균 3.75(±0.66)점, '처방받은 약은 제때에 규칙적으로 복용한다'는 평균 3.75(±0.63)

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유사하게 높게 나왔다. 합병증 예방 및 관찰영역에서 '몸에 

다른 이상이 느껴질 때 병원을 방문하거나 의사, 간호사와 상의한다'는 평균 

3.70(±0.67)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가장 높았고 '복수나 붓는 증상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는 평균 2.56(±2.55)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면도기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출혈위험이 

있는 행동을 피하거나 조심한다'는 평균 2.95(±1.00)점으로 자가 돌봄 이행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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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자의 문항별 자가 돌봄 이행의 평균과 표준편차  

(n=100)                    

영역 문항
평균 ± 

표준편차

식이

요법

술을 마시지 않는다. 3.61±1.00

의사와 상의 없이 건강 보조 식품을 먹지 않는다. 3.56±0.80

담배를 피지 않는다. 3.51±1.14

불결한 외식은 하지 않는다. 3.44±0.78

인스턴트식품(햄, 소시지, 햄버거 등)은 먹지 않는다. 3.19±1.00

지방이 많은 음식(튀김, 도넛츠 등)은 피한다. 2.96±0.97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2.87±0.75

맵거나 짠 양념의 자극성 식품은 먹지 않는다. 2.61±1.04

지시 받은 로 고열량, 고단백 섭취,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만약 고열량, 고단백식 제한 처방을 받았다면 제한하고 있다.
2.57±0.76

커피, 콜라 등 기호성 식품은 먹지 않는다. 2.46±0.98

안정 

및 

활동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3.13±0.99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01±1.22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활동이나 운동을 한다. 2.78±1.20

추후 

병원 

방문

간질환의 치료나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3.84±0.58

처방 로 간 기능 검사를 한다. 3.84±0.58

약물 

요법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3.75±0.66

처방받은 약은 제때에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3.75±0.63

합병증 

예방 및 

관찰

몸에 다른 이상이 느껴질 때 병원을 방문하거나 의사, 간호사와 상의

한다.
3.70±0.67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면도기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출혈위험이 있는 행동을 피하거나 조심한다. 
2.95±1.00

복수나 붓는 증상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2.5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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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

  상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상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r=-.075, p=0.46). 

  상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의 하부영역 중 자가 돌봄 안정 및 활동 이행

영역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264,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상자의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안정 및 활동에 한 자가 돌봄 이행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증상경험 하부 영역 중 증상 빈도는 자가 돌봄 이행 하부영역과의 관계에

서 약물요법 이행(r=-.206, p=0.04),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이행(r=.240, p=0.02)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상자의 증상경험 빈도가 증가할수록 약물요법 이행은 낮아

지고, 상자의 증상경험 빈도가 증가할수록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이행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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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00) 

변수
증상경험

빈도

증상경험 

강도

증상경험 

고통감

자가 돌봄 

이행 평균

자가 돌봄 

식이 이행

자가 돌봄 

안정 및 활동 

이행

자가 돌봄 

추후 병원방문 

이행

자가 돌봄 

약물요법 

이행

자가 돌봄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이행

증상경험 평균 .963** .984** .973** -.075 .141 -.264** -.062 -.174  .185

증상경험 빈도 .929** .893** -.046 .132 -.232** -.041 -.206*  .240*

증상경험 강도 .942* -.105 .122 -.292** -.089 -.167  .163

증상경험 고통감 -.065 .156 -.244* -.050 -.139  .144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87**   .671**    .670**    .644**    .509**

자가 돌봄 식이 이행  .381**   .400**   .360**   .207*

자가 돌봄 

안정 및 활동 이행
  .284**   .300** -.018

자가 돌봄 

추후 병원방문 이행
  .365**  .195

자가 돌봄 

약물요법 이행
 .161

  *p<.05,  **p<.01

표 6. 상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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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1)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증상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은 동거가족이었다.

  동거가족 유무에 따른 상자의 전체 증상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t=-1.04, p=0.30) 증상경험의 하부영역에서 동거가족이 있는 상자의 증상 고통

감은 평균 8.21(±7.39)점으로 동거가족이 없는 상자의 증상 고통감 평균 

4.81(±4.53)점보다 높았다(t=-2.1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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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상경험

증 상 빈 도 증 상 강 도 증 상 고 통 감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성별
남자

여자

91

9

25.23±19.37

34.00±23.37

-1.28

(0.20)

8.48±6.04

11.22±6.96

-1.28

(0.20)

9.23±6.92

11.67±7.55

-1.00

(0.32)

7.52±6.96

11.11±8.22

-1.46

(0.15)

연령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50

32

18

28.42±20.53

19.72±15.97

30.56±21.60

2.56

(0.08)

9.44±6.36

7.03±5.19

9.78±6.75

1.85

(0.16)

10.22±7.15

7.28±6.07

11.17±7.41

2.47

(0.09)

8.76±7.57

5.41±5.35

9.61±7.76

2.96

(0.06)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91

9

25.34±19.52

32.89±21.35

-1.10

(0.28)

8.55±6.10

10.56±6.60

-0.93

(0.35)

9.18±8.90

12.22±7.56

-1.25

(0.21)

7.62±7.02

10.11±8.04

-1.00

(0.32)

종교
있음

없음

48

52

26.96±20.20

25.15±19.38

-0.46

(0.65)

8.50±6.29

8.98±6.03

-0.39

(0.70)

9.10±6.73

9.83±7.28

-0.53

(0.60)

7.56±6.90

8.15±7.40

-0.41

(0.68)

교육

정도

중졸이하

고졸

졸이상

38

39

23

27.42±20.41

26.00±18.74

23.74±20.75

0.25

(0.78)

8.87±6.06

8.69±5.67

8.57±7.25

0.02

(0.98)

10.18±7.14

9.28±6.88

8.52±7.04

0.42

(0.66)

8.37±7.60

8.03±6.83

6.65±6.91

0.43

(0.65)

가족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2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4

33

13

29.31±19.62

21.33±18.37

24.23±22.10

1.77

(0.18)

9.72±5.95

7.09±5.85

8.77±7.18

1.916

(0.15)

10.59±6.95

7.88±6.67

8.69±7.50

1.66

(0.20)

9.00±7.28

6.36±6.43

6.77±7.73

1.60

(0.21)

† Scheffe’s test                                                                                                                  *p<.05,  **p<.01

   표 7.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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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상경험

증 상 빈 도 증 상 강 도 증 상 고 통 감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현재 주

 간호자

본인

가족

기타

24

74

2

25.63±19.78

25.97±19.86

32.50±23.33

0.11

(0.90)

8.58±5.77

8.65±6.20

13.50±10.61

0.61

(0.54)

9.71±7.23

9.31±6.97

11.50±7.78

0.12

(0.89)

7.33±7.36

8.01±7.15

7.50±4.95

0.08

(0.92)

동거

가족

무

유 

11

89

20.18±19.95

26.74±20.07

-1.04

(0.30)

7.64±6.05

8.87±6.17

-0.62

(0.53)

7.73±6.07

9.66±7.08

-0.87

(0.39)

4.81±4.53

8.21±7.30

-2.16*

(0.05)

가족력 
없음

있음

65

35

24.83±19.25

28.23±20.61

-0.82

(0.41)

8.22±5.98

9.69±6.41

-1.14

(0.26)

9.15±6.95

10.00±7.08

-0.58

(0.57)

7.46±6.85

8.54±7.62

-0.72

(0.47)

신뢰 하는  

정보 습득 

방법

매스컴

의료지

기타 

22

74

4

25.14±18.60

25.34±19.44

43.50±27.54

1.66

(0.20)

8.90±6.03

8.45±6.12

13.00±7.07

1.06

(0.35)

8.95±6.37

9.19±6.84

17.00±10.17

2.53

(0.09)

7.27±6.88

7.70±6.94

13.50±11.00

1.36

(0.26)

† Scheffe’s test                                                                                                                  *p<.05,  **p<.01

  표 7.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계속)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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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8>에 제시

되었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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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상경험

증 상 빈 도 증 상 강 도 증 상 고 통 감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흡연
경험

전혀 피운적이 없다

예전에 피우다가 끊었다

현재도 흡연하고 있다

25

67

8

26.44±19.32

26.10±20.27

24.00±19.70

0.05

(0.95)

8.96±5.84

8.75±6.46

7.88±4.70

0.09

(0.91)

9.24±6.77

9.54±7.13

9.38±7.15

0.02

(0.98)

8.24±7.14

7.82±7.20

6.75±7.07

0.13

(0.88)

음주
경험

전혀 마시지 않았다

과거에 마셨지만, 지금은 끊었다

현재도 마신다

24

66

10

28.75±23.55

26.35±18.32

17.30±17.93

1.23

(0.30)

9.50±7.31

8.94±5.79

5.50±4.72

1.63

(0.20)

10.04±7.98

9.67±6.65

6.60±6.55

0.95

(0.39)

9.21±8.58

7.74±6.52

5.20±6.94

1.14

(0.32)

운동량

전혀 하지 않는다.

1회 30분 미만으로 주 2회 이하

1회 30분 미만으로 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으로 주 2회 이하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17

9

7

11

56

27.94±22.53

24.89±27.33

26.14±16.01

24.45±17.67

25.91±18.85

0.06

(0.99)

8.76±6.51

8.00±8.20

8.86±5.11

9.09±5.77

8.75±6.06

0.04

(1.00)

10.65±8.13

8.78±9.67

9.57±6.32

8.45±6.15

9.38±6.54

0.20

(0.94)

8.53±8.32

8.11±9.65

7.71±5.06

6.91±6.19

7.79±6.88

0.09

(0.99)

† Scheffe’s test        *p<.05,  **p<.01 

표 8.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n=100)    

                                                                                                                                 



- 39 -

3) 상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상자의 질환 특성과 증상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간 기능 상태, 응급실 내원 횟수,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상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른 증상경험은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의 증상

경험이 평균 48.00(±15.31)점으로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의 증상경험 평균 

22.24(±17.47)점,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의 증상경험 평균 44.60(±22.03)

점보다 높았고, 사후 검정 결과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와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가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보다 증상경험이 높았다(F=11.87, 

p=0.00). 응급실 내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상자의 증상경험은 평균 39.36±(21.80)

점으로 응급실 내원 횟수가 3회 미만인 상자의 증상경험 평균 24.37(±18.91)점보

다 증상경험이 높았다(t=-2.44, p=0.02).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상자의 증상경험

은 평균 33.13(±21.04)점으로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상자의 증상경험 평균 

15.00(±17.30)점, 지각된 건강상태가 보통인 상자의 증상경험 평균 22.94(±15.69)

보다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상자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은 상자보다 증상경험이 높았다(F=7.1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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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상경험

증 상 빈 도 증 상 강 도 증 상 고 통 감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암 진단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이상

52

18

30

28.21±19.20

21.17±23.14

25.13±18.40

0.90

(0.41)

9.48±5.95

6.67±6.74

8.67±6.01

1.41

(0.25)

10.27±6.76

7.89±8.43

8.97±6.41

0.88

(0.42)

8.46±7.03

6.61±8.20

7.50±6.68

0.50

(0.61)

간 기능 
상태

†Child A (a)

 Child B (b)

 Child C (c)

84

10

6

22.24±17.47

44.60±22.03

48.00±15.31

11.87**

(0.00)

b,c>a

7.69±5.58

13.60±6.79

15.17±5.56

8.86**

(0.00)

b,c>a 

8.11±6.22

16.40±7.52

16.67±5.43

11.87**

(0.00)

b,c>a 

6.44±6.16

14.60±8.77

16.17±5.08

12.68**

(0.00)

b,c>a 

간암으로 
입원한 
횟수

3회 미만
3회 이상

25

75

29.68±19.76

24.80±19.66

1.07

(0.29)

9.84±6.31

8.36±6.08

1.09

(0.30)

10.96±6.96

8.95±6.96

1.57

(0.21)

8.88±7.02

7.49±7.16

0.71

(0.40)

응급실 
내원 
횟수

†3회 미만
 3회 이상

89

11

24.37±18.91

39.36±21.80

-2.44*

(0.02)

8.20±5.83

13.00±7.21

-2.51*

(0.01)

8.96±6.81

13.45±7.35

-2.05*

(0.04)

7.21±6.80

12.91±7.87

-2.58*

(0.01)

지각된 

건강상태

 †좋다 (a)  

보통이다 (b)

나쁘다 (c)

19

36

45

15.00±17.30

22.94±15.69

33.13±21.04

7.13**

(0.00)

c>a

5.16±4.65

7.78±4.85

11.00±6.77

7.63**

(0.00)

c>a,c

5.68±6.15

8.44±5.77

11.84±7.40

6.43**

(0.00)

c>a

4.16±6.87

6.72±5.71

10.29±7.45

6.26**

(0.00)

c>a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22

71

7

27.55±27.42

25.51±17.38

26.43±15.28

0.09

(0.91)

8.86±8.09

8.59±5.57

9.71±5.38

0.11

(0.90)

9.77±9.76

9.32±6.13

9.71±5.47

0.04

(0.96)

8.91±9.76

7.59±6.32

7.00±5.39

0.34

(0.72)

지각된 

자가 

돌봄 

지식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18

79

3

28.44±22.69

25.41±19.01

27.67±25.77

0.18

(0.83)

9.44±6.93

8.54±5.94

9.33±8.62

0.17

(0.84)

9.94±7.94

9.28±6.75

11.00±9.54

0.14

(0.87)

9.06±8.45

7.58±6.80

7.33±8.74

0.32

(0.73)

† Scheffe’s test            *p<.05,  **p<.01

표 9. 상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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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라 증상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라 각 증상경험의 빈도, 강도, 고통감의 차이를 추

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증상 빈도 중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증상은 피로였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는 피로에 한 증상 빈도가 평균 1.10(±1.00)점이였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피로에 한 증상 빈도는 평균 1.60(±1.08)점이였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의 피로에 한 증상 빈도는 평균 1.67(±1.21)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는 검은 변이 평균 0.15(±0.45)점으로 증상 빈도가 

가장 낮았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오른쪽 윗배의 통증이 평균 

0.20(±0.63)점으로 증상 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간 기능 상태가 Child C 상자는 졸

음/혼돈이 평균 0.17(±0.41)점으로 증상 빈도가 가장 낮았다. 

  증상 강도 중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 증상으로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와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에서는 피로였다. 피로에 한 증상 강도는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는 평균 1.18(±0.96)점,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는 

평균 1.83(±0.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짙은 소변

이 평균 1.80(±1.32)점으로 증상 강도가 가장 높았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는 검은 변이 평균 0.15(±0.48)점으로 증상 강도가 가장 낮았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오른쪽 윗배의 통증, 졸음/혼돈이 각각 평균 0.20(±0.63)점으로 

증상강도가 가장 낮았으며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는 졸음/혼돈이 평균 

0.17(±0.41)점으로 증상 강도가 가장 낮았다. 팔/다리 저림/근육통 증상은 간 기능 

상태에 따라서 증상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증상 고통감 중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는 피

로가 평균 0.96(±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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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저림/근육통이 평균 1.80(±1.23)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는 식욕저하가 평균 1.83(±0.98)점으로 증상 고통감이 가장 높았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와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졸음/혼돈이 

평균 0.06(±0.28)점, 평균 0.20(±0.63)점으로 증상 고통감이 가장 낮았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는 배뇨곤란, 출혈경향, 졸음/혼돈, 기억력/집중력저하가 각

각 평균 0.17(±0.41)점으로 증상 고통감이 가장 낮았다. 구강건조, 기억력/집중저하 

증상은 간 기능 상태에 따라 증상 고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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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 상 빈 도 증 상 강 도 증 상 고 통 감

간기능 상태
(Child-Pugh)

n=[A:84, B:10, C:6]

A(a) B(b) C(c) F(p)
sheffe's A(a) B(b) C(c) F(p)

sheffe's A(a) B(b) C(c) F(p)
sheffe's

식욕저하 0.32±0.75 0.90±1.10 1.33±1.21 6.07(0.00)**
c>a 0.32±0.71 0.90±0.99 1.67±1.37 9.84(0.00)**

c>a 0.27±0.67 1.00±1.16 1.83±0.98 15.50(0.00)**
b,c>a

메슥거림/구토 0.20±0.51 0.40±0.52 1.00±1.10 6.07(0.00)**
c>a 0.23±0.57 0.70±0.95 1.17±1.17 7.54(0.00)**

c>a 0.21±0.54 0.50±0.85 1.50±1.38 11.62(0.00)**
c>a,b

소화불량 0.58±0.90 0.70±1.10 1.17±1.47 1.06(0.35) 0.56±0.87 0.70±0.95 1.17±1.47 1.28(0.28) 0.58±0.96 0.90±1.20 1.50±1.64 2.50(0.09)

부종/복수 0.27±0.63 1.00±1.25 1.50±1.38 10.49(0.00)**
b,c>a 0.35±0.75 1.40±1.51 1.33±1.37 9.02(0.00)**

b,c>a 0.27±0.73 1.20±1.40 1.17±1.47 7.44(0.00)**
b>a

숨참/호흡곤란 0.26±0.73 0.30±0.48 1.17±1.33 4.03(0.02)**
c>a 0.29±0.77 0.60±1.08 1.33±1.51 4.57(0.01)*

c>a 0.26±0.73 0.60±1.08 1.17±1.47 3.91(0.02)*
c>a

구강건조 0.57±0.84 1.00±0.94 1.17±1.17 2.21(0.12) 0.60±0.88 1.20±1.03 1.00±0.89 2.44(0.09) 0.38±0.82 1.00±0.82 1.17±1.17 4.49(0.01)*

가려움증 0.58±0.85 0.70±1.16 1.50±1.05 2.94(0.06) 0.57±0.85 0.60±1.08 1.17±0.75 1.31(0.28) 0.52±0.81 0.50±0.97 1.33±0.82 2.71(0.07)

전신통증 0.17±0.56 0.70±0.95 0.33±0.82 3.41(0.04)*
b>a 0.21±0.68 0.90±1.20 0.33±0.82 3.76(0.03)*

b>a 0.18±0.56 1.00±1.33 0.50±1.23 0.17(0.00)**
b>a

팔/다리 저림

/근육통
0.73±0.90 1.10±0.88 0.83±0.98 0.79(0.46) 0.85±1.00 1.70±1.16 1.17±1.47 3.13(0.05)* 0.79±1.00 1.80±1.23 1.17±1.47 4.38(0.02)*

b>a

오른쪽 

윗배의 통증
0.32±0.62 0.20±0.63 0.50±0.84 0.42(0.66) 0.38±0.73 0.20±0.63 0.67±1.03 0.75(0.47) 0.39±0.79 0.30±0.95 0.67±1.03 3.39(0.68)

피로 1.10±1.00 1.60±1.08 1.67±1.21 1.82(0.17) 1.18±0.96 1.40±0.84 1.83±0.98 1.49(0.23) 0.96±1.00 1.10±0.88 1.67±1.03 1.45(0.24)

짙은 소변 0.44±0.84 1.30±1.16 0.83±0.75 4.69(0.01)*
b>a 0.52±0.94 1.80±1.32 1.17±0.98 8.31(0.00)**

b>a 0.25±0.64 1.10±1.45 0.67±0.82 6.11(0.00)**
b>a

배뇨곤란 0.30±0.69 0.60±1.08 0.50±0.84 0.89(0.41) 0.29±0.72 0.70±1.16 0.50±0.84 1.40(0.25) 0.27±0.70
0.70±1.16 0.17±0.41 1.59(0.21)

출혈경향 0.30±0.56 0.60±0.84 0.33±0.52 1.19(0.31) 0.37±0.74 0.60±0.84 0.50±0.84 0.47(0.63) 0.17±0.43
0.50±0.85 0.17±0.41 2.11(0.13)

검은 변 0.15±0.45 0.30±0.68 0.33±0.52 0.73(0.48) 0.15±0.48 0.50±1.08 0.50±0.84 2.36(0.10) 0.14±0.44
0.40±0.84 0.50±0.84 2.23(0.11)

졸음/혼돈 0.17±0.43 0.20±0.63 0.17±0.41 0.02(0.98) 0.17±0.51 0.20±0.63 0.17±0.41 0.02(0.98) 0.06±0.28
0.20±0.63 0.17±0.41 1.00(0.38)

기억력/

집중저하
0.80±1.22 0.90±0.57 0.33±0.52 0.52(0.60) 0.62±0.84 1.20±0.79 0.50±0.84 2.32(0.10) 0.42±0.73 1.00±0.94 0.17±0.41 3.27(0.04)*

외모의 변화 0.43±0.81 1.10±1.29 0.50±0.84 2.68(0.07) 0.46±0.84 1.10±1.20 0.50±0.84 2.33(0.10) 0.30±0.74 0.80±1.14 0.67±1.03 2.19(0.12)

 † Scheffe’s test  *p<.05,  **p<.01 

표 10. 상자의 간 기능 상태와 증상경험의 차이                                                                   (Mean±SD),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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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1)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 

정도, 현재 직업 유무, 가족의 월수입이었다. 

  연령에 따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2.10, 

p=0.13) 자가 돌봄 이행의 하부영역으로 연령이 60-69세인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은 32.53(±3.11)점으로 연령이 50-59세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29.54(±5.78)점, 연

령이 70세 이상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31.11(±3.83)점보다 높았고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이 60-69세 상자가 연령이 50-59세인 상자보다 식이요법 이행이 유의하게 

높았다(F=3.92, p=0.02). 연령이 50세-59세 상자의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평균은  

9.76(±2.24)점으로 연령이 60세-69세 상자의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평균 

9.06(±2.03)점, 연령이 70세 이상인 상자의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평균 7.94(±2.26)

점보다 높았고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이 50-59세 상자가 연령이 70세 이상 상자보

다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이행이 높았다(F=4.71, p=0.0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평균 64.80(±7.60)점으

로 배우자가 없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56.89(±10.75)점보다 높았다

(t=2.86, p=0.01). 학력에 따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21, p=0.30) 자가 돌봄 이행의 하부 영역에서 학력이 고졸인 상자의 

추후 병원방문 평균 7.90(±0.45)점으로 학력이 중졸이하 상자의 추후 병원방문 평

균 7.84(±0.55)점, 학력이 졸 이상 상자의 추후 병원방문 평균 7.04(±2.16)점 

보다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학력이 고졸인 상자가 학력이 중졸이하, 졸이상인 

상자보다 추후 병원방문 이행이 높았다(F=4.85, p=0.01). 현재 직업이 없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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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평균 66.37(±6.00)점으로 현재 직업이 있는 상자의 전

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1.71(±9.46)점보다 높았다(t=2.93, p=0.00).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1.60, p=0.21) 자가 돌봄 이행의 하부 영역에서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은 31.80(±3.36)점으로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400만원 

미만인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28.85(±6.15)점, 가족의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31.46(±5.56)점보다 높았으며 사후 검정 결과 가족의 월수

입이 200만원 미만인 상자가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400만원 미만인 상자보

다 식이요법 이행이 더  높았다(F=4.11, p=0.02). 현재 주 간호자 여부에 따른 상

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60, p=0.21) 자가 돌봄 이

행의 하부영역에서 현재 주 간호자가 가족인 상자의 약물요법 평균은 7.59(±1.08)

점으로 현재 주 간호자가 본인인 상자의 약물요법 평균 7.38(±0.92)점, 현재 주 간

호자가 간병인 또는 기타인 상자의 약물요법 평균 5.50(±2.12)점보다 높았으며 사

후 검정 결과 현재 주 간호자가 가족인 상자가 현재 주 간호자가 간병인 또는 기타

인 상자보다 약물요법 이행이 높았다(F=3.99,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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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가돌봄이행
식이요법 안정 및 활동 추후 병원 방문 약물요법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성별
남자

여자

91

9

63.67±8.39

68.33±3.97

-1.64

(0.10)

30.57±5.01

32.89±2.76

-1.36

(0.18)

8.86±2.61

9.56±2.70

-0.76

(0.45)

7.65±1.21

8.00±0.00

-0.87

(0.39)

7.47±1.13

7.78±0.67

-0.80

(0.43)

9.12±2.29

10.11±1.69

-1.26

(0.21)

연령

 †50세-59세(a)

60세-69세(b)

70세 이상(c)

50

32

18

52.62±9.74

66.38±5.60

64.11±6.61

2.10

(0.13)

29.54±5.78

32.53±3.11

31.11±3.83

3.92*

(0.02)

 b>a

8.34±2.65

9.38±2.65

9.72±2.14

2.65

(0.08)

7.52±1.54

7.88±0.49

7.78±0.65

0.99

(0.38)

7.46±1.18

7.53±1.11

7.56±0.86

0.07

(0.93)

9.76±2.24

9.06±2.03

7.94±2.26

4.71*

(0.01)

 a>c

결혼

상태

배우자 유

배우자 무

91

9

64.80±7.60

56.89±10.75

2.86**

(0.01)

31.19±4.43

26.67±7.35

1.81

(0.11)

8.98±2.60

8.33±2.83

0.71

(0.48)

7.74±1.12

7.11±1.45

1.25

(0.24)

7.58±1.03

6.67±1.41

2.45**

(0.02)

9.32±2.25

8.11±2.15

1.54

(0.13)

종교
있음

없음

48

52

64.38±9.13

63.83±7.29

-0.33

(0.74)

30.98±5.25

30.60±4.57

-0.39

(0.70)

8.88±2.84

8.96±2.41

0.17

(0.87)

7.58±1.49

7.77±0.76

0.80

(0.43)

7.54±1.18

7.46±1.02

-0.36

(0.72)

9.40±2.19

9.04±2.33

-0.79

(0.43)

교육

정도

†중졸이하(a)

고졸(b)

졸이상(c)

38

39

23

65.18±5.93

64.33±7.16

61.87±12.11

1.21

(0.30)

31.87±3.24

30.72±5.07

29.09±6.36

2.39

(0.10)

9.08±2.72

8.77±2.39

8.91±2.89

0.13

(0.88)

7.84±0.55

7.90±0.45

7.04±2.16

4.85**

(0.01)

b>a,c

7.50±1.08

7.69±0.73

7.17±1.53

1.64

(0.20)

8.89±2.27

9.26±2.28

9.65±2.21

0.82

(0.45)

 † Scheffe’s test                                                                                                                     *p<.05,  **p<.01

표 11.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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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가돌봄이행
식이요법 안정 및 활동 추후 병원 방문 약물요법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현재 직업
있음

없음

49

51

61.71±9.46

66.37±6.00

2.93**

(0.00)

29.29±5.67

32.22±3.48

3.10**

(0.00)

8.33±2.74

9.50±2.37

2.27*

(0.03)

7.47±1.57

7.88±0.48

1.77

(0.08)

7.29±1.31

7.71±0.81

1.93

(0.06)

9.35±2.31

9.08±2.23

-0.60

(0.56)

가족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a)

200만원-400만원 

미만(b)

400만원 이상(c)

54

33

13

65.20±6.17

62.18±9.45

64.31±11.44

1.41

(0.25)

31.80±3.36

28.85±6.15

31.46±5.56

4.11*

(0.02)

 a>b

8.89±2.74

8.88±2.45

9.15±2.64

0.06

(0.94)

7.89±0.46

7.52±1.58

7.23±1.74

2.23

(0.11)

7.57±0.98

7.48±1.00

1.23±1.69

0.51

(0.60)

9.06±2.42

9.45±2.08

9.23±2.09

0.32

(0.73)

 현재 

주 간호자

†본인(a)

가족(b)

간병인, 기타(c)

24

74

2

63.96±6.97

64.41±8.29

54.00±16.97

1.60

(0.21)

30.83±4.62

30.97±4.76

23.00±9.90

2.68

(0.07)

9.25±2.36

8.77±2.70

10.50±2.12

0.68

(0.51)

7.67±0.76

7.73±1.21

6.00±2.83

2.21

(0.12)

7.38±0.92

7.59±1.08

5.50±2.12

3.99*

(0.02)

b>c

8.83±2.06

9.34±2.35

9.00±0.00

0.46

(0.64)

동거가족 
무

유

11

89

64.73±8.68

64.01±8.17

0.91

(0.79)

31.09±5.99

30.74±4.77

0.22

(0.82)

10.27±2.20

8.75±2.62

1.84

(0.07)

7.64±1.21

7.69±1.16

-0.13

(0.90)

7.27±1.34

7.53±1.07

-0.73

(0.47)

8.45±2.02

9.30±2.28

-1.18

(0.24)

가족력
없음

있음

65

35

63.32±9.02

65.51±6.22

-1.28

(0.20)

30.34±5.19

31.60±4.21

-1.23

(0.22)

8.80±2.82

9.14±2.20

-0.62

(0.53)

7.57±1.35

7.89±0.68

-1.56

(0.12)

7.51±1.11

7.49±1.09

0.10

(0.92)

9.11±2.41

9.40±1.97

-0.62

(0.54)

신뢰 하는  

정보 습득 

방법

매스컴

의료진

기타 

22

74

4

66.14±5.68

63.49±8.82

64.00±7.26

0.89

(0.42)

31.82±3.80

30.39±5.17

32.25±4.65

0.91

(0.41)

8.91±2.81

8.93±2.61

8.75±2.06

0.01

(0.99)

8.00±0.00

7.59±1.32

7.50±1.00

1.08

(0.34)

7.59±0.73

7.47±1.20

7.50±1.00

0.10

(0.91)

9.82±2.36

9.09±2.23

8.00±1.63

1.48

(0.23)

  † Scheffe’s test                                                                                                                     *p<.05,  **p<.01

표 11.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계속)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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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12>

에 제시되었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흡연경험, 음주경험, 운동

량이었다.

  전혀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평균 66.20(±6.99)점

으로 금연하고 있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4.52(±7.43)점, 현재도 흡

연하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53.88(±11.14)점보다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전혀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상자와 금연하고 있는 상자가 현재도 흡연하고 

있는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았다(F=8.19, p=0.00). 음주경험 여부에 

따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2.85, p=0.06) 

자가 돌봄 이행의 하부영역으로 전혀 음주를 한 적이 없는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32.46(±3.84)점으로 금주하고 있는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30.92(±4.44)점, 현재도 

음주하고 있는 상자의 식이요법 평균 25.80(±6.88)점보다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전혀 음주를 한 적이 없는 상자와 금주하고 있는 상자는 현재도 음주하고 있는 

상자보다 식이요법 이행이 높았다(F=7.50, p=0.00). 운동을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하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평균 66.48(±6.28)점으로 전혀 운동

을 하지 않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58.76(±9.82)점, 1회 30분 미만으

로 주 2회 이하 하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3.33(±8.75)점, 1회 30분 

미만으로 주 3회 이상으로 운동을 하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0.00(±13.25)점, 1회 30분 이상으로 주 2회 이하로 운동을 하는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3.36(±5.75)점보다 높았다. 사후 검정 결과 운동을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하는 상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

봄 이행이 높았다(F=3.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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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가돌봄이행
식이요법 안정 및 활동 추후 병원 방문 약물요법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항

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흡

연

경

험

 †전혀 피운적 없다(a)

피우가 끊었다(b)

현재도 피운다(c)

25

67

8

66.20±6.99

64.52±7.43

53.88±11.14

8.19**

(0.00)

a,b>c

31.64±4.19

31.39±4.10

23.00±6.59

13.92**

(0.00)

a,b>c

9.56±2.33

8.82±2.66

7.75±2.82

1.62

(0.20)

7.92±0.40

7.70±1.00

6.75±2.82

3.25**

(0.04)

a,>c

7.76±0.66

7.43±1.22

7.25±1.04

1.04

(0.36)

9.32±2.67

9.18±2.12

9.13±2.23

0.04

(0.96)

음

주

경

험

 †전혀 마시지 않는다(a)

과거에 마셨지만 끊었다(b)

현재도 마신다(c)

24

66

10

66.63±7.17

63.86±8.16

59.50±9.19

2.85

(0.06)

32.46±3.84

30.92±4.44

25.80±6.88

7.50**

(0.00)

a,b>c

9.33±2.84

8.77±2.63

8.90±1.97

0.40

(0.67)

7.92±0.41

7.58±1.38

7.80±0.63

0.81

(0.45)

7.71±0.69

7.44±1.23

7.40±0.97

0.57

(0.57)

9.21±2.72

9.15±2.14

9.60±2.01

0.17

(0.85)

운

동

량

 †전혀 하지 않는다(a)

1회 30분 미만으로 주 2회 이하(b)

1회 30분 미만으로 주 3회 이상(c)

1회 30분 이상으로 주 2회 미만(d)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e)

17

9

7

11

56

58.76±9.82

63.33±8.75

60.00±13.25

63.36±5.75

66.48±6.28

3.87*

(0.01)

e>a

29.18±6.14

31.00±5.83

28.29±5.88

29.73±4.24

31.75±4.16

1.64

(0.17)

6.65±2.26

7.44±2.65

7.43±3.31

7.91±2.47

10.23±1.81

12.32**

(0.00)

e>a,,b,c,d

7.18±2.01

7.33±2.00

7.71±0.76

7.82±0.60

7.86±0.64

1.38

(0.25)

7.29±1.16

7.56±0.88

6.86±2.27

7.27±1.01

7.68±0.90

1.26

(0.29)

8.47±2.21

10.00±2.35

9.71±2.50

10.64±1.50

8.96±2.26

2.18

(0.08)

† Scheffe’s test                                                                                                                        *p<.05,  **p<.01

표 12. 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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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상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었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간 기능 상태,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이었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평균 65.14(±6.70)점

으로 간 기능 상태 Child B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57.20(±14.94)점, 

간 기능 상태 Child C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0.83(±7.49)점보다 높

았다. 사후 검정 결과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가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았다(F=5.10, p=0.01).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

이 충분한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은 66.27(±9.87)점으로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이 보통인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64.14(±7.94)점, 지각된 자

가 돌봄 역량이 나쁜 상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 평균 56.71(±13.60)점보다 높았

다. 사후 검정 결과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이 충분한 상자는 지각된 자가 돌봄 역

량이 나쁜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았다(F=3.83,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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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가돌봄이행
식이요법 안정 및 활동 추후 병원 방문 약물요법 합병증 예방 및 관찰

항목 구분 n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M±SD

t/F(p)

Sheffe's

암 진단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52

18

30

9.12±1.26

6.30±1.49

7.70±1.41

0.02

(0.98)

5.57±0.77

3.42±0.81

4.48±0.82

0.00

(1.00)

8.52±2.61

9.56±2.45

9.23±2.67

1.37

(0.26)

7.58±1.50

7.67±0.77

7.87±0.51

0.59

(0.56)

7.52±1.02

7.50±0.86

7.47±1.36

0.02

(0.98)

9.56±2.04

8.67±2.50

8.93±2.43

1.37

(0.26)

간기능 

상태

 †Child A(a)

Child B b)

Child C(c)

84

10

6

65.14±6.70

57.20±14.94

60.83±7.49

5.10*

(0.01)

a>b

31.01±4.08

28.00±9.32

32.17±4.67

1.99

(0.14)

9.25±2.45

7.40±3.03

6.83±2.71

0.59＊

(0.01)

7.93±0.37

6.00±2.98

7.00±1.10

17.99**

(0.00)

a>b

7.67±0.96

6.60±1.65

6.67±0.82

6.78**

(0.00)

a>b

9.29±2.26

9.20±2.04

8.17±2.71

0.68

(0.51)

간암으로 

입원한 횟수

3회 미만

3회 이상

25

75

63.12±9.50

64.41±7.75

-0.68

(0.50)

30.76±5.08

30.79±4.86

-0.24

(0.08)

8.16±2.61

9.17±2.58

-1.70

(0.09)

7.28±2.07

7.81±0.59

-1.27

(0.22)

7.68±0.95

7.44±1.44

0.95

(0.35)

9.24±2.18

9.20±2.30

0.08

(0.94)

응급실 

내원 횟수

3회 미만

3회 이상

89

11

63.92±8.49

65.45±5.22

-0.58

(0.56)

30.60±5.03

32.27±3.35

-1.08

(0.29)

8.97±2.60

8.55±2.77

0.50

(0.62)

7.66±1.21

7.82±0.60

-0.42

(0.68)

7.51±1.13

7.45±0.82

0.15

(0.89)

9.19±2.29

9.36±2.11

-0.24

(0.81)

지각된

건강상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19

36

45

62.79±9.87

65.19±7.75

63.76±7.83

0.60

(0.55)

30.37±5.52

30.94±4.13

30.82±5.25

0.09

(0.92)

8.84±2.32

9.50±2.65

8.49±2.67

1.53

(0.22)

7.37±1.89

7.89±0.46

7.64±1.15

1.29

(0.28)

7.68±0.75

7.44±1.30

7.47±1.06

0.33

(0.72)

8.53±2.39

9.42±2.27

9.33±2.18

1.09

(0.34)

지각된 

자가 돌봄

역량

  †충분하다(a)

보통이다(b)

나쁘다(c)

22

71

7

66.27±5.44

64.14±7.94

56.71±13.60

3.83*

(0.03)

a>c

32.27±3.35

30.72±4.85

26.71±7.25

3.64*

(0.03)

a>c

10.00±2.20

8.77±2.62

7.00±2.58

4.13*

(0.02)

a>c

7.73±0.70

7.66±1.31

7.71±0.76

0.03

(0.97)

7.50±1.06

7.59±0.92

6.57±2.23

2.86

(0.06)

8.77±2.41

9.39±2.17

8.71±2.69

0.82

(0.45)

지각된 

자가 돌봄

지식

충분하다

보통이다

나쁘다

18

79

3

67.44±5.44

63.48±8.58

60.00±7.55

2.15

(0.12)

32.94±3.44

30.42±5.04

27.33±5.03

2.83

(0.06)

9.56±2.62

8.77±2.62

9.00±2.65

0.66

(0.52)

7.78±0.65

7.65±1.27

8.00±0.00

0.21

(0.81)

7.56±1.04

7.47±1.13

8.00±0.00

0.36

(0.70)

9.61±1.97

9.18±2.21

7.67±4.93

0.99

(0.37)

 † Scheffe’s test                                                                                                                     *p<.05,  **p<.01

표 13. 상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자가 돌봄 이행과의 차이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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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첫째,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 정도 둘째,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 정도, 셋째,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은 162점 만점에 평균 26.02(±19.70)(평균평점 

0.48±0.36)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경화 환자를 

상으로 한 김수현(2005)의 연구에서는 증상경험이 평균 41.67(±24.71)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높았으나 정경선, & 민혜숙(2007)의 연구에서는 평균 29.10점으

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이는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이 61.94(±8.81)세로 

상자의 50%가 60세 이상으로 고령 환자가 많아 증상경험에 한 인지정도가 낮았

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간암의 경우 보통 간의 기능이 심하게 나빠지

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자 선정에서도 간 기능 상태가 경증인 

상자가 많아 증상경험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증상의 발생 횟수(빈도), 증상의 심한 정도(강도),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주는 정도

(고통감) 중에서 본 연구 상자의 경우 증상강도가 평균평점 0.53(±0.39)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증상 빈도, 증상 고통감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경험 중 피로, 

팔/다리 저림/근육통이 증상 빈도, 증상 강도, 증상 고통감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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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김수현(2005), 정경선, & 민혜숙(2007), 조명숙, 권인각, 김희선, 김경희, 

& 류은정(2009), Sun., & Sarna.(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이러한 피로, 팔/다

리 저림/근육통과 같은 증상경험은 간담도계 암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

상으로 총체적인 증상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로는 만성 간

질환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삶의 질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50세 

이상이거나 여성인 경우 피로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집중적인 증상

관리가 필요하다(Poynard, et al., 2002).

동거가족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증상 고통감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가족구조의 특성상 원가족의 지지와 배우자 지지가 중요하므로 환자

에게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되며 가족의 태도나 행동은 질병의 경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증상의 악화나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남영, 2003; 태

영숙, & 김미예, 2011; 김효진, 김상희, 이향규, & 오상은, 2014). 상자의 증상 고

통감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가족 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B,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가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보다 증상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김수현(2005), 정경선, & 민혜숙

(2007), 조명숙, 권인각, 김희선, 김경희, & 류은정(2009), 최경숙, 박정애, & 이주현

(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식욕저하, 메슥거림/구토, 부종/복수, 숨

참/호흡곤란, 전신통증, 짙은 소변 증상은 상자의 간 기능 상태가 경증에서 중증으

로 악화됨에 따라 상자의 증상경험이 모두 증가되었다. 즉, 질병상태가 악화됨에 따

라 증상경험이 많아짐을 알 수 있어 상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증상 완화 

중재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응급실 내원 횟수가 많은 상자가 그렇지 않은 

상자보다 증상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정경선, & 민혜숙(200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

였다. 응급실에 내원 횟수의 증가는 전체적인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고 이

에 경험하게 되는 증상경험도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자에 따른 적절한 증

상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응급실 내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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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자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쁜 상자보다 증상경험이 낮았다. 지각된 건강상

태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주

관적 신체증상과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주관적 신체증상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최희정, 2008; 김효진, 김상희, 이향규, & 오상은, 2014). 따라서 지각

된 건강상태와 신체증상이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건강에 한 긍정적인 지각을 통

해 증상경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간호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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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

본 연구에서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은 80점 만점에서 평균 64.09(±8.19)점

(평균평점 3.34±0.42)으로 자가 돌봄 이행도는 높았다. 이는 만성 간질환 환자를 

상으로 연구한 박은희(2010)의 연구에서 평균 74.84(±14.2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가 돌봄 이행 항목에서 ‘간질환의 치료나 검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다’, ‘처방 로 간 기능 검사를 한다’의 추후 병원방문 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약물요법 영역이 높았는데 이는 정경선, & 민혜숙(2007), 박은희(2010), 이정은 

외(2011)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

행이 높았으며 이는 정경선, & 민혜숙(2007), 박은희(2010), 이정은 외(2011)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암 질환의 특성상 본 연구 상자는 남성이 90%였으며 74%는 

자가 돌봄 이행에 도움을 주는 이를 가족이라고 하였다. 남성이 중심이 되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곁에 있어 보다 자가 돌봄 이행이 수월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거나 동거가족이 없는 간암 환자들의 자가 돌봄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무직인 상자가 유직인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

봄 이행 영역이 높았고 자가 돌봄 이행 하부영역으로 식이요법 영역, 안정 및 활동 영

역이 높았다. 이는 박은희(2010), 정경선, & 민혜숙(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김남

영(2003), 조혜영, & 김희승(2010), 김지숙, & 김지수(2013)의 연구에서는 직업 유무

와 자가 돌봄 이행에는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사회활동으로 자가 돌봄

에 소홀하기 쉽고 꾸준한 치료적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간암 환자들의 자가 돌봄 이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흡연을 하고 있는 상자는 전혀 흡연한 적이 없는 상자와 금연 중인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낮았는데 관상동맥질환자의 경우 흡연 여부와 자가 돌봄 이행

과 차이가 없었던 조혜영, & 김희승(2010)의 연구와 반 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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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음주를 하고 있는 상자는 전혀 음주한 적이 없는 상자와 금주하고 있는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 정도가 낮았는데(F=2.85, p=0.06) 결과적으로 지속

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는 상자의 경우 전체적인 자가 돌봄 이행이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현재도 음주하고 있는 상자가 10명으로 비율은 적었지

만 간의 손상을 초래함에 있어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자의 음주는 매우 위협적이

며 김갑성 외(2005)은 연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음주문제

에 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속적으로 음주하고 있는 상자

들에 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운동을 1회 30분 이상으로 주 3

회 이상 하는 상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높

았고 이는 자가 돌봄 역량이 높은 상자가 자가 돌봄 역량이 낮은 상자에 비해 자

가 돌봄 이행이 높았던 김호곤(2012)의 연구와 Jones,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가 돌봄 역량이 높은 상자가 자가 돌봄 역량이 

낮은 상자에 비해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았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자의 자가 

돌봄 역량을 높여 자가 돌봄 이행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는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보다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았는데 잔존한 간 기능 상태가 좋을수록 기능적 수행능력이 증

가하여 자가 돌봄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질병 중

증도가 높을수록 불쾌 증상이 높아지고 불쾌 증상이 증가됨에 따라 자가 돌봄 이행

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양인숙(2013)의 연구 결과와 간경변증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과 질병 상태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정경선, & 민혜숙(2007)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자가 돌봄 이행 증진을 통해 상자가 느끼는 증상경험

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질병상태 개선에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 영역에서 안정 및 활동 영역이 평균평점 

2.97(±0.18)점,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영역 평균평점 3.07(±0.58)점, 식이요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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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평점 3.08(±0.44)점으로 낮은 이행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커피

나 콜라 등 기호성 식품은 먹지 않는다’는 평균 2.46(±0.98)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복수나 붓는 증상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는 평

균 2.56(±2.55)점, ‘지시 받은 로 고열량, 고단백 섭취,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

다. 만약 고열량, 고단백식 제한 처방을 받았다면 제한하고 있다’는 평균 2.57(±0.76)

점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은 외(2011), 정경선, & 민혜숙(2007), 박은희

(201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병원과 의료진에 의존적인 관리는 자가 돌봄 

이행정도가 높았으나 식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식이요법이나 집에서 지속적인 돌봄

을 해야 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자가 돌봄 이행이 낮았

다. 따라서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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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이 증가할수록 자가 돌봄 이행은 낮아졌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경변 환자, 심부전 환자, 

장암 환자, 유방암 환자 등 증상경험이 증가됨에 따라 자가 돌봄 이행은 떨어지고 

삶의 질도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어(김수현, 2005; 박은희, 2010; 양인숙, 2013; 최

경숙, 박정애, & 이주현, 2013; 김효진, 김상희, 이향규, & 오상은, 2014) 본 연구 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간암 환자의 증상경험이 심할수록 안정 및 활동영역에 한 자가 돌봄 이행

은 낮았다. 상자의 증상경험 빈도가 많을수록, 증상경험 강도가 높을수록, 증상경험

의 고통감이 심할수록 안정 및 활동 영역에 한 자가 돌봄 이행이 낮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암 환자의 간 기능이 안 좋을수록 증상경험은 증가되었으며 연구 상자

의 가장 빈번한 증상경험은 간 기능 상태가 Child A, B, C인 상자 모두에게서 피로

가 가장 높아 전체적인 안정 및 활동 이행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암 환자의 피로에 한 증상경험을 완화시켜 자가 돌봄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간호중재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상자는 증상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약물요법에 한 자가 돌봄 

이행이 낮았다. 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약물복용 이행은 태도가 긍정적일수

록, 연령이 높을수록, 심부전 진단기간이 길수록, 장애요인이 적을수록 약물복용 이

행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추상희 외, 2012). 즉, 상자의 증상경험의 빈도 증

가는 간 기능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약물복용 이행이 낮아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겠다. 간암 환자의 지속적인 약물요법 이행은 매우 중요함으로 간 기능 

상태가 안 좋은 상자들의 약물요법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 중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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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상자는 증상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합병증 예방 및 관찰영역에 

한 자가 돌봄 이행이 증가되었다. 이는 상자의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와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가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보다 증상경험 

빈도가 높았고 응급실 내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상자가 응급실 내원 횟수 3회 미만

인 상자보다 증상경험의 빈도가 높았던 것을 비추어 보면 간 기능 상태가 나쁠수

록, 응급실 내원 횟수가 많은 상자일수록 증상경험 빈도가 높아 이러한 증상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모색함으로써 합병증 및 관찰영역에 한 자가 돌봄 

이행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폐절제술 환자의 경우 자신의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가 돌봄 역량이 증가한 것과 같이(김호곤, 2012; Sundsli, et al., 2012) 

증상경험의 빈도가 높은 상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여 합병증 및 관찰에 한 자가 돌봄 이행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가 돌봄 이행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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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간암 환자들의 증상경험과 자가 돌봄 이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암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을 높이고, 상자 맞춤형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도구는 김수현(2005)이 사용한 

간경변 환자의 증상경험 측정도구와 박은희(2010)가 사용한 만성 간질환 환자의 자가 

돌봄 이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시 소재 1개의 종합병원에서 간암 환

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0명을 상으로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간암을 진단받은 상자는 부분 60세 이상의 남자로 월 평균 가계 소득이 200

만원 이하이며 B형 간염, C형 간염을 가지고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경우가 많

았다. 간암 환자의 전체 증상경험은 낮으나 간 기능 상태에 따라 경험하는 증상이 

달랐는데 증상경험의 빈도는 간 기능 상태가 Child A, Child B, Child C 상자 모

두 피로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증상경험의 강도는 간 기능 상태가 Child A인 

상자와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는 피로를,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

자는 짙은 소변을 가장 심하게 경험하였다. 증상경험의 고통감은 간 기능 상태가 A

인 상자는 피로를, 간 기능 상태가 Child B인 상자는 팔/다리 저림/근육통을, 간 

기능 상태가 Child C인 상자는 식욕저하를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하였다. 간암 환

자의 전체 자가 돌봄 이행은 높았고 특히, 추후 병원방문과 약물요법에 한 자가 

돌봄 이행은 높았으나 안정 및 활동,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식이요법에 한 자가 돌

봄 이행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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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암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유발되는 피로, 팔/다리 저림/근육통, 식욕저하, 메슥거  

 림/구토 등 증상에 한 총체적인 간호 중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 간암 환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라 증상경험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증상 완  

 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간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자가 돌봄 이행을 유지 및 증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4. 간암 환자의 안정 및 활동, 합병증 예방 및 관찰, 식이요법을 증진시키는 자가     

 돌봄 이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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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참여에 동의한 이후에도 동의 철회를 원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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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ymptom experience and 

self-care practice among patients with liver cancer

 

Han, Song Y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to survey cancer 

patients on their experience of symptom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 of symptoms and their self-care practic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symptom 

management and self-care program. 

  Patient experience of cirrhosis symptoms was measured with the ‘Cirrhosis 

Patients Symptom Experience Inventory’ used by Kim Soo-hyun (2005), and 

self-care practices were measured with the ‘Chronic Cirrhosis Self-Care 

Practice Scale’ used by Park Eun-hee (2010). One hundred adul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liver cancer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 city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from June 15 through October 19, 2014.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for real 

numbers, percentages, means, SDs, t-test, ANOVA, Sheffe's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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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was 61.94, and men accounted for 91%, 

while 91% were married, and 52% had no religion. For education and 

jobs, 61% had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and 51% were unemployed. 

Of the patients, 54% were earning less 2 million Won a month, and 95% 

wer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their medical care. Most (89%) were 

living with their families, and 74% were being taken care of primarily by 

family members. For 65% of the patients do not have a family history. 

For 95%, the medical staff had informed them of their disease and 74% 

perceived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medical staff as reliable. 

Concerning life style, 67% had stopped smoking, 66% had stopping 

drinking and 56% were doing exercises three times or more a week, 30 

minutes or longer for each exercise session. For diagnosis related 

factors, 52% had been diagnosed with liver cancer less than 36 months 

ago, 76% had suffered from ‘B’ type hepatitis, 76% showed ‘Child A’ 

status of the liver, 75% had been hospitalized three times or more, and 

89% had less than 3 visits to the hospital for complications of liver 

cancer.

2. The average score for patient experience with symptoms was 26.02 on the 

162-point scale, suggesting that symptoms were slight. For the sub-areas, 

average score for intensity of symptoms was highest at 0.53, followed by 

frequency of symptoms and pain from symptoms in that order. The average 

score for patient self-care practices was 64.09 on the 80-point scale, 

suggesting that they were taking care of themselves well.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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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are practice, visits to the hospital scored highest 3.84, whil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cial activities scored lowest 2.97.

3. Experience of symptom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are practices,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r=-.075, p=.46).

4. Patients living with their family experienced more painful symptoms (t=-2.16, 

p=0.05), while those with a liver function status of ‘Child B’ or ‘Child C’ 

experienced pain more frequently than those with ‘Child A.’ (F=11.87, 

p=0.00). Patients who had emergency care three times or more (t=-2.44, 

p=0.02) and who perceive their health status as poor experienced had more 

frequent symptoms than patients with fewer visits to the hospital  or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health.(F=7.13, p=0.00).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patients' liver function statu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types of the symptoms experienced: loss of appetite, nausea/vomiting, 

indigestion, edema/ascites,  breath/breathing difficulty,  and dark urine. 

5. Self-care practices were correlat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of 

married(t=2.86, p=0.02), joblessness (t=2.93, p=0.00), non-smoker, previous 

smoker, compared to present smoker  (F=8.19, p=0.00), exercise three 

times or more a week for 30 minutes or longer, compared to no exercise 

(F=3.87, p=0.01),  liver function status of ‘Child A’ compared to 'Child B' 

(F=5.10, p=0.01), and perceived self-care competence compared to non 

competence (F=3.83, p=0.03).

  In conclusion, most of the liver cancer patients surveyed were 60 years of 

age or older, earning less than 2 million Won a month and experiencing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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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symptoms. Their experience of symptom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liver function status. Self-care practices scored higher. Specifically, 

self-care practices were higher for visits to the hospital and medication, but 

lower for stability and activities, prevention and caution concerning 

complications and dietary therapy. With increasing frequency of symptoms, the 

tendency was to take less care of themselves. Hence, in order to manage the 

liver cancer symptom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lf-care 

program that helps to relieve patient experience of symptoms, become  

psychologically stable be active socially, prevent and monitor complications 

and apply effective dietary therapy. 

Key words: liver cancer, symptom experience, self-car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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