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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관리 역량과

약물 복용 이행과의 관계

본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가

관리 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약물 복용 이행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도구는 약물 복용 이행도 8문항, 사회적 지지 24문항, 자가 관리 역량 15문항,

일반적 특성 10문항, 질병관련 특성 8문항의 총 6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와 항바이

러스 약물, 혈액학적 수치와 관련하여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한 자료를 포함하는 증

례 기록서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IRB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20명의 만성 B형 간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이 가능한 110개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분산분석(ANOVA), t-test, χ2 test, Fisher's exact test, Scheffe's test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02세로 40∼50대가 64.6%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62.7%로 여성보다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87.3%였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64.6%, 직업은 전문/사무/기술직이 40%로 가장 많았다. 사회 경제적

상태는 중인 대상자가 69.1%이었다. 동거 가족이 있는 대상자가 91.8%로 대부분

이였고, 배우자나 자녀가 주 간호 제공자인 대상자가 72.1%로 가장 많았다. 치료비

는 본인이 부담하는 대상자가 74.4%로 가장 많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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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이었고, 대상자의 71.8%는 약물 복용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건강상태

는 보통이 50%, 영양상태는 양호하다가 72.7%로 가장 많았다. B형 간염 이환 기간

은 평균 6.4년이었다. 대상자의 37.3%는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가 없었고, 형제·자

매가 B형 간염 환자인 경우는 25.7%이었다. 만성 B형 간염 외 다른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59.8%이고, 그 중 고혈압이 18.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65.5%는 자

신이 복용 하는 약물을 알고 있었고, 그 중 엔테카비어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48.1%

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한 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98.2%로 대부분

이었다. 대상자의 79.1%는 항바이러스제를 36개월 이상 복용 중이었고, 약제 변경

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66.4%였다. ALT 정상군은 94.5%, AST 정상군은 86.4%이

었고, HBV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89.1%이었다.

2.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120점 만점에서 평균 98.0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연

구 대상자의 가족 지지가 평균 51.25점, 의료인 지지가 평균 46.75점으로 의료인 지

지보다 가족 지지가 더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t=2.270,

p=.006), 가족 지지(t=2.271, p=.025)와 의료인 지지(t=2.275. p=.025) 또한 남성이 높

았다. 복용 약물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복용하는 약물을 모르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t=2.589, p=011), 의료인 지지도 높았다(t=-2.399, p=.018).

3. 연구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은 75점 만점에서 평균 53.99점으로 보통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자가관리 역량 획득이 평균평점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관리 역량

개발이 평균평점 3.60점, 자가관리 부재가 평균평점 2.72점 순이었다. 남성이 여성

보다 자가관리 부재가 높았다(t=2.713, p=.008).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대상자는 대

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역량 개발이 높았고(F=2.353, p=.046), 무직

/주부와 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대상자는 자가 관리 역량 부재가 가장 낮았다

(t=2.235, p=.046).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가 혼자 생활하는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역량 획득이 높았다(t=2.235, p=.046).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건강상

태를 보통 혹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역량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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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766, p=.001), 자가관리 역량 개발 또한 높았으며(F=3.512, p=.010), 자가관리

역량 부재는 낮았다(F=3.528, p=.010). 영양상태가 양호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

상자보다 자가관리 역량이 높았고(F=10.699, p=.000), 자가관리 역량 개발(F=6.689,

p=.002)과 자가관리 역량 획득(F=4.612, p=.012) 역시 높았다. 복용하는 약물을 아는

대상자는 모르는 대상자보다 자가관리 역량이 높았다(t=-2.491, p=.014). HBV

DNA가 검출된 대상자는 검출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자가관리 역량(t=2.183,

p=.031), 자가관리 역량 획득(t=2.140, p=.035), 자가관리 역량 개발(t=2.364, p=.020)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약물 복용 이행이 낮은 대상자 46.4%, 보통인 대상자 32.7%, 높은 대상자 20.9%

순으로 나타나 약물 복용 이행이 낮은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 약물 복용 이행이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F=3.521,

p=.033), 의료인 지지 또한 높았다(F=3.013, p=.033).

결론적으로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40∼50대 이상의 남자로 약물 복용 이행이 낮았

고, 약물 복용 이행이 높은 군은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의료인 지지도 높았다. 따

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만성 B형 간염,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 약물 복용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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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 B형 간염은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 중 하나로 비증식성 바이러스 보균 상태

부터 반복적인 염증반응과 치유과정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 다양

한 자연경과 과정을 거치게 된다(권정현 et al., 2009). 전 세계적으로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약 3.5∼4억 명이고, 매년 백만 명 정도가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질병이 진행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Tseng et al., 2012). 우리나라 역시 전체 인구의 약 2.5∼

3.1%가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유병률이 높아 만성 B형 간염의 예방 및 치료는 국민

건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2013).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대부분은 신체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는 경

우에도 무력감, 권태감, 소화불량증, 우상복부 불쾌감 등이 서서히 나타나 증상 때문

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의 조기 진단과 관리가 어렵고,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질병이 진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한국인 간

질환 백서, 2013).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B형 간염의 대부분이 수직감염에 의한 것으로

청장년기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만

성 B형 간염은 질병 치료를 위한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부재로 인한 간

접비용 손실이 크다(McMahon, 2004; 김병국, 권소영, 이창홍, 최원혁, 최홍미 & 구혜

원, 2009).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대상자에게 있어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적절한 약물 복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B형 간염 바이

러스를 억제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줄이는 것이다(Liaw et al., 2005). B

형 간염 바이러스의 역전사 과정을 차단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지만,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억제할 뿐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하다(최원혁, 2014). 만성 B형 간염 환

자가 약물 복용 불이행시 약제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치료 효과가

감소한다(김희세, 2009). 또한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적절한 치료 지시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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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간 부전 등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인 질병 예후가 나쁘

다(김수영, 2012; Chu, Hussain, & Lok, 2002; 대한 간 학회, 2015; Lieveld et al.,

2013).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있어 약물 복용 이행은 매우 중요한 건강행위

이다.

약물 복용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약물 복용 이행의 영향 요인 파악이 필요하

다. 노인의 경우 성별, 동거유형, 약물 부작용 경험, 인지기능, 가족 지지, 약물지식 약

물 복용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한지현, 2007),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가족 지지와 의

료인 지지가 높을수록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았다(김민선, 2010). 또한 간이식 수혜자,

만성 신부전 환자, 만성 질환 노인, 조현병 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

이 높은 대상자는 약물 복용 이행이 높았다(오현주, 2011; 김현경, 2013; 홍경란, 2004;

서미아, 2001; 권순우, 2014). 이처럼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이 중요한 약물 복용 이행 증진 요인이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은 약물 복용의 주체인 개인이 약물을 잘 복용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이는 접근과 개인의 약물 복용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높

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질병의 치료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perrillo, 2006), 질병 관리와 관련된 간호학적 접근으로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삶의 질과 그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안득숙, 2005; 박서희 & 양진향,

2013; 정지연, 2013), 건강행위 요인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1) 등이 있을 뿐 만성

B형 간염 환자 약물 복용 이행과 영향요인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

만 만성 B형 간염은 만성적 진행 특성과 다양한 건강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약물 치료 유지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약

물 복용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간

호 역량, 약물 복용 이행을 확인하고,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여,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 증진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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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물 복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 약물 복용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

약물 복용 이행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과 약물 복용 이행의 관계

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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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사회적 지지

· 이론적 정의 : 인간이 현재의 상황과 건강상태에서 최적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Sjolander & Bertero,

2008).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으

로 가족 지지·의료인 지지를 의미하며,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자가 관리 역량

· 이론적 정의 : 인간이 자신의 기능과 발달을 조절하는 신중하고 목적적인 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지속적인 요구를 알고 충족시키는 복합적으로 습득된 능력을 의미한다

(Orem, 2001).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 안녕을 유지시키려는 능력을 의미하며,

Soderhamn, Evers, & Hamrin(1996)이 개발하여 Sousa et al.(2010)가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를 김호곤(2012)이 한국말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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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복용 이행

· 이론적 정의 :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복용 사이에 일치 정도를

말한다(De Castro & Sabate, 2003).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약물을 의료진이 권고대로 규칙적으로 섭취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Morisky(2008)가 개발하고, 이서영(2013)이 한글로 번역한

Medication Adherence Scale Morisky-8(MASM-8)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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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고찰

1.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건강 문제와 약물 복용

만성 B형 간염이란 Hepatitis B virus의 감염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의 절대적인 표지자인 HBsAg(B형 간염 표면항원)이 6개월 이상 양성인 경우이다(대

한 간 학회, 2015).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 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우리나

라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 환자의 약 70%에서 HBsAg이 검출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간암 발생률 1위로써 간암 발생률이 높은데, 간세포암 환자의 65-75%

에서도 HBsAg이 검출된다.(Chae HB, 2009;천재희 et al., 2004; Kim et al., 2008; 질

병관리본부, 2015; 대한 간 학회, 2015). 우리나라의 B형 간염 환자는 전체인구의 약

2.5∼3.1%가 B형 간염 환자로 유병률이 높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중 C형이

전체 B형 간염 환자 중 95∼10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특이적이다(한국인 간

질환 백서, 2013). 따라서 질병 관리에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수립과

항바이러스제 복용 및 치료효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무력감, 권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증, 구역, 구토, 우상복부 불쾌감, 미열 등의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

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

물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복수, 부종, 간성뇌증 등의 간경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까지 다양한 신체증상을 유발하며,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대한 간

학회, 2013; Harrington, 2000; Ozkan et al., 2006). 만성 B형 간염은 수년에 걸친 자

연경과, 즉 면역 관용기, 면역 억제기, 비증식기, 재 활성기 과정을 거친다(배시현 et

al., 2002; Koh, 2008). 이러한 각 과정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

에 정확한 질병 경과상태를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면역 관용기와 비증식기의

B형 간염 환자는 면역 제거기와 재활성기를 대비하여 건강한 일상생활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질병 감시를 받아야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HBsAg 혈청소실이므로 HBsAg 소실을 위해 항바이

러스제를 투약하여 HBV DNA 불검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치료 목표는 간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섬유화를 방지하여, 간경변증과 간 세포암종 발



- 7 -

생을 예방함으로써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인터페론, 라미부딘, 아데포비어, 페

그인터페론, 엔테카비어, 클레부딘이 있다. B형 간염에 대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라미부딘(Lamivudine)은 바이러스 억제력이 우수하며 부작

용이 거의 없는 약제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 발생률이 높고 이러한 내성이 다른

항바이러스제의 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데포비어(adefovir dipivoxil)는 초기 치료

뿐만 아니라 라미부딘 내성 환자에서도 효과적이나,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

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LMV 내성 환자에서 이차 치료로 사용시에 내성 발생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엔테카비어, 텔비부딘, 클레부딘, 테노포비어와 같

은 항바이러스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약제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강력할수록 내성

발생이 적다. 인터페론-α(interferon-alpha, IFN)과 페그인터페론 α-2a(pegylated

interferon-alpha, PEG-IFN)는 오래 전부터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아시아인에서는 치료 반응이 떨어지며 부작용이 많은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만성 B

형 간염 환자의 치료에는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된다(김병국 et al., 2009; 김수영,

2012; Chu, Hussain, & Lok, 2002; 대한 간 학회, 2015). 따라서 만성 B형 간염은 질

병 초기부터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복합적이고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질병관리와 약물 복용 이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약물 복용 이행이란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권고와 환자의 약물복용 사이에 일치 정

도로 약물을 처방대로 제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바르게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

물 복용 이행은 약의 효과를 결정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며, 합

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비를 절감시킨다(De Castro & Sabate, 2003; 김연옥, 2007). 만

성 B형 간염 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제 복용 불이행시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신체

적 증상은 없지만 약제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거나 약물 기전에 따라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간의 염증, 섬유화가 진행되어 간경변증

이나 간 세포암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김희세, 2009; 대한 간 학회, 2015).

Perrillo(2006)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질병감시와 치료이행, 바람직한

건강행위의 내재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약물 치료로 질병을 관리해야하는 만

성 B형 간염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 복용과 꾸준한 이행이 대상자 스스로가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행위이다. 김성옥(2012)의 약물 복용 이행을 측정한 연구를 살펴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노인에서 약물 복용을 이행하지 않는 비율은 42%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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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iams(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21∼51%가 약물 복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김민지(2014)의 연구에서도 간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약물 복용 불이행

군은 43.2%였다. 그러나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정은(2009)의 연구에서

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건강행위 수준을 측정하면서 처방에 따른 약물 복용 이행

여부가 아닌 처방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는 처방받지 않은 임의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조아라(2013)의 연구에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에 관한 인식정도는 높았다. 김매자 등(2002)의 연구

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21.2%가 대체요법을 이용하며,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26.3%로 나타나 치료 불이행 정도가

높았다. Van Vlerken et al.(2015)의 연구에서 항바이러스제 중 엔테카비어를 복용하

는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70%의 환자에서 높은 이행도를 나타냈다.

요약하면 만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21∼51%로 제시되었고, 국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도는 70%로 제시

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질병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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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질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과 약물 복용

이행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개인이 다양한 변

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자원을 일컫는데, 자원이란 가족, 친구,

이웃, 의료인에 의한 실제적인지지, 관계, 소속감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개인

의 신념을 통해 작용하여 약물 복용 이행 증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이상

아, 2015; 서미아, 2001; 권순우, 2014).

만성 질환자들의 질병 관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므

로, 질병 관리에 있어서 느껴지는 어려움이나 질병을 지닌 삶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은 대부분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현장에서 가장 뚜렷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김

매자, 이선옥, 신계영, 김은경, & 장미라, 2002). 따라서 생에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성 질환자에게는 의료인과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전문가, 질병 상황에서는 의료인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족들이 약물복용 이행을 지지하는 경우 약물 복용 이행도가 높았다.

의료인의 지지는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로 치료자와 치료적 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사회 심리적 적응과 건강 증진 행동 증진을 촉진시킨다(태영숙, 강은실,

이명화, 박금자, 2002; Weiss et al., 2002).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약물 복용 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

고(서미아, 2001), 만성 B형 간염 환자도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치료이행이 높았다(김

숙현, 1989).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 이행과 치료이행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에게

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 중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처럼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복용 이행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약물 복용 이행과의 관계를 만성 B형 간염 환자

를 대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관리 역량이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자가관리를 시작하고, 유지

시키며 자가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Orem, 2001). 만성 질

환을 가진 대상자의 자가 관리를 이행시키는 중요한 요인에는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

과 함께 동기요인과 행동기술요인이 포함된다. 동기요인은 대상자가 질병관리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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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기억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

가 관리 역량으로 설명될 수 있다(Gifford & Groessl, 2002; Hill-Briggs, 2003). 자가

관리의 상태와 정도는 환자의 역량이 자가 관리 필수 요소를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한

지에 달려 있으며, 이점에서 자가 관리 역량은 환자의 자가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개

인의 주요 속성이 된다(김호곤, 2012).

자가 관리 역량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에

게 치료 지시 이행과 건강 결과를 개선시키는 주요 요인이다(Luszczynska et al.,

2005). B형 간염의 수십 년에 걸친 만성적 진행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자가 관리 역량 배양이 중요하다(양진향, 2011). 또한 만성 B형 간염은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므로 환자가 스스로 약물 복용 이행을 증

진시킬 수 있도록 자가 관리 이행을 위한 자가 관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약물복용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민지, 2014).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약물 복용 이행에 자기 효능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오현주, 2011;

양정란 2014). 당뇨환자들의 자가 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자가 관리 수행률이 높게 조

사되었다(Sousa, Zauszniewski, Musil, Price Lea, & Davis, 2005). 만성 B형 간염 환

자의 질병 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은 자가 관리

역량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에 참여할 때, 항바이러스제 복용 이행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가 관리 역량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복용 이행 영향요인, 사회적 지지와 자가

관리 역량 등의 요인에 따른 삶의 질 등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었지만, 만성 B

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자가 관리 역량, 약물 복용 이행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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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과 약물 복용 이행과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 종합병원 소화기 내과 외래에 내원중인 환자를 근

접모집단으로 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1) HBsAg이 6개월 이상 양성반응을 보여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자

2)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12개월 이상 유지한 자

3) 19세 이상 성인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Cohen의 표본산정 방법에 근거

하여, 통계량 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0으로 표본 수를 산

출한 결과 최소 99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는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20명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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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24문

항, 자가 관리 역량 15문항, 약물 복용 이행 8문항, 일반적 특성 10문항, 질병관련 특

성 8문항을 포함하여 총 65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증례 기록서를 이용하였다.

1)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는데, 원작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각각 12문항의 가족 지지와 의료

인 지지의 2개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측정하였다. 총 24∼12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각 영역에서 각각 12점에서 60점

의 점수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가족 지지 신뢰도는 Cronbach's α=0.944, 의료인 지지 신뢰도는

Cronbach's α=0.92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 지지 신뢰도는 Cronbach's α=0.952,

의료인 지지 신뢰도는 Cronbach's α=0.9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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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 관리 역량 측정도구

자가 관리 역량 측정도구는 Soderhamn et al.(1986)가 개발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ASA scale)를 Sousa et al.(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d Agency scale-REvised(ASAS-R)을 김호곤이(2012)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

구를 원작자와 한글 번역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자가 관리 역량 획득(6문항), 자가 관리 역량 개발(5문항),

자가관리 역량 부재(4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그저 그렇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측정하여 총 15∼75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자가 관리 역

량 부재 4문항은 역환산 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 관리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

다. Sousa et al.(2010)의 원도구 개정시 신뢰도는 Cronbach's α=0.90, 김호곤(2012)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67이었다.

3) 약물 복용 이행 측정도구

약물 복용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edication Adherence Scale

Morisky-8(MASM-8)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Morisky(2008)가 개발한 8문항의 자

가보고형 도구를 이서영(2013)이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원작자와 한글 번역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측정은 1번 문항부터 7번 문항은 예는 0점, 아니오는 1점으로 측정하며, 8번 문항은

likert 척도로 ‘0=거의 없다‘ 1점, ’1=아주 가끔 있다’ 0.75점, ‘2=종종 있다‘ 0.5점, ’3=자

주 있다‘ 0.25점, ’4=항상 그렇다‘ 0점으로 계산하고 5번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총 0∼8

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 이행도 낮음(low adherence), 6∼7

점인 경우 이행도 보통(medium adherence), 8점 이상인 경우 이행도 높음(high

adherence)으로 구분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0.66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626이었다.



- 14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출생년도, 배우자, 교육수준, 직업, 사회경제적 상태, 동

거가족, 주 간호자, 치료비 부담, 음주를 포함하였고,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건강

상태, 영양상태, 진단 시기,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 유무, 현병력, 복용 약물 인지 여

부, 일일 약물 복용 횟수, 약물 복용 조력자를 포함하였다.

5) 증례 기록서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항바이러스제 관련하여 복

용 시작 시기, 현재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 부작용 유무, 약제 변경 유무와 혈액학

적 자료 관련하여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total bilirubin,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작 당시와 최근의 HBV DNA 수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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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기간과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4월 12일에서 2016년 5월 30일이었다. 자료 수

집은 대상 기관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받고

(IRB 승인번호 : SMC 2016-03-149), 해당 병원 간호본부에 IRB 승인서와 함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 자료 수집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

의료기관의 소화기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의료진(의사, 간호사)에게 연구 목적 및 방

법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여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연구자와 연구자 윤리 교육을 받고 IRB에 등록한 연구 보조자 1인이 외래를 방

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대상자가 연구의 참여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

간을 제공한 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시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

정 기준에 부합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 자에게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

자가 직접 읽고 기입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자가 도움을

주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설문이 종료되면 대

상자에게 답례품으로 우산을 제공하고 연구자 또는 연구 보조자가 설문지를 직접 수

거하였다.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20부 전체를 회수하였으나 결과 분석이 곤

란한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10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분석이

가능한 110명의 대상자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상 보고된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작 시기, 현재 복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 부작용 유무, 약제 변경 유무와

혈액학적 자료(ALT, AST, total bilirubin,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작 당시와 최근의

HBV DNA 수치)를 조회하여 기록하였다. 연구 동의서 작성시 대상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증례 기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증례 기록지에

이 번호를 기록하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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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전산처리 후 SPSS/WIN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과의 관계는 분산분

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 약물 복용 이행 간의

차이는 χ², 분산분석(ANOVA),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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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62.7%로 여성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52.02세로 40∼50대

가 64.6%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87.3%로 대부분이었고, 대상자의

64.6%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였다. 직업은 전문/사무/기술직이 40%로

가장 많았고, 사회 경제적 상태는 중인 대상자가 69.1%이었다.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

자가 91.8%로 대부분이었고, 배우자나 자녀가 주 간호 제공자인 대상자가 72.1%로 가

장 많았다. 치료비는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74.4% 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상자는 55.5%였으며, 대상자의 71.8%는 약물 복용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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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69 62.7

여성 41 37.3

연령 30대 이하 12 10.9

52.02±9.77
40∼50대 71 64.6

60대 이상 27 24.5

배우자 유 96 87.3

무 14 12.7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9 8.1

고등학교 졸업 30 27.3

대학교 이상 71 64.6

직업 무직/주부 37 33.6

전문/사무/기술직 44 40.0

노무/농·수·축산업 3 2.7

상업/서비스직 18 16.4

기타 8 7.3

사회 경제적

상태

상 21 19.1

중 76 69.1

하 13 11.8

동거

가족

없음 9 8.2

있음 101 91.8

주 간호

제공자

배우자, 자녀 80 72.1

부모, 친척 16 14.4

없음 14 12.6

기타 1 0.9

치료비

부담

본인 87 74.4

기타 23 25.6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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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음주 금주 61 55.5

1∼2회 이하

/월
25 22.7

1∼2회/주 21 19.1

3∼4회/주 2 1.8

거의 매일 1 0.9

약물

복용

조력자

없음 79 71.8

부모 2 1.8

형제·자매 3 2.7

자녀 7 6.3

배우자 21 19.0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계속) ( N=110 )



- 20 -

2)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대상자는 13.6%로 대부분의 대상자

가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 상태는 양호하다고 평가한 대상

자가 72.7%로 가장 많았다. B형 간염을 처음 진단받은 시기는 평균 6.4±10.70년 전으

로 B형 간염 진단 후 6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가 85.4%로 대부분이었다.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가 없는 대상자는 37.3%이었고,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가 있는 경우 형제·

자매가 B형 간염 환자인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59.8%는 만성 B형

간염 이외에 앓고 있는 질환이 없었지만,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이 18.8%로

가장 많았고, 기타 질환으로는 부정맥,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궤양성 대장

염 등이 있었다. 대상자의 65.5%는 자신이 복용 중인 항바이러스제의 이름을 알고 있

었고, 이들 중 엔테카비어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48.1%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한 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98.2%로 대부분이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기간은

36개월 이상 복용 중인 경우가 79.1%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 항바이러스제를 변경

하지 않고 한 약물을 유지 중인 대상자는 66.4%로 약물을 변경한 대상자보다 많았다.

간 기능을 나타내는 GOT 정상군은 94.5%, GPT 정상군은 86.4%로 대상자의 대부분

은 정상 범위의 간 기능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B형 간염 치료의 중요한 예후인자

인 HBV DNA가 검출되지 않은 대상자가 8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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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건강상태 건강하다 40 36.3

보통이다 55 50

건강하지 못하다 15 13.6

영양상태 불량하다 3 2.7

잘 모르겠다 27 24.5

양호하다 80 72.7

B형 간염

진단 시기

1∼2년 3 3.1

6.40±10.70

(중앙값 16.0)

3∼5년 12 11.5

6년 이상 85 85.4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 유무

없음 41 37.3

부모 36 27.2

형제·자매 34 25.7

자녀 9 6.8

배우자 4 3.0

현병력† 없음 67 59.8

고혈압 21 18.8

당뇨 8 7.1

갑상선 질환 2 1.8

기타 14 12.5

복용 중인

항바이러스제†

약명 모름 38 34.5

라미부딘 13 11.8

아데포비어 7 6.36

엔테카비어 37 33.6

테노포비어 20 18.1

일일 항바이러스제

복용 횟수

1회 108 98.2

2회 2 1.8

항바이러스제

복용 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1 10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2 10.9

36개월 이상 87 79.1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 N=110 )

†중복응답 가능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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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약제 변경 유 37 33.6

무 73 66.4

ALT 정상 104 94.5

비정상
6 5.5

AST 정상 95 86.4

비정상
15 13.6

HBV DNA Detect 12 10.9

Not detect
98 89.1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계속) ( N=110 )

ALT : 0-40 IU/L

AST : 0-40 IU/L

HBV DNA : limit of detection(9 I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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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98.00±15.57 4.08±1.29 25 120

가족 지지 51.25±9.20 4.27±0.76 12 60

의료인 지지 46.75±9.62 3.90±0.80 13 60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 약물 복용 이행

1)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120점 만점에서 평균 98.00±15.5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대

상자의 가족 지지가 평균 51.25±9.20점, 의료인 지지가 평균 46.75±9.62점으로 의료인

지지보다 가족 지지가 더 높았다.

<표 3>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 N=110 )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가족 지지에서는 “가족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가 평균

4.55±.0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은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약의 복용 방법, 복용

시간 등에 대해 확실하게 일깨워준다.”가 평균 3.82±1.2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의료인 지지에서는 “의료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가

평균 4.3±0.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인은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 준다.”가 평균 2.96±1.23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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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가족

지지

가족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4.55±.085

가족은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4.49±0.85

가족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4.46±0.84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칭찬해 준다. 4.42±0.82

가족은 나를 돌보아 주고 사랑해 준다. 4.40±0.85

가족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4.36±0.84

가족은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준다.
4.29±0.99

가족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충고를 해준다.
4.25±0.86

가족은 내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중단하려 할 때 격려

해 주고 용기를 준다.
4.17±1.12

가족은 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

다.
4.06±0.98

가족은 나와 하루 중 자주 이야기하며 지낸다. 3.96±1.00

가족은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약의 복용 방법, 복용 시

간 등에 대해 확실하게 일깨워준다.
3.82±1.24

<표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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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의료인

지지

의료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4.30±0.76

의료인은 내가 질병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확실

하게 일깨워 준다.
4.20±0.84

의료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

준다.
4.14±0.92

의료인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다.
4.07±0.94

의료인은 내가 취한 식이요법 및 치료행위의 옳고 그

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4.05±0.93

의료인은 내가 병원의 지시를 잘 수행했을 때 칭찬을

해준다.
4.02±0.99

의료인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해 준다.
3.92±1.05

의료인은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

과 희망을 갖도록 권유해 준다.
3.90±0.99

의료인은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준다.
3.83±1.06

의료인은 나에게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3.77±1.08

의료인은 내가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충고

를 해준다.
3.66±1.12

의료인은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 준다. 2.96±1.23

<표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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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53.99±7.14 3.56±0.46 35 73

자가 관리 역량 획득 22.86±3.87 3.81±0.64 12 30

자가 관리 역량 개발 18.02±3.54 3.60±0.70 9 25

자가 관리 역량 부재 10.89±3.25 2.72±0.81 4 20

2)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가 관리 역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은 75점 만점에 평균 53.99±7.1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또한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이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으로 평균평점이 3.60점, 자

가 관리 부재 영역이 평균평점 2.7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5>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가 관리 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 ( N=110 )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가 관리 역량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은 ‘신체 활동 정도가 저하될 때 그것에 맞게 활동정도를

조절한다.’가 5점 만점에 평균 4.03±0.7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나 자신을 위한 시

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는 평균 2.41±1.10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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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신체 활동 정도가 저하될 때 그것에 맞게 활동정도

를 조절한다.

4.03±0.72

건강상태가 변하는 것에 맞춰 그에 따른 적절한 방

법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4.01±0.77

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법

을 찾는다.
3.76±0.88

필요하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우선적인 것을 새로 찾는다.
3.75±0.95

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

한다.
3.68±0.87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행동한 것들의 효과를

규칙적으로 평가한다.

3.64±0.94

자가 관리

역량 개발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일상

적으로 취한다.
3.96±0.88

이전에 건강 향상을 위해 습관을 바꾼 적이 있다. 3.63±1.01

건강이 위협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구한다. 3.55±1.07

새로운 약물을 복용할 때 나 자신의 건강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정보를 구한다.
3.51±1.18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37±1.00

<표 6>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가 관리 역량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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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자가 관리

역량 부재

내가 수행해야만 되는 방법들로 나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종종 느낀다.

3.35±0.98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
2.65±1.02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나의 건강관리를 할 수

가 없다.
2.47±1.18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2.41±1.10

<표 6>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가 관리 역량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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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이행 빈도 %

낮음 51 46.4

보통 36 32.7

높음 23 20.9

3)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약물 복용 이행이 낮은 대상자는 46.4%, 보통인 대상자는 32.7%, 높은 대상자는

20.9% 순으로 나타나 약물 복용 이행이 낮은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 대상자가 지각하는 약물 복용 이행 ( N=110 )

대상자가 지각하는 약물 복용 이행의 문항별 빈도는 <표7>과 같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은 ‘어제 약을 드셨습니까?’에 대상자의 68.2%가 응답하였

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대상자도 31.8%이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 불이행은 ‘약

먹는 것을 간혹 잊은 적이 있습니까?’가 50%로 나타났다.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나빠

지는 것 같아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는 2.7%로

나타나 약물 복용 중에 상태가 나빠지는 대상자는 많지 않았다. ‘얼마나 자주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는 1점 만점에 평균 .85±.173점으로 대상자들

이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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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빈도 % 평균±표준편차

어제 약을 드셨습니까? 75 68.2

약 먹는 것을 간혹 잊은 적이 있습니까? 55 50

매일 약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

이 있습니까?
47 42.7

간혹 여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 약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31 28.2

지난 2주 동안 깜빡 잊은 경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약 먹는 것을 빠트린 날이 있습니까?
17 15.5

몸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면 간혹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9 8.2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 의

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을 때

가 있습니까?

3 2.7

얼마나 자주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는데 어

려움이 있습니까? † .85±.173

<표 8> 대상자가 지각하는 약물 복용 이행의 문항별 빈도 ( N=110 )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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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9>과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은 성별, 복용중인 약물 인지여부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t=2.270, p=.006), 가족 지지(t=2.271, p=.025)

와 의료인 지지(t=2.275. p=.025) 또한 남성이 높았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을 알고

있는 대상자들은 복용하는 약물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

(t=2.589, p=011), 의료인 지지도 높았다(t=-2.399, p=.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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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성별 남성 101.08±13.86 2.770(.006)

*

52.75±7.28
2.271(.025)*

48.33±8.81
2.275(.025)*

여성 92.80±17.02 48.70±11.40 44.09±10.42

연령 30대 이하 95.83±18.04

.725(.539)

53.25±7.78

.237(.870)

42.58±11.61

2.328(.079)40∼50대 95.36±14.81 51.24±8.19 47.29±10.11

60대 이상 101.07±16.28 51.07±10.75 50.55±7.54

배우자

유 98.68±14.42
1.215(.227)

51.63±8.52
1.165(.246)

47.05±9.30
.848(.398)

무 91.23±13.23 48.57±13.08
44.71±11.74

교육수준
중졸이하 106.20±12.04

.458(.806)

45.75±22.69

1.644(.155)

49.75±9.63

.851(.517)고졸 97.58±16.92 50.91±10.15 46.66±9.28

대학교 이상 98.40±15.15 51.67±6.99 46.73±9.75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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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직업
무직/주부 92.03±16.51

1.713(.104)

48.50±14.71

1.225(.292)

48.10±7.34

1.909(.067)

전문/사무/

기술직
97.09±14.80 50.12±9.08 46.97±9.68

노무/농·수·

축산업
104.50±21.92 55.00±7.07 49.50±14.84

상업/서비스

직
97.88±14.09 49.77±9.70 48.11±5.51

기타 110.37±10.18 56.75±2.81 53.62±8.79

사회

경제적

상태

상 100.7113.06

.584(.559)

53.95±8.62

1.151(.320)

46.76±11.24

.745(.477)중 96.93±14.33 50.69±8.08 46.23±8.61

하 99.84±24.67 50.07±14.84 49.76±12.43

동거 가족 없음 89.22±24.32
1.038(.405)

47.22±15.70
.903(.496)

42.00±11.92
.628(.708)

있음 99.76±12.98 55.00±2.82 50.50±7.77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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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주 간호

제공자
배우자,

자녀
94.26±12.29

1.002(.508)

50.44±9.58

1.467(.145)

45.98±9.96

1.340(.183)

부모, 친척 96.53±14.22 51.23±3.56 46.64±7.23

없음 96.60±14.23 51.22±6.53 47.12±6.22

기타 98.12±11.24 53.29±7.94 48.70±8.52

치료비

부담

본인 98.90±14.21
1.048(.440)

51.32±6.32
.867(.552)

46.12±6.55
.666(.247)

기타 97.21±17.19 53.89±9.34 46.24±3.10

음주 금주 98.35±17.56

1.054(.378)

51.53±9.92

.762(.521)

46.81±10.87

1.010(.397)

1∼2회

이하/월
98.56±14.00 51.48±6.59 47.08±8.98

1∼2회/주 94.47±12.45 48.47±10.57 46.00±7.02

3∼4회/주 107.50±6.36 51.50±.70 56.00±5.65

거의 매일 109.00±.00 58±.00 51.00±.00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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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계속) ( N=110 )

항목 구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약물복용

조력자
없음 96.41±26.79

1.621(.201)
50.44±9.58

1.467(.145)
45.98±9.96

1.340(.183)

있음 98.53±14.37 53.29±7.94 48.70±8.52

건강상태 건강하다 96.59±16.83

.500(.736)

57.66±4.04

.634(.639)

49.33±11.01

.402(.807)
보통이다 98.83±14.59 51.21±9.20 47.61±9.02

건강하지못하

다
95.53±17.65 55.00±4.24 48.50±3.53

영양상태 불량하다 85.33±33.17

1.258(.288)

43.66±27.42

1.341(.266)

41.66±10.78

.497(.610)잘 모르겠다 96.59±15.56 50.29±8.08 46.29±9.58

양호하다 98.95±14.80 51.85±8.57 47.10±9.66

진단시기 1∼2년 96.00±23.81

.054(.947)

51.00±11.53

.371(.691)

45.00±12.28

.221(.802)3∼5년 99.36±13.62 53.72±6.00 45.63±8.83

6년 이상 98.46±15.81 51.10±9.79 47.3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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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 유무

없음

있음

95.41±16.69

99.53±14.77

1.347(.181) 50.04±9.97

51.95±8.71

1.052(.295) 45.63±8.96

47.57±9.95

1.169(.245)

복용 중인

항바이러

스제

약명 모름 92.84±15.92

2.589(.011)*

49.05±10.34

1.835(.069)

43.78±8.59

2.399(.018)*
알고 있음 100.72±14.77 52.40±8.38 48.31±9.81

항바이러

스제 복용

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96.00±23.81

.054(.947)

53.63±8.50 .637(.531) 45.27±7.51 .151(.860)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99.36±13.62 52.66±7.13

.637(.531)

47.25±9.25

.151(.860)

36개월

이상
98.46±15.81 50.74±9.55 46.87±10.00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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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약제 변경

유무
유 98.13±12.52

1.121(.132)
51.10±8.17

.111(.912)
47.89±10.15

.882(.380)

무 97.95±16.54 51.31±9.73 46.17±9.35

ALT
정상 98.97±17.39

.943(.820)
51.18±9.30

.296(.767)
46.84±9.58

.414(.680)

비정상 99.32±19.56 52.33±7.96 45.16±11.05

AST
정상 97.22±15.29

.342(.332)

50.90±9.35

.975(.332)

46.55±9.58

.538(.592)
비정상 98.28±10.61 53.4±8.13 48.00±10.07

HBV

DNA
Detect 98.20±18.80

.405(.829)
55.00±6.07

1.506(.135)
49.33±9.55

.984(.327)

Not detect 99.92±18.81 50.78±9.43 46.43±9.62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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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가 관리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은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복용하는 약물 인지 여부, HBV DNA 검출 여부였다.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건강상태를 보통 혹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으며(F=4.766, p=.001), 영양상태가 양호한 대상

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다(F=10.699, p=.000). 자신이 복

용하는 약물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복용하는 약물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보다 자가 관

리 역량이 높았고(t=-2.491, p=.014), HBV DNA가 검출된 대상자는 검출되지 않은 대

상자에 비해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다(t=2.183, p=.0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은 건강상태, 영양상태, 교육수준, HBV DNA 검출 여부였다. 자신을 건강

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건강상태를 보통 혹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보

다 자가 관리 개발 영역이 높았다(F=3.512, p=.010). 영양상태가 양호한 대상자는 그렇

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이 높았다(F=6.689, p=.002). 그리고 고

등학교 졸업 이하인 대상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이 높았다(F=2.353, p=.046). 또한 HBV DNA가 검출된 대상자는 검출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이 높았다(t=2.364, p=.02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은 동거가족, 영양상태, HBV DNA 검출 여부였다. 동거 가족이 있는 대상

자가 동거 가족이 없는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 회득 영역이 높았다(t=2.235,

p=.046). 영양상태가 양호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이 높았다(F=4.612, p=.012). HBV DNA가 검출된 대상자는 검출되지 않은 대상

자에 비해 자가관리 역량 획득 영역이 높았다(t=2.140, p=.0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가관리 역량 부재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은 성별, 직업, 건강상태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가 관리 부재가 높았다

(t=2.713, p=.008). 무직/주부이거나 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대상자는 다른 직업군의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 부재가 낮았다(t=2.235, p=.046).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

하는 대상자는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이 높았다(F=3.528,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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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자가 관리 역량 자가 관리 개발 영역 자가 관리 획득 영역 자가 관리 부재 영역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성별
남성 54.27±7.59 .540

(.590)

23.37±4.14
1.824

(.071)

18.42±3.68
1.557

(.122)

11.52±3.23
2.713

(.008)*

여성 53.51±6.36 22.00±3.21 17.34±3.20 9.82±3.04

연령 30대

이하
54.41±5.94

1.493

(.221)

22.75±2.59

2.385

(.073)

19.16±3.32

.732

(.535)

11.50±3.82

.269

(.848)
40∼50대 54.39±7.14 23.34±3.86 17.85±3.61 10.80±3.04

60대

이상
55.62±5.90 23.85±3.67 18.33±3.58 10.55±3.66

배우

자

유 54.05±7.05 .234

(.815)

22.90±3.94 .301

(.764)

17.98±3.64 -.221

(.825)

10.84±3.35 -.396

(.693)무 53.57±7.95 22.57±3.41 18.21±2.80 11.21±2.51

교육

수준1

)

중졸이하a 54.60±7.56
2.125

(.068)

24.80±5.89
2.353

(.046)*

a,b>c

17.60±5.27

1.069

(.382)

11.80±4.49

.688

(.634)

고졸b 54.25±8.01 23.66±3.59 17.58±4.05 11.00±4.05

대학교이

상c
53.69±7.21 22.26±3.94 17.98±3.37 10.55±2.94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 N=110 )

¹⁾Scheffé test



- 40 -

항목 구분

자가 관리 역량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직업
1)

무직/주부a 54.80±8.18

.270

(.974)

21.85±3.00

.876

(.540)

16.92±3.09

.713

(.680)

9.11±2.83

2.206

(.033)*

a,d<b,c,e

전문/사무/

기술직b
53.75±6.92 22.92±3.99 18.73±3.54 11.90±3.02

노무/농·수·

축산업c

53.33±10.0

1
21.33±3.05 19.00±3.60 11.00±4.00

상업/

서비스직d
55.88±9.40 24.77±3.96 17.88±4.45 10.77±3.23

기타e 55.75±8.74 24.62±4.10 18.37±3.02 11.25±2.96

사회

경제

적

상태

상 55.42±5.43

1.661

(.195)

23.33±3.29

1.433

(.243)

18.66±3.48

1.458

(.237)

10.57±3.20

.132

(.877)

중 53.18±7.28 22.48±4.02 17.64±3.53 10.94±3.24

하 56.38±8.26 24.30±3.61 19.15±3.53 11.07±3.59

동거

가족

없음 53.00±8.83 1.916

(.085)

22.88±3.95 .985

(.440)

16.66±3.04 2.235

(.046)*

10.55±3.53 .709

(.643)있음 54.05±6.66 22.65±3.49 18.18±3.35 10.78±2.93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계속) ( N=110 )

¹⁾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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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자가 관리 역량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주

간호

제공

자

배우자,

자녀
54.13±5.23

1.516

(.343)

24.12±3.11

.908

(.202)

18.89±4.23

.122

(.784)

10.23±4.02

.812

(.553)
부모, 친척 53.55±6.12 23.89±6.17 17.21±3.33 10.82±3.23

없음 51.61±9.10 24.42±5.10 18.11±4.22 10.25±3.99

기타 51.00±.00 21.00±.00 18.00±.00 11.00±.00

치료

비

부담

본인 56.12±7.60
1.811

(.153)

23.66±3.12
1.321

(.228)

17.58±3.21
1.133

(.783)

10.26±2.12
.133

(.661)기타 53.43±7.11 23.56±6.51 17.45±4.36 11.81±2.56

음주 금주 55.12±7.00

1.359

(.261)

23.24±3.99

.996

(.403)

17.92±3.71

.131

(.941)

10.03±3.68

.857

(.471)

1∼2회

이하/월
53.68±6.51 23.04±3.28 18.32±3.19 11.68±2.39

1∼2회/주 51.85±6.51 21.57±3.29 17.85±3.35 11.57±2.94

3∼4회/주
52.00±15.5

5
24.50±7.77 17.50±4.94 14.00±2.82

거의 매일 56.00±.00 24.00±.00 17.00±.00 14.00±.00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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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자가 관리 역량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약물

복용

조력

자

없음 53.88±7.38 .245

(.807)

22.70±3.81 -.668

(.505)

17.98±3.52 -.145

(.885)

10.81±3.25
-.414(.680)

있음 54.25±6.57
23.25±4.04

18.09±3.63 11.09±3.28

건강

상태¹

⁾

건강하다a 62.00±9.53

4.766

(.001)*

a>b,c

24.13±3.66

3.512

(.010)*

a>b,c

18.75±4.08

2.185

(.076)

10.43±3.40

3.528

(.010)*

c>a,b

보통이다b 52.94±6.66 22.25±3.83 17.78±2.96 11.09±2.97

건강하지

못하다c
51.38±5.39

21.53±2.98 18.23±3.13 12.38±3.09

영양

상태¹

⁾

불량하다a 53.00±4.58
10.699

(.000)*

c>a,b

22.66±1.52
6.689

(.002)*

c>a,b

16.66±3.51
4.612

(.012)*

c>a,b

10.33±4.04
2.276

(.108)
잘

모르겠다b
48.96±5.98 20.62±3.16 16.37±3.15 12.03±3.19

양호하다c 55.72±6.80 23.62±3.87 18.62±3.50 10.52±3.20

진단

시기

1∼2년 50.33±3.21
.524

(.594)

21.66±2.30
.277

(.759)

15.33±2.08
2.508

(.087)

10.66±4.16
1.453

(.239)
3∼5년 53.90±9.27 22.63±4.24 16.54±4.08 9.27±2.72

6년 이상 54.54±6.93 23.14±3.87 18.46±.40 11.06±3.30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계속) ( N=110 )

¹⁾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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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자가 관리 역량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가족

중

B형

간염

환자

없음 53.00±8.01

-1.123

(.264)

22.56±4.20

-.631

(.529)

17.41±3.76

-1.385

(.169)

10.97±2.72

.209

(.834)있음 54.57±6.55 23.04±3.67 18.37±3.37 10.84±3.55

복용

중인

항바

이러

스제

약명

모름
51.75±6.75

-2.491

(.014)*

22.07±3.80
-1.556

(.123)

17.31±3.65
-1.522

(.131)

11.68±3.44
1.879

(.063)알고

있음
55.19±7.08 23.27±3.86 18.38±3.44 10.47±3.09

항바

이러

스제

복용

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3.09±5.78

.111

(.895)

22.72±3.22

.502

(.607)

19.18±3.57

.729

(.485)

12.81±3.78

2.270

(.108)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53.75±7.53 21.83±3.48 18.25±3.44 10.33±2.60

36개월

이상
54.13±7.30 23.02±4.00 17.83±3.55 10.72±3.21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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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자가 관리 역량
자가 관리 역량 개발

영역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

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

차
t or F(p)

약제

변경

유무

유 53.73±6.71

-.517

(.607)

22.39±3.50

-1.794

(.076)

18.09±3.35

.322

(.748)

10.75±3.34

-.621

(.536)

무 54.48±7.98 23.78±4.40 17.86±3.90 11.16±3.08

ALT 정상 52.40±7.56
-.928

(.355)

22.40±4.37
-.498

(.620)

18.33±2.63
.370

(.721)

12.33±3.57
1.868

(.064)비정상 54.24±7.07 22.93±3,80 17.96±3.66 10.66±3.16

AST 정상 50.66±4.22
-1.175

(.243)

21.16±3.12
-1.106

(.271)

18.16±1.72
.105

(.916)

12.66±1.75
1.380

(.170)비정상 54.18±7.23 22.96±3.89 18.00±3.61 10.78±3.29

HBV

DNA

Detect 58.16±7.23
2.183

(.031)*

25.08±3.44
2.140

(.035)*

20.25±2.95
2.364

(.020)*

11.16±4.26
.310

(.757)
Not

detect
53.47±6.99 22.59±3.84 17.74±3.51 10.85±3.13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계속) ( N=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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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낮음 보통 높음 χ2 p

성별 남성 33(47.8) 21(30.4) 15(21.7)
.471 .841

여성 18(43.9) 15(36.6) 8(19.5)

연령 30대 이하 8(66.7) 3(25.0) 1(8.3)

6.897 .324 †40∼50대 34(47.8) 25(35.2) 12(16.9)

60대 이상 9(33.3) 8(29.6) 10(37.0)

배우자 유 42(43.8) 32(33.3) 22(22.9)
2.363 .299 †

무 9(64.3) 4(28.6) 1(7.1)

교육

수준

고졸이하 17(51.5) 8(24.2) 8(24.2)
1.557 .449

대학교 이상 34(44.2) 28(36.4) 15(19.5)

직업 무직/주부 14(37.8) 17(45.9) 6(16.2)

4.967 .294
전문/사무/기술

직
21(47.7) 13(29.5) 10(22.7)

기타 16(55.2) 6(20.7) 7(24.1)

사회

경제적

상태

상 11(52.4) 4(19.0) 6(28.6)

5.937 .194 †중 36(47.4) 28(36.8) 12(15.8)

하 4(30.8) 4(30.8) 5(38.5)

동거

가족

없음 6(66.7) 2(22.2) 1(11.1)
7.432 .865 †

있음 45(40.90) 34(30.90) 22(20.0)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 복용 이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 복용 이행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 복용 이행의 차이 빈도 (%) ( N=110 )

†Fisher's exact te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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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낮음 보통 높음 χ2 p

주

간호

제공자

배우자, 자녀 16(36.3) 17(38.7) 11(25.0)

5.329 .612 †
부모, 친척, 친구 12(28.6) 15(35.7) 15(35.7)

없음 14(58.3) 3(12.5) 7(29.2)

음주 금주 22(36.1) 21(31.4) 18(29.5)

10.868 .061 †월 1∼2회 이하 14(56.0) 10(40.0) 1(4.0)

주 1회 이상 15(62.5) 5(20.8) 4(16.7)

약물

복용

조력자

없음 38(48.1) 26(32.9) 15(19.0)
.757 .674

있음 13(41.9) 10(32.3) 8(25.8)

건강

상태

건강하다 31(38.8) 29(36.3) 20(25)
1.299

.113 †건강하지 못하다 20(18.1) 7(6.3) 3(2.7)

영양

상태

불량하다

/ 잘 모르겠다
20(66.7) 7(23.3) 3(10.0)

6.795 .058 †

양호하다 31(38.8) 29(36.3) 20(25.0)

진단

시기

6년 미만 9(64.3) 4(28.6) 1(7.1)
2.188 .388 †

6년 이상 37(45.1) 26(31.7%) 19(23.2)

B형

간염

환자

유무

없음 16(39.0) 18(43.9) 7(17.1)

3.596 .175
있음 35(50.7) 18(26.1) 16(23.2)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 복용 이행의 차이 (계속)

빈도 (%) ( N=110 )

†Fisher's exact te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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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낮음 보통 높음 χ2 p

복용

약물

모름 18(47.4) 10(26.3) 10(26.3)
1.573 .434

알고 있음 33(45.8) 26(36.1) 13(18.1)

복용

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9(81.8) 2(18.2) 0(.0)

6.536 .139 †24개월 이상 5(41.7) 5(41.7) 2(16.7)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37(42.5) 29(33.3) 21(24.1)

약제

변경

유 14(37.8) 15(40.5) 8(21.6)
1.958 .366

무 37(50.7) 21(28.8) 15(20.5)

ALT 정상 48(46.2) 35(33.7) 21(20.2)

1.152 .569 †비정상 3(50.0) 1(16.7) 2(33.3)

AST 정상 41(43.2) 34(35.8) 20(21.1)
3.477 .183 †

비정상
10(66.7) 2(13.3) 3(20.0)

HBV

DNA

Detect 5(41.7) 5(41.7) 2(16.7)
.543 .792 †

Not detect 46(46.9) 31(31.6) 21(21.4)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 복용 이행의 차이 (계속)

빈도 (%) ( N=110 )

†Fisher's exact te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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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낮음a 보통b 높음c F p

사회적

지지

전체 94.56±15.11 98.61±15.42 104.65±15.13
3.521 .033*

c>a,b

가족 지지 49.84±9.61 51.36±9.52 54.17±7.20 1.784 .173

의료인 지지 44.72±9.56 47.25±8.67 50.47±10.29 3.013 .043*

c>a,b

자가

관리

역량

전체 52.82±7.16 55.08±6.97 54.86±7.25 1.284 .281

자가관리 획득 22.49±3.44 23.22±4.07 23.13±4.46 .442 .644

자가관리 개발 17.72±3.21 18.16±3.68 18.43±4.03 .362 .697

자가관리 부재 11.39±3.16 10.30±2.82 10.69±3.97 1.234 .295

6.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 정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 정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를 파악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였다.

약물 복용 이행도가 높은 대상자는 약물 복용 이행도가 보통 이하인 대상자보다 사

회적 지지가 높았다(F=3.521, p=.033). 또한 약물 복용 이행도가 높은 대상자는 약물

복용 이행도가 보통 이하인 대상자보다 의료인 지지가 높았다(F=3.013, p=.033).

<표 12> 대상자의 약물 복용 이행 정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의 차이

( 평균±표준편차 ) ( N=110 )

*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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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본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과 약물 복용 이행과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상관관계 연구이다. 첫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

회적 지지, 둘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셋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

본 연구 대상자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는 120점 만점에 평균 98.00점

(평균평점 4.08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김지영 외(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가 평균평점 3.79점, 오인선(2015)의 연구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평균평점 3.5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다. 반면

에 정현정(2015)의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4.37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약간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는

약물치료 중인 외래내원 환자로 정현정(2015)의 연구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아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지각한 가족 지지는 60점 만점에 평균 51.25점(평균평점 4.27

점)이었고, 의료인 지지는 평균 46.75점(평균평점 3,90점)으로 의료인 지지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다. 정현정(2015)의 연구에서 간이식 수혜자의 가족 지지는 평균평점 4.55

점, 의료인 지지는 평균평점 4.1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낮았다. 이는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 대상자가 정현정(2015)의 연구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아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도구를 개발한 김옥수(1993)의 연구에서도 혈액투석 환자

의 가족 지지는 평균평점 4.14점, 의료인 지지는 평균평점 3.82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

의 사회적 지지와 유사하였고, 의료인 지지 보다 가족 지지가 높았다. 이상아(2015)의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 지지 평균평점 4.43점, 의료인 지지 평균

평점 4.0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유사하였고, 의료인 지지보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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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더 높았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질병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인 지지를 강화해 약물 복용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만성 B형 간염 대상자의 의료인 지지에서 의료인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

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주는지가 평균 2.96점으로 가장 낮은

지지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이상아(2015)의 연구에서 폐결핵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

인 지지 평균 3.47점, 김현경(2013)의 연구에서 간이식 수혜자의 경우에도 평균 3.50점

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자

조모임은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서로 격려함으로써 건

강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강현숙 외, 2004). 장기적 치료 관

리가 필요한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특성화된 자조모임을 만들어 만성 B형 간염 환자

간 정보 교류 및 생에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장기적 유병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도모

하고 약물 복용 이행을 증진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계있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복용중인 약물 인지여부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의료인 지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성비가 남성

62.7%, 여성 37.3%로 남성이 2배정도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87.3%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을 알고 있는 연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지지, 약물 지식이 약물

복용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한지현(2007)의 연구에서 가족 지지와 약물 지식

은 순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같이(r=.426, p=.000),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를 통해 자신의 약물 복용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

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 증진 프로그램 운영시 가족의 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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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본 연구의 대상자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은 75점 만점에 평균

53.99점(평균평점 3.56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역 억제제

복용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측정한 김민지(2014)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3.28점, 폐절제술을 받은 폐암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측정한 김호곤(2012)의 연구

에서 평균평점 3.47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하지만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정현정(2015)의 연구에서 자가 관리 역

량은 평균평점 4.5점,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승명(2004)의 연구에서는 평균

평점 3.79점, 퇴행성 관절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은영(2003)의 연구에서는 평

균평점 3.9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

B형 간염 대상자는 간 이식 환자나 신장 이식 환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질병의 중

증도가 낮고, 특이적인 건강문제나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각증상이 명확하지 않

기 때문에 자가 관리의 필요성 인지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획득하고, 개발하려는 노

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과 관계있는 일반적 특성은 건

강상태, 영양상태, 복용약물 인지여부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는 보통 이하로 지각하는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다. 이는 폐절제술

을 받은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호곤(2012)의 연구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Ovayolu etl.(2012)의 연구에서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대상자가 건강하지 않다고 지

각하는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할 경우 자가 관리 역량이 더욱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건강상태가 불량

한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이 낮아 이들 환자들의 자가 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각하는 영양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가 영양상태에

대해 잘 모른다 혹은 불량하다고 지각한 대상자보다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다. 본 연

구에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 대상자는 약물에 대해 모르는 대상자 보다

자가 관리 역량이 높았다. 따라서 자가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질병 및 치료

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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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

본 연구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도가 낮은 대상자 비율이 46.4%

로 가장 많았고,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점수로 환산하면 8점 만점에 평균 6.15점

(평균평점 3.84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연희, 정인숙(2013)의 연구에서 경구 항암

제 복용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이 평균평점 4.23점, Morisky 등(2008)의 연구에서 고

혈압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 평균평점 4.12점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약

물 복용 이행이 더 낮았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해숙(2012)의 연구에서는 평

균평점 3.62점,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미영(2010)의 연구에서의 평균

평점 3.8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Morisky(2008)의 연구에서의 평균 연령 52.5세와 본 연구의 만성 B형 간염 대상자의

평균 연령 52.02세는 비슷한 연령수준이었으나, 약물 복용 이행 점수는 본 연구에서

더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되기 전까지

는 특이적인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의 특성이 영향을 미쳐 본 연구 대상자의 약물 복

용 이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질병의 특이적 자각 증상이 없어도 만성 B

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약물 이행 중에서 ‘약 먹는 것을 가끔 잊은 적이 있습니까?’

50%, ‘매일 약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42.7%, ‘여행이나 외출

시 약을 가져가는 것을 가끔 잊은 적이 있습니까’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해숙(2012)의 연구에서의 ‘약 먹는 것을 가끔 잊은 적이 있

습니까?’ 41.4%, ‘매일 약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30.8%, ‘여

행이나 외출시 약을 가져가는 것을 가끔 잊은 적이 있습니까’ 15.8%보다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이 약간 높았다. 또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연옥(2007)의 연구에서 49%, 한경숙(2009)의 연구에서 41.6%, 장경오

(2003)의 연구에서 46.7%의 대상자는 가끔 약물 복용을 잊어버린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 대상자 중 약물 복용을 가끔 잊어버리는 대상자가 많았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 관련 간호 중재시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 이행

을 상기시키고, 약물 복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약물 복용을 잘 하는 만성 B형 간염 대상자가 약물 복용을 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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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대상자보다 사회적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민선

(2010)의 연구에서 골다공증 환자 중 약물 복용 이행군이 약물 복용 불이행군 보다

사회적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약물 복용 이행

을 높이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의료인 지지 중 ‘의료인은 내가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충고를 해준다.‘는 5점 만점에 평균 3.77점, ’의료인은 내가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충고를 해준다.’는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의료인 지지 평균평

점 3.90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외래를 내원하며 항바이러

스제를 복용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로써 의료인과의 접촉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외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와 의료인의 만

나는 시간을 늘리면서 약물 복용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건강문제를 보다 적극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본인이 잘 지키지 못하는 약의 복용 방법, 복용 시간 등에 대해

가족이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가족 지지가 평균 3.82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본 연

구의 대상자는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가 91.8%로 대부분이었으나 71.8%의 대상자가

약물 복용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대상자의 약물 복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가족도 적극 참여

시켜 대상자의 치료 약물에 대한 지식을 높여 치료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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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약물 복용 이행과 사회적 지지, 자가 관리 역량

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항바이러스제 복용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 종합병원 외래 환자 중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1년

이상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중인 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고, 자료 분석이 가능한 110개의 설문 자료를 분

석하였다. Morisky(2008)가 개발하고 이서영(2013)이 한글로 번역한 Medication

Adherence Scale Morisky-8(MASM-8) 약물 복용 이행 측정도구를,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Soderhamn et al.(1986)가 개발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ASA scale)를 Sousa et al.(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d Agency scale-REvised(ASAS-R)을 김호곤이(2012)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

구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설문조사하였고, 항바이러스

약물, 혈액학적 수치와 관련하여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함하는 증례

기록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40∼50대의 남자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약물 복용에 도움을 주

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도움을 주고 있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이었고, 가족 지지가 의료인

지지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과 복용중인 약물

인지 여부였다.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은 보통이었고, 자가 관리 역량 획득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자가 관리 역량 부재 영역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자가 관리 역량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건강상태, 영양상태, 복용하는 약물 인지 여부, HBV DNA 검출

여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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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도가 낮은 대상자가 전체의 46.4%로 가장 많

았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약

물 복용 이행이 높은 군은 약물 복용 이행이 낮은 군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높았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간호중재시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 이행을 상기시킴으로써

약물 복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효율적인 질병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인의 지지를 강화해 약물 복용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3.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특성화된 자조모임을 만들어 만성 B형 간염 환자 간 정보

교류 및 생에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장기적 유병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도모하고

약물 복용 이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물 복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가족을 적극 참여

시켜 항바이러스제 복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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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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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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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care capacity and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Kwon, Yu Mi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self-care capacity and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skills in effectively and accurately providing medication care

to patients chronic hepatitis B and to identify administration of the medication and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self-care capacity to medication adherence.

The study tools were 1) a questionnaire composed of 8 items on the degree of

medication administration, 24 items on social support, 15 items on self-care

capacity, 10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8 items on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for a total of 65 items and 2) the case records which included data

collect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 regarding antivirus drug and hematology

values. After receiving IRB approval,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out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who were being followed at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April 12 to May 30, 2016 and 110

questionnaires with complet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d percentage,

(ANOVA), t-test,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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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2.02 years, with patients in their 40s and

50s representing 64.6%.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men

accounted for 62.7%, 87.3% had a spouse, 64.6% held a bachelor degree or

higher, 40% were engaged in professional, office work or engineering, 69.1%

were in the mid socio-economic level, 91.8%, the majority, were living with

their family, and 72.1% were cared for by their spouse or child. The patients

had been suffering from hepatitis B for an average of 6.4 years, but 37.3% had

no family members with hepatitis B, and only 25.7% had patients with

hepatitis B among their siblings. Of the patients, 59.8% had another disease in

addition to chronic hepatitis B; specifically hypertension (18.8%) For treatment,

65.5% were aware of the drug that they were taking, and specifically 48.1%

were taking entecarvir and 98.2% were taking an antivirus agent once a day,

while 79.1% had been taking antivirus agent for 36 months or longer, and

66.4% had not changed drugs. Laboratory results showed that 94.5% were in

the ALT normal group, 86.4% in the AST normal group, and for 89.1%, HBV

DNA had not been detected.

2. Social support was high at an average of 98 out of a possible 120 points.

Mean score for family support was 51.25 points, and for medical professional

support, 46.75 points. Family support was higher than medical professional

support. Social support, was higher for men compared to women (t=2.270,

p=.006), and also family support (t=2.271, p=.025) and medical professional

support (t=2.275, p=.025), were higher for men. Patients who knew their drugs

had higher social support (t=2.589, p=.011) and medical professional support

(t=-2.399, p=.018) than those who did not.

3. The mean score for self-care capacity was 53.99 points out of a possible 75

points. Acquisition of self-care capacity had the highest mean score at 3.81

points followed by development of self-care capacity 3.60 points and absence

of self-care 2.72 points. Men had higher scores for absence of self-care

(t=2.713, p=.008) than women. Patients with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 had

higher scores in development of self-care capacity than those who held a

bachelor degree or higher. Unemployed, homemakers and patients in trade or

service jobs had the lowest scores in absence of self-care capacity (t=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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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6). Patients living with family had higher scores (t=2.235, p=.046) in

acquisition of self-care capacity than those who were living alone. Patients

who considered themselves healthy had higher scores in self-care capacity

(f=4.766, p=.001) and in self-care capacity development (f=3.512, p=.010), and

lower scores in absence of self-care capacity (f=3.528, p=.010) than those who

did not consider themselves healthy. Patients who were in good nutritional

condition had higher scores in self-care capacity (f=10.699, p=.000), in self-care

capacity development (f=6.689, p=.002), and in self-care capacity acquisition

(f=4.612, p=.012). Patients who were aware of the drug that they were taking

had higher scores in self-care capacity (t=-2.491, p=.0.31). Patients in whom

HBV DNA was detected were found to have higher scores in self-care

capacity (t=-2.183, p=.031), in self-care capacity acquisition (t=2.140, p=.035)

and in self-care capacity development (t=2.364, p=.020).

4. Medication adherence was found to be low in 46.4%, normal in 32.7%, and

high in 20.9% of the patients.

5. Patients who were high in medication adherence had higher social support (f=3.521,

p=.033) and medical professional support (f=3.013, p=.033).

In conclusio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who were men in their 40s and

50s, were low in medication adherence. Patients with high degree of medication

adherence had high social support, and medical professional support. Therefore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social support while setting up

individualized nursing care programs to stimulate adherence to chronic hepatitis B

patient medication.

Key words: chronic hepatitis B, social support, self-care capacity, medication adh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