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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간이식은 간경변증, 전격성 간부전 등의 간질환이 진행되어 더 이상
내·외과적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시행되는 수술로, 우리나라는 만성 B형 간염 유병률과 간암의 발생률이
높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간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간이식 수혜
자는 간이식 수술 후에도 평생 동안 원인질환의 재발 방지 치료 및 면역
억제제 투약 등으로 환자 역할을 지속하게 되어, 변화된 삶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본 연구는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간이식 수혜자
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포함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변수들 간의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간이식 수혜자
의 자기관리 관련 변수들은 근간이론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이식관련 특성,
질병인식이며, 내생변수는 자율성,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 자기관리
이다.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이식관련 특성, 질병인식이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율성,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을 매개로 간
접적으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
다.
연구 대상자는 2015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종
합병원에서 간이식 후 외래 추적관찰 중인 간이식 수혜자 275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SPSS 23.0과 AMOS 22.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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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961, 수정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는 .913,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964, 표준부합지
수(Normed fit index, NFI)는 .926, 터커-루이스지수(Tucker- Lewis
index, TLI)는 .931,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은 .055, 간명부합지수(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GFI)는 .433, 간명표준부합지수(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NFI)는 .487로 권장수준을 만족하여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19개 경로에 대한
가설 중 12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이 모형은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59.4% 설명하였으며, 모형에
서 최종 내생변수인 자기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이었다.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와 질병인식은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을 매개
로 자기관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이식관련 특성은 자기관리
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
성 지지, 이식관련 특성, 질병인식은 간이식 수혜자의 자율성,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을 27.1%, 17.5%, 21.0%, 21.1% 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간이식 수혜자의 유능성을 증대시키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
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관계성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 상담이나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을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발견시 적극적 중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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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자기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대상
자와의 신뢰관계 형성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진
교육이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중재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간이식, 자기관리, 자기결정성이론, 구조모형, 간이식 수혜자
학 번 : 2013-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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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6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뇌사자 간이식이 성공한 이후, 국내에서
는 1988년 처음 뇌사자 간이식이 시행되었다(김수태, 하종원과 안세현,
1990). 2000년 국립장기이식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이하 KONOS)가 발족된 이후 2014년까지 뇌사자 간이식 2,683건, 생체
간이식 9,165건, 총 11,848건이 시행되었으며, 간이식 후 5년 생존율은
77.88%로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4). 간이
식 후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간이식 수혜자들은 최대한 정상생활을 영
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인들도 이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의 건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간이식 수술 이후 일정한 회복기간을 거치면 이식된 장기의 기능은 대
부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식된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고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간이식 수혜
자들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는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당뇨, 비만, 감염 등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Rubín et al.,
2013), 이와 관련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인 질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B형 간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이식 수혜
자들은 B형 간염 항체주사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항바이러스 제재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Song et al., 2014). 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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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계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항혈전제 등의 약물치료가
추가되거나, 스텐트 삽입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하희
선 등, 2007; McGuire et al., 2009).
간이식 수혜자가 면역억제제 복용, 항바이러스 치료 등의 추후관리를
하지 않아 급∙만성거부반응으로 다시 간부전이 진행되면 재이식 이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다. 따라서 간이식 수혜자는 성공적인 간이식 수술을
위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원기간 동안 최적의 치료를 받
는 것 이외에도,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 평생 동안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와 항바이러스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병증
을 예방하는 등의 자기관리(Self-Management)가 필요하다. 자기관리는
만성 질환자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치료의 방향과 자가간호를 선택했던
것과 달리 능동적으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고, 일상의 삶을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변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최적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Lorig & Holman, 2003). 자기관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당뇨, 만
성 심부전 등과 같은 만성질환 대상자에게 시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자
기관리가 잘 될수록 재입원율 및 의료비용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됨이 입증되었다(Bodenheimer, Lorig, Holman, & Grumbach, 2002;
Clark, 2003; Hill-Briggs, 2003).
자기관리는 3가지 활동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투약, 치료 등 질병 관
리 활동, 가족이나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 등 사회적 지지 자원 활성화
활동, 그리고 질병을 수용하고 변화된 삶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활동이
있다(Schulman-Green et al., 2012). 따라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도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자신의 신체 이상 징후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투약이나 식이요법 등의 치료 이행을 하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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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간이식 후 건강상태에 맞추어 일상
생활의 삶을 변화시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간이식 수혜자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위해서는 일생 동안 자
기관리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행위의 지속을 설명하고 예측
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자의 건강행위 지속에 관
한 이론이나 모델 중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건
강 행위를 선택하고 지속하는 요인을 설명한 이론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행위 시작 및 지속에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Deci & Ryan, 2000).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나, 금주나 비만 환자 등에서 건강행위 지속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Schmidt et al., 2012; Williams, Lynch, & Glasgow,
2007),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B형 간염 항체 주사를 맞아야 하고,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설명하는데
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정을 살펴보면, 가족 중심 문화와 유교문화
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Kim, 2014), 뇌사자의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아 전체 간이식 중 생체 간이식이 77%를 차지하며, 생체 기증의
85%는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4). 그러므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계성을 설명함
에 있어 서양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회관계의 관계성보다 가족 내에서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기본 심리욕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결정성이론의 주요 개념들 외에 선행 연구에서 자기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질
병관련 특성으로 수술 후 경과기간,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 종류 수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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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인 약물의 개수와 같은 이식관련 특성이다(김은만과 김금순, 2007;
Akazawa, Nishizono, Yamamoto, Teraguchi, & Hayashi, 2013; Dew et
al., 2007). 두 번째는 대상자의 질병인식으로, 질병에 관한 인지적 평가
에 따라 대상자의 질병 통제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Drent,
De Geest, Dobbels, Kleibeuker, & Haagsma, 2009; Kung, Koschwanez,
Painter, Honeyman, & Broadbent, 2012). 세 번째는 대상자의 우울로,
간이식 수혜자에게 유병률이 높으며 자기관리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Fine et al., 2009; O'Carroll, McGregor, Swanson, Masterton,
& Hayes, 2006; Sankaranarayanan et al., 2012).
그러나 지금까지 간이식 수혜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개념들
과 자기관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통합적으로 관련 개념들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
기관리 관련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의 자율
성 지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선행 연구에서 자기관리 관련 요인으
로 규명되었던 이식관련 특성, 우울, 질병인식을 포함하는 가설적 모형
을 구축하여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간의 관계를 포괄적
으로 규명하고 요인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직∙간접적인 관계
를 설명하는 것은 임상에서 자기관리 정도를 사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게 하고,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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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Deci와 Ryan (2000)이 제시한 자기결정성이론과 선행문헌
을 기반으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며,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각 요인들의 직
접적, 간접적 경로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수집된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정한다.

3. 용어 정의
1)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자기관리는 만성 질환자가 일상에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
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
면서 현재 자신의 질병상태를 알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치료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함께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계획에 따르는 것,
이상 증상과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 신체기능, 감정상태, 사회
활동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etkov, Harvey, &
Battersby, 2010). 본 연구에서는 Petkov, Harvey와 Battersby (2010)가
만성 질환자의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he Partners In Health®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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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자율성 지지란 의미 있는 타인의 행동이 대상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활동을 말한다(Deci & Ryan, 2000).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타
인을 보건의료 전문가로 정의하였으며 대상자가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고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여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Williams, Grow, Freedman, Ryan, &
Deci, 1996).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등(1996)이 개발한 Health Care
Climate Questionaire 15문항을 서영미(2008)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한 점수이다.

3) 질병인식(Illness Perception)
질병인식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의미한다
(Leventhal, Diefenbach, & Leventhal, 1992). 본 연구에서는 MossMorris 등(2002)이 수정한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IPQ-R) 38문항 중 질병결과(consequences) 6문항을 측정한 점수로 차
지은(201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4)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은 행위의 시작, 조절, 지속에 대한 선택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
구이며, 스스로가 행위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Deci & Ryan,
2000).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 (2000)이 개발하고 이명희와 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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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2008)이 번역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중 자율성 7문항을 측정한
점수이다.

5) 유능성(Competence)
유능성은 자신을 환경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존재로 느끼고 지각하고
자 하는 욕구이다(Deci & Ryan, 1985, 2000).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등(1998)의 지각된 유능성 도구(Perceived-Competence Scale)를 서영
미(2008)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6) 가족 관계성(Family relatedness)
관계성(Relatedness)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 받고 있으며 소속되
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Ryan, 1995), 가족, 연인 등 개인에게 의미 있
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기기 위한 욕구이다(La
Guardia, & Patrick, 2008; Weinstein, 2014). 가족 관계성은 가족구성원
간의 고리를 의미하고 정서적·관계적 친밀함을 의미하는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유영주, 2004). 본 연구에서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
발한 가족건강성 척도(Korean family strength scale, KFSS) 중 유대감
(commitment) 10문항을 측정한 점수이다.

7) 우울(Depression)
우울은 2주 이상 슬픔, 공허함, 우울한 기분 등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
거나 평상시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즐거움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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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본 연구에서는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의 한국어판 중 우울에 관한 7문항을 측정한
점수이다. (Zigmond & Snaith,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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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문헌고찰은 세 부분으로, 첫 번째로 간이식 수술에 따른 간이식 수혜
자의 자기관리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건강행위이론 중 자기관리
행위 시작과 지속에 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자기결정성이론에 관해
서술하였고, 세 번째는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1. 간이식 수혜의 자기관리
간이식은 간염이나 알코올, 자가면역 등으로 인한 간경변증, 전격성
간부전 등의 간질환이 진행되어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더 이상 내·외과적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남은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인 불가역적인 만성 간질환, 1주 이내의 여명으로
판단되는 급성 간부전, 절제가 불가능한 간암에서 시행된다(이승규,
2005). 우리나라는 만성 B형 간염 유병률이 2.9%로 높고, 인구 10만명
당 간암을 제외한 간질환으로 13.2명이 사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3b),
간암에 의한 사망은 22.6명으로 암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13a). 이에 간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21.71명이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는 크로아티
아 23.40명, 벨기에 23.31명, 포르투갈이 22.82명에 이어 세계에서 4번
째이다(Kasisk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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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술 건수는 2000년 202건에서 2014년 1,259건으로 증가하
였고, 간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도 1994년 3개 병원에서 2014년 35개
병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뇌사자 간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
어(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간이식 수혜자는 점차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억제제의 발전과 이식 수술 전후 환자 관리 기
술의 향상으로 간이식 후 1년 생존율은 86.18%, 3년 생존율은 80.30%,
5년 생존율은 77.88%, 7년 생존율은 76.17%로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
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2).
간이식 시행 초기에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생존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생존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치료와 간호의
목표를 두고 있다(심미경, 전경옥과 김순일, 2013; 하희선 등, 2007;
Bownik & Saab, 2009).
일반적인 외과적 간절제 수술과 달리 간이식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술 후 평생 동안 이식된 장기의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혜자에
게 필요한 최소한의 면역반응만을 남겨두고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억제시
키는 면역억제제 복용이 필수적이다. 장기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불이
행으로 인한 합병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망환자의 약 25%, 만성
거부반응 환자의 약 50%, 이식 장기 소실 환자의 15%에서 면역억제제
불이행이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enhaerynck et al., 2005;
Hansen, Seifeldin, & Noe, 2007). 면역억제제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전신적 상태나 감염 여부 등에 따라 사용하는 용량이 다르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체내에서 예민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해
야 하는 약물이다(황신, 2005). 이를 위해 간이식 수혜자는 이식 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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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매일 혈중약물농도 검사를 하루 1~2회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약물을 조정하게 되고, 퇴원 후에는 1~2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약물을 조정하지만, 감기나 설사 등의 질병이 있을 때
에는 급격하게 혈중약물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면역억
제제의 조정이 필요하다(황신, 2005). 그러므로 간이식 수혜자들에게 면
역억제제 복용은 단순히 약물의 용량과 시간, 방법을 정확히 지키는 이
행(adherence)을 넘어, 즉각적인 약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자신
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의료적 자원을 이용하고 의료진과 적극
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기이식 수혜자는 면역억제제 복용과 관련하여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신장기능 악화 등의 다양한 합병증에 이환 될 수 있으며
(Rubín et al., 2013), 그 합병증이 단독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복합적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이식 후 대사증후군(posttransplant
metabolic syndrome)이라는 진단명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Angelico et
al., 2003), 간이식 수혜자의 경우 그 이환율은 44~58%에 이른다(Bianchi,
Marchesini, Marzocchi, Pinna, & Zoli, 2008; Laish et al., 2011;
Laryea et al., 2007). 간이식 후 6개월까지는 고용량의 면역억제제로 인
하여 감염위험성이 높으며 그 이후 면역억제제의 감량으로 점차 낮아지
는데, 간이식 후 감염율은 50~83%에 이른다(황신 등, 2007). 간이식 후
사망원인은 종양과 감염이며(Moon & Lee, 2009), 특히 폐렴은 난치성
경과로 진행되고 전격성 패혈증으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 되고, 전격성
패혈증은 발병 12~24시간 이내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홍석경, 2004).
이식 후 재입원의 흔한 원인은 외과적 합병증, 감염과 당뇨 등인데
(Serper et al., 2015; Shankar et al., 2011), 감염과 당뇨 등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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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이식 수술 후 재입원율이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는 입원치료, 통원치료, 간호나 재이식
관련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로 경제적 손실과도 연결된다
(김혜숙, 2007; Ryan & Sawin, 2009).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의 가장 주요한 원인 질환은 B형 간염으로, 간이
식 환자의 약 80%에 이른다(Moon & Lee, 2009). 1990년대 초에는 B형
간염으로 간이식을 시행한 경우 원인질환인 B형 간염이 80% 이상에서
재발하였으며, 재발 후 3년 내 사망률은 50%에 달하였다(Dumortier,
Chevallier, Scoazec, Berger, & Boillot, 2003). 그러나, 최근에는 이식
후 고용량 B형 간염 항체(High dose Hepatitis B Immunoglobulin, 이하
HBIG)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거나, 항바이러스 제재를 예방적으로 복용함
으로써 5년 재발율을 7.2%로 낮추고, 재발 후 사망률도 13.2%로 획기
적으로 낮추게 되어(Hwang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는 면역억제제
복용 뿐만 아니라 B형 간염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적 치료 역시 간이
식 후 중요한 치료로 포함되고 있다. HBIG요법은 지속적 정맥주입요법
으로 투여되고, 발열이나 가려움증 등이 동반될 수 있어, 병원에서 시행
되기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일상
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직장생활이나 개인의 일상계획 등에서 스케쥴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Burra 등(2001)이 시행한 간이식 수혜자의 불이
행에 관한 체계적 고찰에서 병원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3~47%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식 수혜자들은 원인 질병의 재발이나, 거부반응의 두려움,
질병 및 재활에 대한 지식부족, 가족 내 역할과 신체적 변화에 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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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사회적 편견,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복귀의 문제, 이로 인한 우울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김은만과 서문자,
2003; 심미경 등, 2013; 차지은과 이명선, 2012).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이식 수혜자들은 수술 후에 이식 거부반
응과 B형 간염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 복용과 정기적 병원 방
문 등의 치료적 이행을 수행해야 하고, 감염, 고혈당, 수술 합병증 등에
대한 조기 이상증상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
하여, 그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간이식 수혜자들은 수술 후 신체적 문제 이외에도 적응과정에

서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을 겪고 있어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지하
고, 삶 속에서 질병을 받아들이고 적응을 돕는 과정인 자기관리를 통하
여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선행연구에서 만성 질환자의 자기관리와 같은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예
측하는 이론이나 모델로 활용된 것은 건강신념모델(Becker, 1974), 합리
적 행위이론(Ajzen & Fishbein, 1980),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 등
이 있다. 그러나 건강신념모델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약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의 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고(김성재, 조남옥, 오경희, 강남미와 최희정, 1996), 합리적 행위
이론은 장기간의 행위보다 단기간의 행위를 더 잘 예측한다는 한계가 있
다(김은경, 2002). 사회인지이론은 행동수정을 하는데 있어 주로 외부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간 내부의 자발성이 무시되며(Deci,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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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행위지속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재 등, 199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이론이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다(Deci & Ryan, 1985, 2000).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0)은 개인이 취해야 하는 행위의 선택과 시작 및 지속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인간이 성장지향성을 가진 능동적인 유기체라고 가정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를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결정 동기에 의해 행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장기간 행위가 지
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인지평가이론과 유기적 통합이
론을 통합하여 체계화하면서 시작된 내재적 동기 이론으로 인본주의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과지향성이론,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목표내용이론, 관계성 동기이론까지 포함한 상위이론(metatheory)이다(Deci & Ryan, 1985, 2000).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율
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3가지 기
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를 가지며, 이 욕구의 의해 자기
결정 동기가 정해진다고 하여 결국 이 요소들의 만족 정도가 행위의 시
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결정 동기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이
며 개인이 스스로의 행위에 주도적이 되고자 하는 수준으로(Edmunds,
Ntoumanis, & Duda, 2008), 모든 상황이나 개인마다 고정된 성질의 것
이 아니라, 무동기,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표현되는 일련의 연속
선상에서의 동기수준이다. 자기결정 동기가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내재
적 동기 쪽으로 변화될 때 행위의 시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위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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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속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성향을 의
미하며, 외재적 동기는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행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동기의 내면화 과정은 개인이 소
속된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달려있
다고 하여(Deci & Ryan, 2002),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간 행
위를 변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적 맥락이 기본심리욕구
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
였다(Ryan, Patrick, Deci, & Williams, 2008).
자율성(Autonomy)은 기본심리욕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기결정
의 동의어이다(천경민과 표내숙, 2008). 자율성은 행위의 시작, 조절, 지
속에 대한 선택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스스로가 행위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Deci & Ryan, 2000). 이는 개인이 취하는 행위의
원인을 스스로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로부터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인지평가이론의 영향을 받은 자기결정성이론은 동기수준을 내재적 동기
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Deci & Ryan,
1985). 자율성이 지지된 사회환경적 맥락에서 인간은 스스로 목표를 설
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를 선택하고 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의 방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때문
이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면 통찰력을 가지고 원인을 찾고,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한다(Reeve,
2014). 이때 사회환경적 맥락이 통제적이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자율성은 더욱 충족된다
(Ryan, Patrick, Deci, & Willia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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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성(Competence)은 자신을 환경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존재로
지각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는 개인이 실제 유능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능한 존재로 인지하는가에 대한 것이므로(Deci &
Ryan, 1985, 2000), 자신감(confidence)이나 자기 효능감(Self-esteem)
과 유사한 개념이다. 유능성은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
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되고 강화된다고
하였다(Deci & Ryan, 2000). 개인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능성을
지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Vallerand & Reid, 1984), 행위 시작 및 지속에서 유능성을 지각하지
못하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없다(Deci & Ryan, 2000).
관계성(Relatedness)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여러 사람들과 사회에 소속되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Ryan, 1995).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과제보다
그룹이나 개인 간의 활동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증진되나(Ryan & Deci,
2002), 간접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알려져(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유능성이나 자율성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계성 동기이론을 추가하여 관계성을
가정이나 직장, 학교와 같은 개인이 속한 그룹 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가장 친한 친구, 연인)과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발
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욕구로 정의하면서 적응이나 안녕감의 필수
요소로 관계성 욕구 충족을 제시하였다(La Guardia & Patrick, 2008;
Weinstein, 2014).
만성 질환자의 경우 타인보다는 가족간의 관계가 환자의 초기 회복 단
계에서뿐만 아니라, 적응 단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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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경숙과 은영, 2000).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질병과 회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며, 가족 구성
원 모두가 한데 모여 편안하고, 화합된 태도로 곁에 있어 주는 가족간의
유대 강화는 관계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자가 간호 수행을 증진
되었으며, 단기 및 장기 회복에 놀랄만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최경
숙과 은영, 2000). 간이식의 사례에서는 가족 내에 기증자가 있는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 자기관리가 양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옥현, 2001;
김은만과 김금순, 2007).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맥락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타인으로부
터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과 유능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Deci & Ryan, 1985, 2000),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전문
가의 자율성 지지”가 자율성과 유능성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
혀졌다(Ryan, Patrick, Deci, & Williams, 2008) (Figure 1).
자기결정성이론은 교육(Reeve & Jang, 2006), 문화(Chirkov & Ryan,
2001), 경영(Baard, Deci, & Ryan, 2004), 스포츠(Edmunds et al.,
2008) 등에 적용되어 이론모형의 타당함을 확인 받았다. 더 나아가, 최
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건강관련 행위나 그 결과를 설명 하기 위해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신체활동참여(이미옥, 2013; D'Angelo, Reid, &
Pelletier, 2007), 체중조절유지(조정현, 2013; Georgiadis, Biddle, &
Stavrou, 2006; Williams et al., 1996), 당뇨환자의 자기관리 및 혈당조절,
약물복용(서영미, 2008; 이미옥, 2013; Williams, Rodin, Ryan, Grolnick,
& Deci, 1998) 등에 적용되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자율성,
유능성이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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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Need Satisfaction

Outcome

Autonomy supportive
climate
VS
Controlling health care

Autonomy

climate
Personality differences
in autonomy

Competence

Consequences

Relatedness

Intrinsic life aspiration
VS
Extrinsic life aspiration

Figure 1. The SDT Model of Health Behavior Change Adapted from
Ryan, Patrick, Deci, and Williams (2008).

이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건강행위의 선택과 지속을 설명하는 자
기결정성이론을 평생 면역억제제와 항바이러스 제재를 복용하며, 삶의
과정에서 질병을 받아들이는 자기관리가 중요한 간이식 수혜자들의 자기
관리를 예측하는 이론적 틀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기관리 관련요인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뇨나, 고혈압, 운동
지속 등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간이식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
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와 달리 간이식 수혜자는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뇌사자나 가족 등 간을 기증해 준 기증자가 있다. 선행연
구에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증
자와의 관계나 친밀함 정도, 기증자에게 생기는 감정 등을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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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희선 등, 2007; Akazawa et al., 2013). 특히, 우리나라는 생체간이
식이 전체 간이식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
터, 2014),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 대신 가족 관계성을 자기관리를 설명
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관리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결정성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건강전문가의 자율성지지, 자율성, 유능
성, 가족 관계성을 택하였다.

3.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관련 요인
본 장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채택한 내생변수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과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인 자율성 지지, 질병 관련
특성, 질병인식에 대해 살펴보았고 자기결정성이론 이외에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내생변수인 우울을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하였다.

1) 자율성 지지
자율성 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의 행동이 대상자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개인이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함에 있어 가장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Deci & Ryan, 2000).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결
정하고 선택하여 행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문가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와 대상자와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통
해,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건강상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고,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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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수용하며,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Williams
et al., 1996).
선행연구에서 환자-의료진의 관계가 약물 복용, 병원 방문 등 자기관
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Jolles, Clark, & Braam, 2012;
Zolnierek & DiMatteo, 2009). Arbuthnott와 Sharpe (2009)이 시행한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과 자기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48개의 연구를 분석
한 메타연구에서 의료진이 환자와의 정서적인 유대를 맺고 자율성을 지
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급∙만성 질환 모두
에서 자기관리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의료진의 의
사소통 기술과 자기관리에 관한 메타연구(Zolnierek & DiMatteo, 2009)
에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사소통에 능한 경우 환자의 동기
를 자극하여 자기관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에 능한
의료진이 담당한 환자의 약물복용 이행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9%
가 더 높았으며, 의사소통 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환자의 약
물복용 이행률을 12%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료진
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환자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환자
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여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장기
이식 분야에서 의료진-환자 관계와 자기관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
를 보면, 의료진이 이식 수혜자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의 연락처를 주거나 전화통화나 개인 상담을 하는 등의 건강 전문
가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자기관리가 증진되었고(Chisholm, Mulloy,
Jagadeesan, & DiPiro, 2001; Shemesh et al., 2008), 자율성이 증가하
고(Chisholm et al., 2001), 유능성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De Ge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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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bels, Fluri, Paris, & Troosters, 2005; Dejean, Rostaing, Mestre,
Roge, & Durand, 2004; Traiger & Bui, 1997). 또한 하희선 등의 연구
(2007)에서 의료진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강한 신뢰관계
를 형성하여 관계성이 만족되고 이를 통해 자기관리에 동기를 부여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매개하거나 직접적으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병관련 특성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복용하는 약물요법의 복
잡성, 치료기간, 약물요법의 변화, 약물의 종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선행연구에서 장기이식환자에서 면역억제제 사용시 이중 또는 삼중요
법으로 쓰는 경우, 단일 요법보다 약물복용의 복잡성이 높아 자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복용하는 복용 약물의 개
수와 자기관리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금순, 강지연과 정인숙,
2003; Chisholm, Lance, & Mulloy, 2005). 간이식 후의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점차 혈중 면역억제제 유지농도가 낮아져 사용하는 약의 개수가
감소하게 되어, 이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줄어 자기관리에 영향을 준다
고 보고하고 있다(Rodrigue, Nelson, Hanto, Reed, & Curry, 2013). 이
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음주 등의 불건강행위가 증가하며
(Koljonen, Aberg, Rovasalo, & Makisalo, 2015; Rustad, 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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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bhakar, & Musselman, 2015) 이는 수술 후 경과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해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
로 생각된다(두윤숙, 2005). 간이식 후 경과기간은 면역억제제 복용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복귀 등과 관련하여 수혜자의 유능성과 자율성, 관계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옥현, 2001; 하희선 등, 2007;
DiMatteo & Robin, 200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술 후 경과기간,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의
종류 수, 복용중인 약물의 총 개수가 이식관련 특성으로 작용하여 직접
적으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며,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을 매개로 자기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3) 질병인식
질병인식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
위험에 대한 실재이다(Leventhal et al., 1992). Leventhal 등(1992)은
개인의 질병 이해 정도에 따라 질병 관리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하였는데, 질병에 대한 다면적인 표상에 따라 대처전략이 수립되어 질병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질병인식의 하위요소로는 증상, 질병
과정, 결과, 원인, 질병 통제감, 치료에 대한 믿음, 이해, 증상 변화 등이
있다(Moss-Morris et al., 2002). 간이식 수혜자들은 수술 비용이나 지
속적인 치료비용, 이식 후 삶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질병상태가 신
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고
있었다(유혜진과 김금순, 2013; 하희선 등, 2007). 또한 이식 후의 직업
이나 가정생활에서의 삶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 인한 결과가 질병

22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은만과 김금순, 2007; 심미경 등,
2013). 이러한 질병인식은 자기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
간이식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이식 수혜자의 질병인식이 약물
복용, 정기적 병원 방문 등의 자기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Dew et al., 2007; Telles-Correia, Barbosa, Mega, & Monteiro,
2012; Wainwright & Gould, 1997). O’Carroll 등이 간이식 수혜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2006)에서 긍정적인 질병인식은 면역억제제 치료나 병
원 방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게 하며, 치료에 유능감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간이식
수혜자의 질병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의료진과 치료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을 공유하고 치료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자율성과 관계성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ew et al., 2007; Telles-Correia, Barbosa,
Mega, & Monteiro, 2012).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질병인식은 자기관리에 직접적으로 자기관리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을 매개로 자
기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시
켰다.

4) 우울
우울은 간이식 수혜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정서반응으로, 간이식 수혜
자들의 25~40%에서 우울을 경험한다(DiMartini et al., 2011; TellesCorreia, Barbosa, Mega, & Monteiro, 2009). 우울이 지속되는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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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활동과 말초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적
으로 증가되어, 이식장기의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ullish, Kabir, Thursz, & Dhar, 2014), 이러한 기전을 통해 간이식 수
혜자의 우울은 이식 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Corruble, Barry, Varescon, Durrbach, et al., 2011; Corruble, Barry,
Varescon, Falissard, et al., 2011). DiMartini 등의 연구(2011)에서 간
이식 후 우울은 이식 후 자기관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이식 1년 후
의 우울이 10년 생존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간질환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MELD 점수나 기증자의 나이, 원인질환 재발보다 더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울은 간이식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
표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원 방문 불이행이나, 면역억제제 불
이행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정신사회학적 인자로 확인되어(Dew et al.,
2007; Telles-Correia et al., 2009, 2012; Wainwright & Gould, 1997)
최종 결과변수인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혼인상
태, 소득 수준,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박재규와 이정림, 2011). 만성 간
질환자와 간이식 수혜자에서 질병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만과 김금순, 2007; 도은수, 서영숙과 이선미,
2015; DiMartini et al., 2011; Errichiello, Picozzi, & De Notaris, 2014).
우울과 간이식 후 경과기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식 후 1년 미만, 5년
이상에서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Errichiello et al., 2014),
이식 후 2년 이내까지는 높은 우울을 보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
소하였다 다시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nema, Roodbol, Stewart, Porte, & Ranch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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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이식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시행되고 있고(Crone & Gabriel, 2004), 수술 전 우울이 높은 이
식 대기자들을 선별하여 수술 후 초기에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를 시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Rogal, Landsittel, Surman, Chung, &
Rutherford, 2011). 비약물적 중재요법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
러 가지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Katon 등의 연구(2010)에서 우
울을 가진 만성 질환자들에게 12개월 동안 간호사와 약사 등이 교육이
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치료목표를 정하도록 자율성을 지지
하고,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치료 가이드를 제시하는 환자협력프로그
램을 시행한 결과, 항우울제 복용이 감소하고, 만성질환의 생리적 지표
들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하여, 의료진의 자율성 지지가 우울에 효과적
임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우울은 자기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식 후 경과기간과 같은 이
식관련 특성, 질병인식, 그리고 건강전문가의 자율성 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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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Deci와
Ryan (1985)의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자기관리와 관련된 요인을
종합하여 연구의 틀을 재구성하였다(Figure 2).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따른 자기결정 동기 수
준과 행위의 결과로 구성되며 자기결정 동기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는 사회환경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맥락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제공한 자율성 지지,
개인의 자율성 성격과 미래지향성을 제시하였다(William, Deci, & Ryan,
2008).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3가지 사회환경적 맥락 중 담당의사나 간
호사 등의 의료진의 자율성 지지가 유의하게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행위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Ng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
서도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식 후 경과기간,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 종류의 수, 복용 중인 약물
의 총 개수와 같은 이식관련 특성이 자율성, 유능성, 가족 관계성, 자기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혜
자의 질병인식이 자기관리, 유능성, 가족 관계성, 자율성에 영향을 주므
로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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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우울을 보고하였다. 우울은 간이식 수혜자에게 나타나는 정서
장애로,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자율성 지지, 이식관련 특성, 질병인식 등
의 외생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 from Self-determination Theory
Autonomy support*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Disease-related
characters
· Transplant-related
characters
-Duration after liver

Autonomy*
Competence*
Family
Relatedness*

Consequences*
-Selfmanagement

transplantation
-Total types of
immunosuppressants
-Total numbers of
medications

Emotion
·Depression

Illness perception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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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characters

support

LT*: Liver transplantation

Figure 3. Theoretical Su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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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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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8)과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기틀을 설정하고 가설적 설정
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Figure 4와 같다.
자기결정성이론의 산출결과는 행위, 감정 또는 인지의 결과인데 금연,
금주, 약물복용, 이행 등의 건강행위나 건강상태로 산출할 수 있는데 본
모형에서는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산출결과에 영향을 주는 만족시켜야 하는 기본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가족 관계성을 본 연구의 모형에서도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3개의 내생변수로 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우울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본 모형에서도
우울을 내생변수로 추가 설정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자율성 지지를 언급하여, 본 모형에서는 건강전
문가의 자율성 지지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식관련 특
성, 질병인식을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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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elf-determination theory
x1: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y1: Autonomy
x2: Dur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y2: Competence

x3: Total types of immunosuppressants

y3: Family relatedness

x4: Total numbers of medications

y4: Depression

x5: Illness perception

y5: Coping with consequences
y6: Active role in treatment
y7; Knowledge
y8: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s

Figure 4.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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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1) 자율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이식관련 특성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질병인식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유능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이식관련 특성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질병인식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족 관계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가족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이식관련 특성은 가족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질병인식은 가족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이식관련 특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질병인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5) 자기관리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이식관련 특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질병인식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자율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유능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가족 관계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 우울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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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간이식 수
혜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횡단적으로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활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이식 수
혜자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이식 후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나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
는 자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3) 국문해독이 가능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측정하
려는 변수의 5-10배가 최소 권장수준이고, 이상적인 권장크기는 200이
상이다(우종필, 2012). 표본 크기가 커지면(400-500사이) 민감성이 증
가하여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적합도가 권장수준을 벗어나므로, 구조모
형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200-400정도의 표본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8개에 대한 최소 권장수준을 만족하면서, 이
상적인 표본크기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목표로 자료수집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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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5명의 간이식 수혜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모두 회수하였다. 이 중 설문지 작성 도중 건강상의 이유로 설문
지를 완성하지 못한 3명과 전체 문항의 10%이상 응답이 누락된 7명을
제외하여 27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의 경우 원저자와 번역자 모두의 허락을 받았
다. 자기관리 측정도구인 Partners In Health scale (PIH)은 국내에서 사
용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와 영어권에서 10년 이상 거
주한 간호학 전공자, 그리고 전문 번역가가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또 다
른 전문 번역가가 영어로 역번역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도구
사용에 앞서 전문가(간호학 전공교수 4명, 석사학위 이상의 간이식 임상
전문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4명, 박사과정 간호대학원생 2명)에게 내용타
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검증을 의뢰하여 모든 문항이 0.9 이
상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1)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Williams 등(1996)이 개발한 Health care climate questionnaire를 서
영미(2008)가 수정 보완한 15문항, 7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원도
구는 체중조절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개발되었고, 이후 당뇨병 환자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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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에게 사용되면서 신뢰도를 검증 받았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결
과 하부영역이 없었다. 건강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정도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을 사정하는 것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지각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Deci와 Ryan등은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게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단어 대신, “나의 주치의”나
“나의 담당간호사”, “나를 담당하는 의료인”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Willliams 등(1996)과 서영미(2008)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Alpha는 .89, .84이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39였던 13번 문항을 제외하고 14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 이식관련 특성(Transplant-related factor)
이식 관련 특성은 이식 후 경과기간,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 종류의 수,
복용 중인 약물의 총 개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요인부하량이 0.50~0.57로 확인되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1) 이식 후 경과기간
간이식을 받은 후 경과한 기간을 말하며, 조사시점에서 간이식을 시행
일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년 수로 측정하였다. 간이식 시행일은 의무기록
의 수술일을 검토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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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 종류의 수
조사시점에서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의 종류를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조
사하였다.

(3) 복용 중인 약물의 총 개수
조사시점에서 처방 받아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의무기록 검토를 통하여 A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의 수는 의무기록 검
토를 통해 조사하였고, A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는 약물
의 수는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3) 질병인식(Illness perception)
질병인식 도구는 Leventhal의 자기조절모델에 기반하여 1996년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IPQ)가 개발되었고, 이후 이론의 구조와 측정
문항을 정밀화하여 2002년 Moss-Morris 등이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IPQ-R)로 수정하였다. 질병에 대한 시간성(급, 만성), 순
환성, 결과, 개인의 통제성, 치료의 통제성, 질병의 일관성, 감정적 표현 등
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Figueiras &
Alves, 2007). IPQ-R 도구는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당뇨, 천식, 고혈압,
종양, 간질환 등 여러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다(Fowler, 2007).
IPQ-R중 질병결과에 대한 믿음은 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되며,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동의하지 않는다’, 3점 ‘중간이다’,
4점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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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질병결과에 대한 믿음 문항의
신뢰도는 원저자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 혈액투석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차지은(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이었다. 본 연
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2, 3, 4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0미만으로
낮아 제외하고 3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4) 자율성(Autonomy)
Ryan과 Deci (2000)의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바탕으로 이명희와 김아
영(2008)이 수정·번안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 중 자율성에 관한
6문항을 이용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욕구가 잘 충족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자율성 6문항의
Cronbach`s α는 .70이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
량이 0.49인 3번 문항과 0.41인 6번 문항을 제외하고 4문항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78이었다.

5) 유능성(Competence)
Williams 등(1998)이 개발한 Perceived Competence Scale를 서영미
(200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성,
수행에 대한 유능성, 새로운 과제도전에 대한 유능성, 질병조절에 대한
유능성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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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보통이다’ 4점, ‘매우 그렇다’ 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
었고 서영미의 연구(2008)에서 Cronbach's Alpha는 .73이었다. 본 연구
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75~0.82로 확인
되어 4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
었다.

6) 가족 관계성(Family relatedness)
가족 관계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년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중 가족간의 유대에 관한 1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점 ‘결
코 그렇지 않다 ’ 부터 5점 “항상 그렇다 ” 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유대감이 높아 관계성의 욕구가 잘 충족되었
음을 의미한다. 원도구 개발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60~0.87
로 확인되어 모든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s α는 .91이었다.

7) 우울(Depression)
우울은 Zigmond와 Snaith (1983)의 병원불안우울척도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한국어판 중에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 중 짝수 문항 7개가 우울에 관한 척도이며, 각각의 문
항은 0(없음)∼3(심함)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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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은 우울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우울, 11∼21점은중등도 이
상의 우울을 뜻한다. 8점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우울이다.
원도구에서 우울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구의 확인
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8인 1번 문항과 0.43인 7번 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 s α
는 .71이었다.

8) 자기관리(Self-Management)
호주 Flinders 대학의 Flinders Human Behavior & Health Research
Unit (FHBHRU)에서 처음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The Partners In Health® scale 11문항을 개발하였으며(Battersby, Ask,
Reece, Markwick, & Collins, 2003), 이후 치료방향 설정에서의 위험징
후의 지식과 관리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면서 12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지식(4문항), 대처(3문항), 증상인지 및 관리(3문
항), 치료이행(2문항)을 측정하는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Petkov et al., 2010). 2013년 이후 도구 수정과정을 거쳐, 증상에 대한
지식 및 증상 관리의 2문항이 제거되고, 보건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정
서적 대처 문항이 추가되어 12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당뇨, 폐질환, 심장
질환 등의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병결과에의 대처(4문
항), 치료에의 적극적 참여(4문항), 지식(2문항), 증상 인지 및 관리(2문
항)의 4개의 하부요인이 확인되었다(Heijmans, Waverijn, Rademakers,
van der Vaart, & Rijken, 2015). 1점(전혀 그렇지 않다)~8점(매우 그렇
다)의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96점으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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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에게 적합하도록 7번 문항을 “나는 내 질병과 관련된 증상과 초
기 경고 징후(피로, 황달, 복통, 메스꺼움/구토, 열, 호흡곤란, 과도한 혈
당변화, 과도한 체중 증가/감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로 수정하
여

원저자에게

확인

받은

후

측정하였다.

원도구

개발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었다(Petkov et al., 2010). Heijmans 등의 연구
(2015)에서 하부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질병결과에의 대처 .85,
치료에의 적극적 참여 .69, 지식 .89, 증상 인지 및 관리 .66이었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5~0.91로
확인되어 12문항 모두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질병결과에의 대처 .85, 치료에의 적극적 참여 .72, 지
식 .76, 증상 인지 및 관리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모두 .70이상
이었으며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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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No of

Score

Cronbach’s

items

range

α

15

15~105

.94

6

6~30

.71

6

6~36

.78

4

4~28

.78

10

10~50

.93

7

0~21

.71

12

0~96

.78

Coping with consequences

4

0~32

.85

Active role in treatment

4

0~32

.72

Knowledge

2

0~16

.76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s

2

0~16

.71

Variables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Illness
perception

Scales

Health Care Climate
Questionnaire (HCCQ)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IPQ-R) : Consequence
Basic Needs Satisfaction in

Autonomy

General Scale (BNSG-S)
: Autonomy

Competence

Perceived Competence Scale
(PCS)

Family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relatedness

(KFSS) : Commitment

Depression
Self-management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
The Partners In Health (P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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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 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
였다(과제번호 2015-0862).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을 포함하여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
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관한 동의 및 설명서
사본을 배부하였으며, 서면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및 설문내용의 유출
을 예방하기 위해 설문지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직접 코딩화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고 개인식별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동의서와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연구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IRB의 규정에 따라 연구 논문
이 인쇄 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
안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이다.

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 할 설문지를 간호학 교수
2명, 간이식전문간호사 1명 및 간이식 수혜자 5명에게 2015년 7월 21
일부터 8월 10일까지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시행 한 뒤 질문지에서 이해
하기 어렵거나 문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질문지 완성 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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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자료 수
집을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5년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간이식 수술의 약 40%를 시행하고 있는 A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대기
중이거나 종료한 환자, 외래 주사실에서 HBIG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되, 대상자
가 요청한 경우 연구자나 연구보조원이 설문을 읽어주고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도록 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작성
된 설문지를 바로 회수하여 누락된 항목은 그 자리에서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진단명, 수술일자, 수술 방법, 만성질환 여부,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와 종류, 교육 정도, 결혼 여부, 간이식전 중증도 등은 연구
자 단독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연구보조원은 5년 이상 간이식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훈련 받은
간호사 5명으로, 자료수집 전에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자, 주의 사항,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 방법과 자료수집
도구에 대한 교육을 자료 수집 일주일 전 30분 정도 제공하였다. 매일
자료수집을 마친 후 그날의 자료수집 시 느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료수집 시작 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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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식 관련 특성과 관련된 측정 변수들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무응답치는 SPSS를 이용하여 최대우도측정법으로 추정
하는 EM (Expectation-Maximization)방법을 이용 처리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타당도를 위해
문항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4) 측정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5) 표본의 정규성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편차, 왜도, 첨도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6)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
였다.
7) 본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표준
절대적합지수(χ2/df),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
정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터커-루이스지수(Tucker- Lewis index, TLI), 근사오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간명
부합지수(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GFI), 간명표준부합
지수(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NFI)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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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
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
(Critical Ration, CR), p 값을 이용하였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
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이용하였
다.
9)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
-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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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210명(76.4%), 여자가 65
명(23.6%)이었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9세로 20대 1명(0.4%),
30대 8명(2.9%), 40대 37명(13.5%), 50대 124명(45.1%), 60대 88명
(32%), 70대 17명(6.2%)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9명(3.3%), 기혼이
251명(91.3%), 이혼 또는 사별이 15명(5.4%)이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7명(2.5%), 중학교 졸업이 39명(14.2%), 고등학교 졸업이 105명
(38.2%), 대학교 졸업이상이 124명(45.1%)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
가 189명(68.7%)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174명(63.3%)이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21명(7.6%), 101~300만원 84명
(30.5%), 301~500만원 80(29.1%), 501~700만원 22명(8%), 701만원
이상 49명(17.9%)이었다. 현재 같이 사는 가족은 배우자 241명(87.6%),
자녀 158명(57.5%), 손자녀 10명(3.6%)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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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75)
Variable

Category

Gender

Male

n (%)
210(76.4)

Female
Age(years)

65(23.6)

≤29

1(0.4)

30~39

8(2.9)

40~49

37(13.5)

50~59

124(45.1)

60~69

88(32.0)

70~79

17(6.2)

Mean ± SD
Marital status

Single

9(3.3)

Married

251(91.3)

Divorced or Separated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Religion

15(5.4)
7(2.5)
39(14.2)

High school

105(38.2)

≥ College

124(45.1)

Yes

189(69.7)

No
Current job status

56.85±8.47

86(31.3)

Yes

174(63.3)

No

101(36.7)

Monthly family income

≤100

21(7.6)

(10,000 won)

101~300

84(30.5)

301~500

80(29.1)

≥501

71(27.9)

Missing

19(6.9)

Living with
Spouse

Yes

241(87.6)

No
Children
Grand children

34(12.7)

Yes

158(57.5)

No

117(42.5)

Yes

10(3.6)

No

2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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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관련 특성
대상자의 이식관련 특성 중 진단명은 HBV가 252명(91.6%)를 차지하
였으며, 간암이 있는 경우가 113명(41.1%)이였다. 간이식 후 경과기간
은 평균 6.43년으로 5년∼10년 미만인 경우가 93명(33.8%)이었다. 간
이식 방법은 생체 간이식이 233명(84.7%), 뇌사자 간이식이 42명
(15.3%)이었으며, 현재 복용중인 면역억제제가 2가지인 경우가 140명
(50.9%) 이었다. 동반질환은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96명(34.9%),
고혈압이 109명(39.6%), 신장질환이 15명(5.5%)였다. 간이식 자조 모임
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211명(76.7%)이었다. 수술 전 간기능 상태를
보면 MELD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점수는 평균
18.21±10.17점이었으며, CTP (Child - Turcotte - Pugh) 점수는 8.70±
2.57점이었다. 간이식 수술을 위한 총입원기간은 평균 42.58±29.49일
이었으며, 수술 후 입원기간은 32.67±25.13일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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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ansplant-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75)
Variable

Category
1

Diagnosis

HCC

n (%)

Yes

113(41.1)
HBV LC

2

104(37.8)

HCV LC

3

3(1.1)

Alc LC

4

1(0.4)

HBV+Alc LC

3(1.1)

other

2(0.8)

No

162(58.9)
5

HAV LC

4(1.5)

HBV LC

136(49.5)

Alc LC
6

Type of donor

7(2.5)

ALF

5(1.8)

HBV+Alc LC

6(2.2)

other

4(1.5)

Living donor

232(84.7)

Deceased donor

42(15.3)

Duration after

0.1~<1

31(11.2)

transplantation(years)

1~<5

91(33.1)

5~<10

93(33.8)

10~<15

49(17.8)

≥15

11(4.0)

Mean ± SD

6.43±4.475

Total types of

1

131(47.6)

Immunosuppressants

2

140(50.9)

drug

3

4(1.5)

Co-morbidity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Kidney Disease

Participation in

Yes

self-help group

No

7

PreOP MELD sore

96(34.9)
109(39.6)
15(5.5)
64(23.3)
211(76.7)

Mean ± SD

18.21±10.17

PreOP CTP sore

Mean ± SD

8.70±2.57

Total hospital day

Mean ± SD

42.58±29.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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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te. HCC = Hepatocellular carcinoma,
2

HBV LC = Hepatitis B Virus liver cirrhosis,
3

HCV LC = Hepatitis C Virus liver cirrhosis,
4

Alc LC =Alcoholic liver cirrhosis,
5

HAV LC = Hepatitis A Virus liver cirrhosis,
6

ALF =Acute liver failure,
7

MELD(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 만성 간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점
수로, 혈청 빌리루빈, 혈액응고 지연정도, 혈청 크레아티닌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불량하며, 30점 이상시 3개월 사망율이 52.6%, 40점 이상
시 71.3%이다. 미국의 간이식 응급도 분류시 사용된다(Wiesner et al., 2003)
MELD = 3.78×log (bilirubin[mg/dL]) + 11.2×log (INR)
+ 9.57×log (creatinine [mg/dL]) + 6.43
8

CTP(Child-Pugh score) : 간경변의 진행정도를 알아보는 점수로 혈청 빌리루빈, 혈청
알부민, 혈액응고 지연정도(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 복수(Ascites) 정도, 간성
혼수 정도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며 5~15점의 분포를 가진다. 점수 결과 5~6점을
A, 7~9점을 B, 10~15점을 C로 구분하며, A에서 C 로 갈수록 더 심한 간경변을
의미한다. C군의 경우 1년 사망률은 55%에 이른다. 한국의 간이식 응급도 분류시
사용된다(Cholongita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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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서술적 통계값은
Table 4와 같다.
일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skewness)는 절대값 3, 첨도(kurtosis)
는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문수백, 2009). 본 연구에 포함된 모
든 측정변수는 일변량 왜도와 첨도의 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구조방정
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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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N=275)
Variables

Measured

Mean

SD

81.38

13.09

26~98

-1.262

2.397

Dur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6.43

4.47

0.1~22.9

0.643

0.020

Total types of immunosuppressants

4.33

2.03

1~3

0.147

-1.322

Total numbers of medications

8.25

4.71

0.3~37

1.737

5.519

Illness perception

7.89

2.40

3~15

-0.064

-0.188

Autonomy

20.48

3.28

5~24

-1.424

2.912

Competence

20.94

4.77

4~28

-0.348

-0.223

Family relatedness

40.88

6.57

14~50

-0.864

1.233

Depression

3.53

2.76

0~13

0.620

0.075

Coping with consequences

24.45

5.90

0~32

-0.916

0.911

Active role in treatment

28.71

3.96

6~32

-2.218

7.544

Knowledge

12.71

2.67

3~16

-0.735

0.117

13.37

2.81

1~16

-1.608

3.252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range

Skewness Kurtosis

Transplant related characters

Self-management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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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모형 검증 전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건의료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질병인식(r=-.19), 자율성(r=.34), 유
능성(r=.31), 가족 관계성(r=.43), 우울(r=-.26), 그리고 자기관리의 모든
영역(r=.20~.44)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술 후 경과기간은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 총 종류 수(r=-.28), 복용중
인 약물의 총 개수(r=-.26), 자율성(r=.16)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복용중인 면역억제제 총 종류 수는 복용중인 약물의 총 개수(r=.34))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질병인식은 자율성(r=-.43), 유능성(r=-.29), 가족 관계성(r=-.23), 우
울(r=.42), 그리고 자기관리 영역 중 질병결과에의 대처(r=.-.28)와 치료
에의 적극적 참여(r=-.17), 그리고 지식(r=-.26)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율성은 유능성(r=.43), 가족 관계성(r=.42), 우울(r=-43), 그리고 자
기관리의 모든 영역(r=.22~.39)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능성은 가족 관계성(r=.44), 우울(r=-.38), 그리고 자기관리의 모든
영역(r=.35~.56)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 관계성은 우울(r=-.42), 그리고 자기관리의 모든 영역(r=.34~.46)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은 자기관리의 모든 영역(r=-.24~-.44)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자기관리에서 하위영역 간, 즉 질병결과에의 대처, 치료에의 적극적
참여, 지식, 증상 인지 및 관리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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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56)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01에서 .56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
되는 기준상관계수인 .70 미만(김계수, 2010)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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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6**

.33**

y2

y3

y4

y5

y5: Coping with consequences

x5: Illness perception

-.24**

-.35**

-.30**

-.44**

1

y4

.44**

.53**

.43**

1

y5

y8: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s

y7; Knowledge

y6: Active role in treatment

y4: Depression

.34**

.37**

.46**

.46**

-.42**

1

y3

x4: Total numbers of medications

.35**

.50**

.41**

.56**

-.38**

.44**

1

y2

y3: Family relatedness

.22**

.39**

.37**

.29**

-.43**

.42**

.43**

1

y1

x3: Total types of immunosuppressants

-.11

-.26**

-.17**

-.28**

.42**

-.23**

-.29**

-.43**

1

x5

y2: Competence

.01

.01

.06

.01

.03

.03

-.11

-.05

.05

1

x4

x2: Dur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03

.02

.02

.01

.04

-.05

-.23

-.02

-.11

.38**

1

x3

y1: Autonomy

-.02

.08

-.03

.02

.02

-.04

.09

.16**

-.05

-.26**

-.28**

1

x2

x1: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p<.001

.20**

.31**

y1

y8

.34**

x5

.28**

-.19**

x4

.44**

0.6

x3

y7

-.01

x2

y6

1

.05

x1

x1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the Observed Variables

.52**

.56**

1

y6

.43**

1

y7

1

y8

(N=275)

4. 구조모형 분석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수집한 자료가 가설적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모
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통계량과
자유도, GFI (goodness of fitindex), AGF 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
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등 많은 지수들이 개발되었다(우종필,
2012). 이 중 간호학 분야에서는 주로 GFI, AGFI, NFI, TLI, RMSEA 등
을 확인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김정희, 신수진, & 박진화,
2015). 이 중 χ2 통계량은 표본 크기가 200을 넘을 경우, 결과에 오류
를 나타내는 한계가 있어,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χ2 값
을 자유도(df)로 나눈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을 사용하며, 이
값이 2 혹은 3보다 작으면 좋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강현철, 2013).
모형 평가시 GFI, AGFI, CFI, NFI, TL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
PGFI, PNFI는 .5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모형의 χ2/df=2.352, GFI=.948, AGFI=.889, CFI=.939, NFI=.901,
TLI=.889, RMSEA=.070, PGFI=.448, PNFI=.497으로 적합 지수가 대부
분가 권장적합지수에 대부분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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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의 수정
모형 수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AMOS에서는 4이상인 것을 보고하고 있다. M.I.를
확인한 결과, 변수들 간의 M.I.는 보고되지 않았고, 오차변량 간의 M.I.
는 보고되었다. 질병결과에의 대처와 치료에의 적극적 참여 간의 M.I.가
12.324, 치료에의 적극적 참여와 증상인지 및 관리 간의 M.I.가 8.093
으로 수정기준인 5-10(김계수, 20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분
량 간에 공분산을 허용하여 경로를 추가하였다. 모형 수정 후 M.I.는 모
두 4이하로 감소되어 보고되지 않았다.
수정모형의 적합지수는 χ2/df=1.842, GFI=.961, AGFI=.913, CFI=.964,
NFI=.926, TLI=.931, RMSEA=.055, PGFI=.433, PNFI=.487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지수가 향상되었다(Table 6).
Table 6. Model Fit of the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Model

χ /df

2

GFI

AGFI

CFI

NFI

TLI

RMSEA

PGFI

PNFI

Reference

<3

≥.9

≥.9

≥.9

≥.9

≥.9

≤.08

≤.5

≤.5

Hypothetical

2.352

.948

.889

.939 .901 .889

.070

.448

.497

Modified

1.842

.961

.913

.964 .926 .931

.055

.433

.487

**Note.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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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모형의 분석
수정모형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RW), t값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은 Table
7과 같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 총 19개의 경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12개였다.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
지(β=.27, t=5.08), 질병인식(β=-.38, t=-7.15)이었으며, 27.1%를 설명
하였다.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
지(β=.27, t=4.76), 질병인식(β=-.24, t=-4.33)이었으며, 17.5%를 설명
하였다.
가족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
성 지지(β=.40, t=7.37), 질병인식(β=-.16, t=-2.86)이었으며, 21.6%를
설명하였다.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β=-.19, t=-3.40), 질병인식(β=.39, t=7.05)이었으며, 21.2%를 설명하
였다.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
지(β=.18, t=3.47), 유능성(β=.42, t=7.08), 가족 관계성(β=.23, t=3.89),
우울(β=-.16, t=-2.91)이었으며, 59.46%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수정모형의 경로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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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C.R.

estimates(β)

(t-value)

.27

5.08**

Transplant-related character

-.13

-1.84

Illness perception

-.38

-7.15**

.27

4.76**

Transplant-related character

-.14

-1.84

Illness perception

-.24

-4.33**

.40

7.37**

.01

0.10

-.16

-2.86*

-.19

-3.40**

Transplant-related character

.04

0.56

Illness perception

.39

7.05**

.18

3.47**

.10

1.50

-.01

-0.23

Exogenous variables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autonomy support

Health care providers’
Competence

autonomy support

Health care providers’
Family

autonomy support

relatedness

Transplant-related character
Illness perception
Health care providers’

Depression

autonomy support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related character
Self-

Illness perception

management

Autonomy

.05

0.84

Competence

.42

7.08**

Family relatedness

.23

3.89**

-.16

-2.91*

Depression
* p<.05; ** p<.01
**Note.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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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27.1

17.5

21.0

21.1

59.4

* p<.05, **p<.01
x1: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y1: Autonomy

x2: Duration after liver transplantation

y2: Competence

x3: Total types of immunosuppressants

y3: Family relatedness

x4: Total numbers of medications

y4: Depression

x5: Illness perception

y5: Coping with consequences
y6: Active role in treatment
y7; Knowledge
y8: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s

Figure 5. Path Diagram of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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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모형의 효과 분석
수정 모형의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자율성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지지, 질병인식은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으나, 이식관련 특성은 유의한 직접효과나 총효
과가 없었다.
유능성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지지, 질병인식은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으나, 이식관련 특성은 유의한 직접효과나 총효
과가 없었다.
가족 관계성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지지, 질병인식은 유
의한 직접효과, 총효과가 있었으나, 이식관련 특성은 유의한 직접효과나
총효과가 없었다.
우울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지지, 질병인식은 유의한 직
접효과, 총효과가 있었으나, 이식관련 특성은 유의한 직접효과나 총효과
가 없었다.
자기관리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지지는 유의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으며, 이식관련 특성은 유의한 직접효과, 간접효
과나 총효과가 없었다. 질병인식은 유의한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으나
직접효과는 없었다.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은 유의한 직접효과, 총효
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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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Autonomy

Direct
effects
(p)
.27
(.015)
.13
(.115)
-.38
(.005)
.27
(.014)
-.14
(.100)
-.24
(.018)
.40
(.012)
.01
(.964)
-.16
(.045)
-.19
(.005)
.04
(.654)
.39
(.012)
.18
(.015)
.10
(.155)
-.01
(.930)
.05
(.583)
.42
(.006)
.23
(.009)
-.16
(.004)

Exogenous variables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related
character
Illness perception

Competence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related
character
Illness perception

Family
relatedness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related
character
Illness perception

Depression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related
character
Illness perception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related
character
Illness perception

Selfmanagement

Autonomy
Competence
Family relatednes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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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effects
(p)

.25
(.011)
-.07
(.131)
-.22
(.006)

Total effects
(p)
.27
(.015)
.13
(.115)
-.38
(.005)
.27
(.014)
-.14
(.100)
-.24
(.018)
.40
(.012)
.01
(.964)
-.16
(.045)
-.19
(.005)
.04
(.654)
.39
(.012)
.43
(.009)
.03
(.534)
-.22
(.011)
.05
(.583)
.42
(.006)
.23
(.009)
-.16
(.004)

5.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19개의 연구가설 중 12개는
지지되었고, 7개는 기각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27, p=.0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 이식관련 특성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13, p=.1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3. 질병인식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38,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 유능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27 p=.01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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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이식관련 특성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14, p=.1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6. 질병인식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24 p=.01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3) 가족 관계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가족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40, p=.0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8. 이식관련 특성은 가족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01, p=.96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9. 질병인식은 가족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16, p=.04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4) 우울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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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19,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1. 이식관련 특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04, p=.65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2. 질병인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39, p=.0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5) 자기관리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8, p=.015), 간접효과(β=.25,
p=.011), 총효과(β=.43,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4. 이식관련 특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0, p=.155), 간접효과(β=-.07,
p=.131), 총효과(β=.03, p=.53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5. 질병인식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1, p=.9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러나, 간접효과(β=-.22, p=.006),
총효과(β=-.22, p=.01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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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6. 자율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5, p=.53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7. 유능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42,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8. 가족 관계성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23,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9. 우울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총효과(β=-.16, p=.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위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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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originally hypothesized paths and retained
originally hypothesized paths but not supported

Figure 6. Final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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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
해 자기관리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것들과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가
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모형의 타당성과 내생변수
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간의 경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구조모형의 타당성
구조모형 검증 결과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설명하는 요인은 보
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이었고, 이들
변수가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관해 59.4%를 설명하였다.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능성, 가족 관계성,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우울의 순으로 크게 작용하였으며, 간접효과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질병인식의 순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유
능성, 가족 관계성, 질병인식, 우울의 순서였다.
지금까지 자기결정성이론을 적용한 간호학 연구들은, 대부분 Deci와
Ryan (1985, 2000, 2002)이 기존의 연구 모형을 사용하였거나 건강 통
제위나 성격유형 등의 외생변수 만을 추가 설정한 후 모형을 평가하여
각 질환 별로 간호대상자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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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울을 내
생변수로, 질병인식이나 이식관련 특성을 외생변수로 추가하여 간이식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욕구를 측정함에 있어 사회생활 내의
관계를 측정하는 기존의 관계성 도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간이식 수혜자
가 가지는 특성인 가족간의 유대감을 측정함으로써(김은만과 서문자,
2003; 김현경, 2013; 김형숙, 2003; 하희선 등, 2007) 우리나라 문화를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2.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영향요인
본 연구는 자기관리의 철학적 배경과 유사한 자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
로 관계된 영향요인과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
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잘 하였다.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유능성, 가족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고,
또한 직접적으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Deci와 Ryan (1985,
2000)은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인간의 행위 변화에 사회환경적 조건이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 자율성 지지가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를 만족시켜 행동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환경적 조건이라고 하였다(Ryan & Sawin, 2009).
본 연구를 통해 간이식 수혜자의 담당의사나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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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대상자의 자기관리 내적 동기화를 위해 치료방향을 알려주고 치료
나 간호에 있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
를 형성할 때 대상자는 더욱 자율적으로 자기조절을 한다는 주장을 입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욕구를 매개로
건강관련 행위에 간접영향과 직접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하였다(박애란,

2015;

Halvari

&

Halvari,

2006;

Zoffmann

&

Lauritzen, 2006). 이는 우리나라 의료환경 특성상, 서양에 비해 의사와
의 면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입원 중에도 간호사의 담당환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박애란, 2015). 하지만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식
후 의료진의 대상자에 대한 격려, 지지적인 태도 등에서 대상자는 의료
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유능성, 가족 관계성 등 기본심
리욕구를 충족시키는 밑바탕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
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추론된 내생변수
이외에도 우울을 매개로 자기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만성 질환자(Katon et al., 2010)나, 당뇨병 환자(Ciechanowski,
Katon, Russo, & Walker, 2001), 파킨슨질환자(김유리와 민혜숙, 2010)
에서 시행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간이식 수혜자에서도 보
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
지로, 대상자의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바
람직한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이식 수술의 경우, 타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진
과의 관계 형성이 용이하다고 하였는데(김형숙, 2003; 유혜진과 김금순,
2013), 대상자들은 간이식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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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기증자를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진과 병원을 찾게 되고, 수
술 후 다른 질환이나 수술에 비해 긴 평균 4~6주의 입원 기간 동안(최
종영, 2007) 의료진과의 신뢰관계가 잘 유지되어, 퇴원 후 외래에서도
의료진과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의료진-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반
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가 시행된 의료기관은 국내 간이식 수술의
40%를 시행하였으며, 간이식과 관련하여 의사, 코디네이터, 전문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간 접근을 통한 관련 교육들을 매주 시행
하고 있다. 또한 간이식 중환자실 및 간이식 전담병동을 운영하고, 24시
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간이식 수혜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용이한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했던 대상자들의 경험이 의료진과
의 관계 형성 및 자율성 지지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간이식 수
혜자뿐 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간호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역시 효과적으
로 대상자와 의사소통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대상자의 자
율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유능성이었다. 이는
인지된 유능성이 최종행위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건강 관련 분
야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관해 메타분석한 연구(Ng et al., 2012)와 고
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대상자 연구(서영미, 2008)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 이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
처할 수 있다고 인지할수록 건강행위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시
작된 건강행위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자기조절이론의 가정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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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고혈압 전 단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하와 박지원,
2012)에서는 유능성이 자기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나이는 56.85세로 Williams 등의 연구
(2008)의 55.99세와 비슷하였고 이은하와 박지원의 연구(2012) 대상자
들의 나이가 71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의
변경을 두려워하므로(박애란, 2015) 유능성에 나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능성은 4문항, 총점 28점 중 20.94점으로 측정되었는데, 동일 도구
로 당뇨환자에서 시행된 연구들에서 측정된 21.0~23.7점(서영미, 2008;
Williams, Freedman, & Deci, 1998)과 유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번 문항 “나는 질병(간이식)에 대한 기본적인 간호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가 5.34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4번 문항 “나는 현재 내 질병을 다
룰 수 있다”는 가장 낮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이식
후 경과기간이 평균 6.43년인 점을 감안 할 때, 간이식 수혜자 역할에
적응이 되어 기본적인 간호활동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간이식 수혜자들은 이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간이식 후 폐렴이
나, 원인질환 재발 등의 합병증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당뇨나 고
혈압 등 만성질환을 겪게 되면서, 단순히 면역억제제 복용이나 원인질환
예방 행위 등의 기본적 간호활동보다 넓은 범위에서 간이식에 대한 이해
와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김현경, 최모
나, 김소선과 김순일, 2015),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간이식 수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질병을 다루기 어려워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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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율성 지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간이식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현재 간이식 후의 건
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질병인식을 개선한다면 유능성이 증
가하여 자기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관계성이었다. Deci
와 Ryan (2000)이 인간은 사회적 소속감이 필요한 유기체로, 의미있는
사람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관
계성을 충족되면 자율적 동기가 향상되어 행위의 지속을 이룰 수 있다고
한 주장을 입증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행위의 지속이나 유지에 영향을
주는 기본 심리욕구는 유능성이나 자율성의 비중이 크고, 관계성은 그에
비해 적은 영향을 주거나, 간접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이은하와 박지원,
2012; 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본 연구에서는 가
족 관계성이 유능성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
장동료나 교사-학생 관계와 같은 일반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연
인이나, 배우자와 같이 개인에게 지속적인 감정교류를 통해 만족감과 자
존감을 높일 수 있는 관계에서의 관계성 욕구가 만족된 경우 행위의 지
속이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La Guardia &
Patrick, 2008)와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32.7%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된 간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직업상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술 전
부터 오랜 질병상태로 약 30%정도에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후에도 약 46%에서 수술 후 직업의 변화가 생겼으며, 27.2%에서 실직
이나 퇴직 등 사회생활에 변화가 온다고 보고하였다(심미경, 전경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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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일, 2013). 그러므로 간이식 수혜자들은 수술 전·후 사회적 관계가
소실되어 가족 내의 관계가 대상자들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생체
간이식 환자의 2/3가 혈연지간에서 이루어지고(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
리센터, 2012), 간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이나, 회복, 건강관련 행위 이행
에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김옥현, 2001; 김은만과
서문자, 2003; 두윤숙, 2005; 하희선 등, 2013), 간이식 대상자에게 관계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계의 사람들이 아닌, 가족내의 관계성
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간이식 수혜자의 가족
관계성을 만족시켜 자기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이식 수혜자들의 질병 치료 및 적응과정에 가족이 밀접하게 관여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간이식 수혜자의 가족은 긴 입원 기
간 동안 주보호자로 간호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평소 환자에게 발
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
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김민정, 2014).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
료 전문가는 간이식 수혜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뢰관계를 형성하
게 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이 간
이식 수혜자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환자의 건강관
련 행위를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김민정, 2014; 이혜진, 2000), 가
족의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은 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
해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가 가족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활용한 간호중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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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을 간호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간이
식 수혜자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는 가족 관계성을
만족시켜 자기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이식 수
혜자의 가족들의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
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이 제시한 일반적인 관계성을 측정하지 않아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질병인식이었다. 질병인식
이 자기관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는데, 기존에 연구되었
던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간이식 수혜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절박했
던 상황에서 이식수술을 받았으므로(김현경, 최모나, 김소선과 김순일,
2015; 하희선 등, 2007), 자기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도 있는 것임을 이미 체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질병인식이 부정적이
라 할지라도 자기관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질병인식은 자기관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유능성,
관계성,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기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질병결과와 증상에 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 기능이 제한되어 기본 심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안녕을 위협하고
활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한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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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차지은, 2014; O'Carroll et al., 2006)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간이식 수혜자의 유능성과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낮추어 자기관리
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등의 중재 개발시 질병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중재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함을 본 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울은 자기관리를 시작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간이식 수혜자에게 우울은 자기관리 뿐 만 아니라 수
술 후 예후(Corruble, Barry, Varescon, Falissard, et al., 2011)와 삶의
질(김은만과 김금순, 2007)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정기적
으로 우울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시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병원불안우울척도는 8점 이상이면 임
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우울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 대상자 중 58명
(21.1%)이 8점 이상이었다. 이는 간이식 환자의 23.6%에서 우울을 보
인다는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유병률을 보였다(Nickel, Wunsch, Egle,
Lohse, & Otto, 2002). 일부 간이식 수혜자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
(DiMartini et al., 2011; Santos et al., 2008)에서 4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 간이식
을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알코올성 간경화 등 물질 남용에 의한 간부전
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 전 우울을 진단받았던 병력 등이 작용
한 것으로 사료된다(Mullish et al., 2014). 따라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본간호 활동이나 투약, 식이 등에
대한 교육뿐 만 아니라, 수혜자의 사회심리적 상담과 같은 중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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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변수인 자율성이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율성은 행동의 근원 또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믿고, 스스로 목표를 세
우고, 행동하는 조절자라고 여기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
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다(Deci & Ryan, 2000).
그러나 일부 동양문화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자율성이 행동의 변화와 관
계가 없다는 연구결과(조정현, 2013; Markus & Kitayama, 2003)를 보이
기도 하였는데,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조화
나 가족과의 상호의존을 더 우선시하여, 자율성보다는 상호의존적인 약
속이나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규율에 의해 행동이 조절된다고 설명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나, 가족 관계성 등이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미있는 타인의
상호의존적 약속이나 가족과의 조화가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시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성, 가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따라 자기결정 동기의 수준이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자기결정 동기 수준에 따라 행위
의 조절 정도도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Deci & Ryan, 1985, 2000). 이
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동기 수준을 확인하여 행위의 조절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Ng et al., 2012; Williams et al., 2008). 이러
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성이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동기 수준을 측정하지
않아 자율성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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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는 연구도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병
관리에 관한 유능성과 가족의 관계성을 묻는 것과 달리 자율성 측정 도
구는 스스로 인지하는 자율성 정도를 추상적으로 묻고 있어, 이것이 연
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외생변수인 이식관련 특성은 어떠한 내생변수에도 유
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식 후에도 면역억제제의 복용량과 종류가 감소하
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나 원인질환의 치료 등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 해야 하고(하희선 등, 2007),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에 이환되거나(Moon & Lee, 2009)
수면장애, 우울 등 심리적 문제(Corruble, Barry, Varescon, Durrbach,
et al., 2011)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
식 후에도 새로운 과제가 주어져 유능성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가족은 이미 간이식이라는 큰 위기과정을 극복하면서 가족
내의 유대감은 강화되었고(김옥현, 2001; 하희선 등, 2007), 그 이후에도
그 유대감에는 큰 변화가 없어 관계성 역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좋아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은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
의 경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연구도구들을 살펴보
면 최종 내생변수인 자기관리를 측정한 도구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하
여 응답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행동 정도나 자신의 인지수준에 대한 것
인데 반해, 외생변수인 보건의료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질병인식이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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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변수인 기본심리욕구 측정 도구들은 대상자의 관념이나 타인과의 관계
등을 유추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추상적인 개념과 실질적인 행동간의 경로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혈액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인 임상자료를 포함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이식 수술 후 외래
추적 관찰을 하는 대상자 위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을 내원한 환자로 제한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기 위해서는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다기관으로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관리 측정도구는 간이식 대상자만을 대
상으로 국내에서 처음 측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만성 질
환자를 대상으로 문항을 더 면밀하게 수정번안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3. 연구의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Deci와 Ryan (1985, 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간
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정한 후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자기관리에 관한 간호이론 발전에 기
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이론에서 제시하였던 변수 이외에
도 간이식 수혜자에게 의미있는 변수들을 제시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론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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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실무 측면
간이식 수혜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를 강화시켜 자기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어 간호실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자기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주로 환자 교육에만 치중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관리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환자중심 의료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효과적 의사소통방법을
증진시키는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유대
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시행한다면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기관리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간이식 대상자 관련 간호연구의 근거 자
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간이식의 자기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에 관한 도구를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
데, 자기관리와 관련된 여러 만성질환 대상자 관련 연구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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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이식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 275명을 대상으로 자기
관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적합성 검
증과정을 통해 수정되었고,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GFI가 .961으로 간이
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검
증에서 연구가설에서 제시되었던 19개의 경로 중 12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지지되었다. 자기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이었다. 보건의료 전문
가의 자율성 지지와 질병인식은 유능성, 가족 관계성, 우울을 매개로 하
여 자기관리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식관련
특성과 자율성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
리는 이들 변수에 의해 59.4%가 설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이식 수혜자들은 유능성과 가족 관계성의 기본 욕
구가 충족되고 우울이 낮은 상황에서 자기관리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담당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사회
적 환경과 간이식 수혜자 스스로의 간이식 후 현재 건강에 대한 질병인
식이 기본심리욕구와 우울에 영향을 미쳐 자기관리의 시작과 지속을 가
능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간이식 특성을 고려한 본 연
구 결과를 토대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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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유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지식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간이식 수혜자와 가족의 역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또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정신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
요하다. 무엇보다 담당 의료진은 간이식 수혜자가 믿고 의지하는 의미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간이식 수혜자와 의사소통 함
에 있어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자체에서도 이를 위한 의료진을 위한 교육 및 의사
소통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자기관리 결과 측정시 자기보고식 설문지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관
측 가능한 재입원율, 합병증 발생률, 직장복귀율, 생존기간, 재이식
여부와 같은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제언한다.

2)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향상을 위해 간호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담당 의료진의 교육을 포함하는 자기관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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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자기관리 모형이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다른 장기이식
수혜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종단적 방법을 통해 변인
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본 연구의 자기관리 설문 도구가 다른 만성 질환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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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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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구사용 승인
1) Health care climate questionnaire, Perceived Competence Scal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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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유능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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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IPQ-R)

-한국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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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건강성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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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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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tners 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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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 동의서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62년 미국에서 처음 간이식이 성공한 이후, 본원에서는 1992년 국
내 최초 성인간이식을 시작으로 매년 400여건의 간이식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간이식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술 기법과 면역억제
제의 발전으로 간이식 후 생존율을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면역억제제 복용, 원인 질환 재발이나 수술 합병증 예
방 및 관리를 위해 수혜자의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간이식 후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의료인들이 추후 간이식 수혜자
의 자기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 연구의 절차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시면, 귀하께서 직접 설문지에 기록하시면 됩
니다. 설문지 문항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과 경험 그대로를 문
항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 정
도이며, 한 번 측정으로 완료됩니다.

3.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 수
본 연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약 250명의 간이식수혜자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4. 피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본 연구는 치료 과정에 개입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 참여함
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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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측되는 이점
본 연구에 귀하가 참여하면서 얻는 직접적인 이점은 없습니다. 또한
본 연구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귀하 측의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응답은 귀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치
료와 간호를 위하여 향후 의료진이 어떤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
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해당 질환에 대한 다른 치료 방법
본 연구는 치료 과정에 개입하는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사표현을 하셔도 현재 결정되어 있는 치료
방법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7. 자료수집항목
귀하의 수술일과 복용약물의 종류와 개수, 기본 인적 정보, 수술 전
간기능상태, 입원일자는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8.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취소)
본 연구에 참여 여부는 완전히 귀하의 자유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귀하의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
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 진행 중 피험자
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될 경우 귀하께 즉시 고지할 예정입니다.

9. 피해발생 시 보상 및 대책
본 연구는 귀하께 어떤 다른 치료 약물이나 처치를 시행하지 않으므
로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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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료보호
설문에 참여해 주신 응답하여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전
체적인 분석결과로만 제시될 뿐 개별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절
대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께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
다. 점검을 실시하는 자, 임상연구심의위원회가 수집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
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인쇄 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
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 전미경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수료생)
소속 : 서울아산병원
문의전화 : 02- 3010-4741

이메일 : nuragata@naver.com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로서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
우에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험자보호센터 02-3010-7161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02-3010-7166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
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설명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 성명 _________ 서명 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연구자 성명_________ 서명 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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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자료수집 도구
1)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다음 질문지는 당신의 현재 간이식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만나고 있는 보
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나의 의료진으로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전문
간호사 등을 말합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에 ‘√’ 표시하십시오.
전혀 대체로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의 의료진은 내 건강관리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나의 의료진은 내가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해한다.
3. 나는 나의 의료진에게 나의 건강에
대해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다.
4. 나의 의료진은 내 건강과 관련해 내가
변화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준다.
5. 나의 의료진은 나를 수용한다고
느낀다.
6. 나의 의료진은 나의 건강상태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확실히
알려 주었다.
7. 나의 의료진은 나에게 궁금한 점에
관해 물어보도록 격려한다.
8. 나는 내 담당의사(간호사)에 대해서
신뢰한다.
9. 나의 의료진은 내 건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성스럽고 상세하게
대답한다.
10. 나의 의료진은 내가 내 건강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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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대체로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1. 나의 의료진은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잘 다룬다.
12. 나의 의료진은 나를 인간적으로 신경
써 준다는 느낌이 든다.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담당의사(간호사)가 건강과
관련해 나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14. 나의 의료진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 전에 내가 나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나의 담당의사(간호사)와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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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인식
다음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시하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간이식 후 내 건강은 심각한 상태이다.
2. 간이식 후 내 건강은 내 삶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간이식 후 내 건강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간이식 후 내 건강은 나에 대한 남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간이식 후 내 건강은 내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6. 간이식 후 내 건강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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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율성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알맞은 칸에 ‘√’ 표
시하십시오.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 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2.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3.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4.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아니다

약간

약간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6.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리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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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능성
다음은 평소 간이식 후 질병관리를 위한 당신의 생각에 대한 문항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표시하십시오.

1. 나는 질병을 관리하는 내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1

2

3

전혀 아니다

4

5

6

보통

7
매우 그렇다

2. 나는 질병(간이식)에 대한 기본적인 간호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1

2

3

전혀 아니다

4

5

6

보통

7
매우 그렇다

3. 나는 현 질병을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1

2

3

전혀 아니다

4

5

6

보통

7
매우 그렇다

4. 나는 현재 내 질병을 다룰 수 있다.
1
전혀 아니다

2

3

4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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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매우 그렇다

5) 관계성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문항입니다.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
십시오.
결코

대체로

그렇지 그렇지

보통

대체로

이다

그렇다 그렇다

항상

않다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2.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함을 느낀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8. 우리 가족은 힘들어 하는 가족원이
있을 땐 다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안다.
9.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121

6) 우울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감정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
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답에
‘√’ 표시하십시오. 응답하실 때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바로 떠오르는 답이 더 정확한 것 일 수 있습니다.
1. 좋아하던 것들을 여전히 즐긴다.
□확실히 즐긴다.

□예전만큼 많이 즐기지는 않는다.

□겨우 조금 즐긴다.

□전혀 즐기지 않는다.

2.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재미있는 면을 볼 수 있다.
□예전만큼 그럴 수 있다.

□예전만큼 많이 그렇지 않다.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3. 명랑한 기분이 든다.
□전혀 들지 않는다.

□드물게 든다.

□가끔 든다.

□거의 항상 든다.

4. 활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거의 항상 그렇게 느껴진다.

□매우 자주 그렇게 느껴진다.

□가끔 그렇게 느껴진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5. 나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확실히 없어졌다.
□신경써야 하는만큼 자주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가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언제나 똑같이 신경을 쓴다.
6. 예정된 일들을 기쁘게 기다린다.
□예전만큼 기대한다.

□이전보다는 다소 덜 하다.

□이전보다 확실히 덜 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7. 좋은 책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자주 즐긴다.

□가끔 즐긴다.

□드물게 즐긴다.

□거의 즐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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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관리(The Partners In Health® instrument)
다음은 간이식 후 자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행동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숫자에 ‘√’표를 표시하십시오. 보건의료 전문가는 나의 의료진
으로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전문간호사를 말합니다.

1. 나는 내 건강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
0

1

2

3

거의 모른다

4

5

6

일부는 안다

7

8

매우 잘 안다

2. 나는 내 건강을 위해 처방된 약을 포함한 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
0

1

2

3

거의 모른다

4

5

6

일부는 안다

7

8

매우 잘 안다

3. 나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치료지시를 따르고 있다.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4

5

6

때때로 한다

7

8

매우 그렇다

4. 나는 내 건강상태에 대해 내린 결정을 의료진과 공유(상의)한다.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4

5

6

때때로 한다

7

8

매우 그렇다

5. 나는 나의 문화나 가치관, 신념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진과 의논 할 수 있다.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4

5

6

때때로 한다

7

8

매우 그렇다

6. 나는 의료진과 약속한 병원방문 일정을 준수한다.
0

1

전혀 그렇지 않다

2

3

4
때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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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매우 그렇다

7. 나는 내 질병과 관련된 증상과 초기 경고 징후(피로, 황달, 복통,
메스꺼움/구토, 열, 호흡곤란, 과도한 혈당변화, 과도한 체중증가 /감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4

5

6

때때로 한다

7

8

매우 그렇다

8. 나는 몸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4

5

6

때때로 한다

7

8

매우 그렇다

9. 나는 신체적 활동(걷기, 집안일)이 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한다.
0

1

2

3

매우 잘 하지 못한다

4

5

6

잘 한다

7

8

매우 잘 한다

10.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한다.
0

1

2

3

매우 잘 하지 못한다

4

5

6

잘 한다

7

8

매우 잘 한다

11. 나는 나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한다.
0

1

2

3

매우 잘 하지 못한다

4

5

6

잘 한다

7

8

매우 잘 한다

12. 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 금주,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0

1

매우 잘 하지 못한다

2

3

4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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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매우 잘 한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식관련 특성
*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①남

②여

2) 실제나이(태어난 해)

19

년

3)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별거

⑤사별

4) 종교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

⑤종교없음

5) 학력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이상

6)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만원

7) 의료 보장 형태
①건강보험
8) 직업상태

②의료급여 1종 ③의료급여 2종 ④차상위계층 ⑤기타
①있다

②없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9) 현재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은 (복수 응답가능)
①배우자
⑥기타(

②자녀

③기혼 자녀 부부
)

125

④손주

⑤친인척

* 다음은 이식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간이식수술일(이식 후 경과기간)

년

월(

개월)

2) 간이식전 원인질환(복수응답 가능)
①A형 간염

②B형간염

③C형간염

④알코올성 간경화

⑤전격성 간부전 ⑥윌슨병

⑦자가면역성 간경화

⑧담관성 질환

⑩기타(

3) 수술 방법

⑨간암

)

①뇌사 간이식 ②생체 간이식

▶생체간이식인 경우 기증자와의 관계
①자녀

②배우자

⑤기타(

③사위, 며느리 ④친인척
)

▶생체간이식인 경우 기증자 동거 여부

①동거

②비동거

4) 현재 복용중인 면역억제제(복수응답가능)
①FK/타크로벨/아드바그라프

②산디문

③셀셉트/마이폴틱/마이렙트

④메치론

5) 헤파빅 치료

①시행

②시행안함

6) 현재 면역억제제를 포함한 복용 중인 총 약의 종류와 개수
(A병원 -

종류,

개 / 다른 병원 -

종류,

개)

7) 현재 진단받은 질병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당뇨병

②고혈압

⑤기타(

③심혈관질환

④ 신장질환

)

8) 간이식인 환우회 참여 여부 ①참여 ②참여하지 않음
**의무기록 확인 사항
(수술전 MELD score:

점, CTP:

점, 입원기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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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Self-Management
f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Jeon, Mi-Ky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Park, Yeon-Hwan, RN, Ph.D.
Liver transplantation is performed for lethal end-stage liver disease
such as chronic liver cirrhosis, fulminant hepatitis and early stage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they have progressed so far that the
liver no longer responds to medical and surgical treatment and cannot
maintain liver function. With a high prevalence rate for chronic hepatitis
B and liver cancer, Korea is 4th in the world for performing the most
liver transplants. Liver transplant recipients must take anti-viral agents
to prevent viral hepatitis and immunosuppressive agents to prevent
graft rejection. Thus, they have to remain as a patient for their whole
life after the liver transplantation. Effective self-manage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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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maximize treatment efficacy and clinical outcomes and to
adapt to a changed life after liver transplant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hypothetical model, which
included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self-management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using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by Deci and
Ryan, and to verify the process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relevant to self-management were selected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a literature review. The exogenous
variables were the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transplant
related factors and illness perception.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autonomy, competence, family relatedness and depression and selfmanagement.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the health care
providers ’ autonomy support, the transplant related factors, illness
perception, autonomy, competence, family relatedness and depression
having an effect on quality of lif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overall fitness indices were well fit by the hypothetical model.
The goodness of fit index for the final model was .961, and the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was .913. The comparative fit index was .961, and
the normed Fit Index was .926. The Tucker-Lewis Index was .931, and
the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was .055. The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was .433, and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was .487. Among the 19 paths, 12 paths are suppor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competence, family
relatedness and depression were factors that have a direct influ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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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management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The health care
providers ’ autonomy support and illness perception had an indirect
influence through competence, relatedness and depression. However,
the transplant related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lfmanagement. This model explained 59.4% of the variance in selfmanagement for liver transplant recipients. The health care providers’
autonomy support and illness percep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autonomy, competence, family relatedness and depression, and it
explained 27.1%, 17.5%, 21.0%, 21.1% and 59.4% of the variance,
respectively.
The result suggests that continuous education must be done to
promote the competence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and to get the
patient to positively perceive his or her current health condition with a
view that enhances one's self-management. Additionally, the recipients
should be screened for depression,

which would affect self-

management. If the patient has depress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needed. Most of all, health care providers, who have the most
influence

on

self-management,

should

improve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try to form a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the liver
transplant recipients.

Keywords : Liver transplantation, Self-management, Self-determination
the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iver transplant
recipients

Student Number : 2013-30141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