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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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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Predicative relationship study is associated with identifying and examining factors that influence tuberculosis patients’ quality of life (QOL), which could result in improvement of their QOL. Methods: Participants consisted
of 236 patients in the study were those aged 20 years or older who were hospitalized for more than one month at tuberculosis hospitals in the cities of K and M and who were on anti-tuberculosis drugs or visited the hospital via outpatient
treatment. Results: The mos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tuberculosis patients’ QOL are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results were 50.2%. Conclusion: Lower depression level and higher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level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tuberculosis patient’s QOL. Therefore, development of
health programs aiming for reducing depression level and enhancing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level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tuberculosis patient’s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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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순위가 세계 15위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 국가 중 국제
결핵지표(발생률, 유병률, 사망률)가 여전히 높아 1위를 기록
하고 있다[1].
2014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결핵 신환자는

우리나라 결핵관리는 1962년 국가결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34,869명(10만명당 68.7명)으로 2013년 36,089명(10만명당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예방, 환자발견, 등록관리 및 치료

71.4명)대비 신환자율이 3.8% 감소하였고, 결핵 종류별로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폐결핵 인구는 80%(10만명당 55명), 폐외결핵 인구는 20%(10

월등히 많은 편이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만명당 13.7명)으로 나타났다. 약제내성결핵의 경우 다약제내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가

성결핵(MDR-TB)은 856명 신고되어 전년 951명에 비해 10.0

입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감소하였고,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은 63명 신고되

IMF)에서 구분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어 전년 113명에 비해 44.2% 감소 추이[2]를 보이나 결핵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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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순·김혜숙

염성과 위험성은 여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치료약제 변경으로 인한 치료연장 등은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우리나라의 결핵은 20대와 노인층에서 결핵 환자가 많이 발

삶의 질에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만성질환

생하는 후진국 형태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약을 불규칙적으로

자에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증상의 완화만

먹거나, 증상 호전 시 중단하여 내성균을 만드는 광범위약제내

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였다[11]. 그러므로 결핵 환자는 특성상

성결핵 환자가 많다. 이런 환자의 경우 완치율이 30~50%로 떨

폐 기능의 악화로 활동 제한과 기능상실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

어지므로 지속적인 결핵퇴치 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 및 우울을 경험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2]. 결핵은 장기 치료와 다중 약물 내성 등 주요 문제들이 발생

된다.

함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변화가 온다[3]. 결핵은 증상이 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수많은 폐결핵 관련 자료가 발표

양하고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단순한 감기 정도로 생각

되었으나 대부분이 질병의 역학과 치료에 관한 내용이었고, 폐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결핵 환자를

결핵 환자의 우울과 소외가 중요한 간호문제임을 알 수 있었으

진료하는 의사 또한 진료 초기에는 결핵보다는 감기나 기관지

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Leventhal 등[8]의 자가조절 이론에 근

염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생각하고 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를 조

거하여 개발된 개념인 질병지각은 자기효능과 함께 건강행위

기에 시행하지 않아서 결핵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4,5].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내연구[19,20]에서는 폐결핵 환자

즉, 유병기간이 길어서 입원으로 격리되는 동안 겪게 되는 소

에서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외감, 의료인과 관계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치료에

연구결과들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할 수 있다.

대해 부정적이고, 우울과 불안, 정서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에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

그러므로 적절한 질병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방안

는 질병지각과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어

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폐결핵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신체적인 부담’, ‘전염차단을 위한 격리’, ‘항 결핵 약제의 부작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용’,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두려움’, ‘약제내성으로 인한 치료
실패’, ‘약제변경으로 인한 치료연장’ 등의 질병부담이 상대적

2. 연구목적

으로 커서[6],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됨으로 부정적 요소들
을 조정해야 한다.
2002년 영국 심장재활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행위 변화와 유지를 위해 실무에 적용할 것을 추천하
였는데[7], 한 가지는 자기조절 이론에 근거한 질병지각이고
[8], 다른 하나는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자기효능감이다[9].
Leventhal 등[8]은 개인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위협과 정
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활동을
계획하여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고, Bandura [9]의 자기효능감
은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삶
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
지,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서 인간행동의 변화와 유지에 중
요한 결정인자라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등은 결핵 환자의

연구방법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
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1. 연구설계

한편 Park [10]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Haynes [11]는 적절한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지각과 우울, 사회적

사회적 지지는 위기로부터 적응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

지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

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신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체적인 고통과 항결핵제 부작용, 약제내성으로 인한 치료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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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3) 사회적 지지 도구
Tea [14]의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K시 결핵전문병원과 전남 M시 결

맞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

핵전문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대상자 중 1개월 이상 항결핵제

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돌보아 주고 관심을 가지는 정서

를 복용중인 대상자와 결핵을 치료한지 1개월 이상된 외래로

적 지지, 존중 및 가치감을 갖게 해주는 존경지지, 의사소통과

통근하는 남녀 20세 이상의 폐결핵 환자로 본 연구에 동의한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하는 일원임을 믿게 하는 망(network)

236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지지, 상징 물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실질적 지지의 내용을 포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활용

함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 산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의

의료인지지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표본 크기가 effect size=.3, 유의수준=.05, Actual power=.95

지지로 경청, 기술적 안정, 정서적 지지, 정서적 도전, 사회적 현

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수는 215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

실의 분담을 포함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1

에서의 대상자 표본 수는 256명으로 충분하였다.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를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핵진단 받고 1개월 이상 항결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의미한다. 개발 당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가족지지 신뢰도 Cronbach’s ⍺는 .82, 의료인지지 신뢰도 Cron-

사람
 연령이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인 사람

bach’s ⍺는 .84였다[13]. 본 연구에서의 전체 사회적 지지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92로 나타났다.

 진통제나 안정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사람
4) 자기효능감 도구

3. 연구도구

Sherer와 Maddux [15]의 자기효능감 척도 가운데 일반적
자기효능감 17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점(전혀 그렇

1) 질병지각 도구
Broadbent, Petrie, Main과 Weinman [12]이 개발한 단순
질병지각 질문지로 질병의 특성, 결과, 시각표, 개인조절, 치료

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이 .87이었다.

조절, 일관성, 걱정, 감정적 묘사의 속성을 포함한 총 8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10점 척도로 0점에서 10점으로 구성되

5) 삶의 질 도구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음을 의미

Ferrans와 Powers [16]의 Quality of Life Index Pulmo-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가 .77이었으

nary version III를 Park [10]이 폐질환과 관련된 사항을 첨가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이 .77로 나타났다.

하여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하는
2개의 부분으로 36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측정은

2) 우울측정도구

1점(매우 불만족하다/전혀 중요하지 않다), 2점(불만족/중요

Zung [13]이 개발한 자가평가 우울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지않다), 3점(약간 불만족), 4점(약간 만족), 5점(만족/중요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척도

하다), 6점(매우 만족한다/매우 중요하다)까지의 6점 척도를

로 긍정적인 문항 10개와 부정적인 문항 10개로 총 20개 문항

사용하였다. Park [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bach’s ⍺값이 .92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4점), 대체로 그렇다(3점), 약간 그렇다(2점), 거의 그렇지 않

bach’s ⍺값이 .95로 나타났다.

다(1점)로, 긍정적인 문항 10개는 역산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개발 당시에는 Cronbach’s ⍺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이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9월22일부터 10월22일
까지였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C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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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대학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nstitute of research board;

흡연여부는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가 45.3%,

IRB 2014-3-(학))을 받은 다음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피우고 있다’ 가 20.4%로 많았고, 음주여부는 ‘과거

자료수집은 병원의 진료과와 간호부에 고지하고 연구진행

에 마셨으나 현재 마시지 않는다’가 50.0%로 가장 많았다.

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루어 졌다. 사전에 훈련받은 연구자와

질병의 진단 시기는 ‘50~59세’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보조자 2명은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연구의

결핵치료 구분은 ‘1번째 치료’가 57.6%, 부작용은 ‘있다’가

목적과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

55.1%로 ‘없다’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결핵약 중단 여부는 ‘없

한 다음,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

다’가 56.4%로 많았다(Table 1).

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구두로 응답하
면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작
성된 설문지는 연구자나 연구보조자가 직접 회수하였고, 대상

2.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정도

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총 260부를 배부하여 250부 회수하였고, 이 중 불

대상자의 질병지각 정도는 10점 척도로 평균은 6.93±1.78

충분한 자료 14부를 제외하고 총 236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로 나타났으며, 우울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은 2.45±0.43, 사

였다.

회적 지지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은 3.80±0.80,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은 3.47±0.57, 삶의 질 정도는 6점 척도
로 3.54±0.83로 나타났다(Table 2).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항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
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지각 차이는 성별, 연령,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삶
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변수의 차이 분석은 t-test,
ANOVA 및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교육정도, 흡연여부, 음주여부, 질병진단 시기, 결핵치료 구분,
부작용 유무, 결핵약 중단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질
병지각 정도가 높았으며(t=2.06, p=.040), 연령에서는 30~39세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삶의

와 50~59세 군이 70세 이상의 군에 비해 질병지각 정도가 높게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나타났다(F=9.71, p =.008). 교육정도에서는 중졸, 고졸, 대졸

분석하였다.

이상 군에서(F=16.28, p <.001), 흡연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

피우지 않는다.’가 ‘피운 적이 없다’에 비해(F=14.41, p =.010),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음주 여부는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 마시지 않는다’가(F=14.12,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p =.011) 유의하게 높았다. 질병진단 시기에서는 70세 이상이
질병지각 정도가 낮았으며(F=12.91, p<.001), 결핵치료 구분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서는 1번째 치료가 2번째 이상의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F=32.34, p <.001). 부작용은 ‘있다’(t=4.47, p <.001)가 높
았으며, 결핵약 중단 경험은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t=
3.89, p <.001)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상태, 직업, 동거가족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0.8%로 여자 29.2%보다 많았으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며, 연령은 50~59세가 30.9%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연령과 교육정

졸’이 40.6%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44.5%로 가

도, 결핵약 중단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 많았으나, 이혼, 사별 등 기타도 28%나되었으며, 직업은 ‘무

사후 분석 결과, 연령은 70세 이상이 59세 이하에 비해 우울정

직’이 29.6%,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다.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F=0.58, p =.006),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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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67 (70.8)
69 (29.2)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60~69
≥70

17 (7.3)
31 (13.1)
30 (12.7)
73 (30.9)
43 (18.2)
42 (17.8)

Education level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6 (11.0)
32 (13.6)
53 (22.5)
96 (40.6)
29 (12.3)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Others

Occupation

Office
Professional technicians, service jobs
Business owners
Agriculture, livestock, forestry, fisheries industries
Blue-collar, simple laborers
Stay at home
Others

14 (5.9)
36 (15.3)
47 (19.9)
24 (10.2)
30 (12.7)
70 (29.6)
15 (6.4)

Family member

None
Only a couple
With married children
With unmarried children
With parents
Others

92 (39.0)
38 (16.1)
20 (8.5)
34 (14.4)
35 (14.8)
17 (7.2)

Smoking

Current smoking
Ex-smoking
Never

48 (20.4)
107 (45.3)
81 (34.3)

Alcohol drinking

Current drinking
Ex-drinking
Never

19 (8.1)
118 (50.0)
99 (41.9)

Age at diagnosis of TB (year)

20~29
30~39
40~49
50~59
60~69
≥70

Number of TB treatment

1st treatment
2nd treatment
Treatment at least three times

136 (57.6)
67 (28.4)
33 (14.0)

Side effects

Have
No

130 (55.1)
106 (44.9)

Anti-tuberculosis drugs interruption

Have
No

103 (43.6)
133 (56.4)

65 (27.5)
105 (44.5)
66 (28.0)

42 (17.8)
28 (12.0)
40 (16.7)
64 (27.1)
27 (11.5)
3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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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 Percep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N=236)
Variables

거에 마셨으나 현재 마시지 않는다.’가 ‘마시지 않는다.’에 비
해(F=1.38, p=.01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기효능감 정도가

M±SD

Max

Min

높게 나타났다. 성별, 결혼상태, 동거가족, 흡연여부, 질병진단

Disease perception

6.93±1.78

10.00

0.00

시기, 결핵치료구분, 부작용 유무 그리고 결핵약 중단경험에서

Depression

2.45±0.43

3.80

1.1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ocial support

3.80±0.80

5.00

1.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성별, 연령,

Self-efficacy

3.47±0.57

5.00

1.69

교육정도, 결혼상태, 동거가족, 흡연여부, 음주여부, 질병진단

Quality of life

3.54±0.83

5.86

1.61

시기, 결핵치료 구분, 부작용 유무, 그리고 결핵약 중단 경험에

이 초졸 이하에 비해, 고졸이 무학에 비해(F=0.66, p=.005)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핵약 중단 경
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t=2.51, p=.013)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 결혼상태, 직업, 동거가족, 흡연여부, 음주여
부, 질병진단 시기, 결핵치료 구분, 부작용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동거 가족, 흡연 여부, 질병진단시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 분석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t=-2.98, p<.001), 연령에서는 20~29세와
70세 이상이 40~49세와 60~69세에 비해(F=1.81, p=.014),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 군이 중졸 이하 군에 비해(F=1.66, p=.035)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
태에서는 기혼이 미혼과 기타에 비해(F=5.12, p<.001), 동거 가
족에서는 동거가족이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F=4.89, p<
.001), 흡연에서는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와 ‘피
운 적이 없다’가 ‘현재 피우고 있다’에 비해(F=4.03, p=.002)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내었다. 질병진단 시기는 70세 이
상이 40~49세에 비해(F=1.53, p =.035) 높았으며, 주위도움에
서는 도움이 없는 군에 비해 가족의 도움이 있는 군에서, 기타
에 비해 가족과 주변의 도움이 있는 군(F=4.89, p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 음주여부, 결핵치료구분,
부작용유무, 그리고 결핵약 중단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연령, 교
육정도, 직업, 그리고 음주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연령은 40~59세 군이 60~69세 군과 70
세 이상 군에 비해 자기효능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F=1.04, p=.005), 교육정도에서는 고졸 이상 군
이 초졸 이하 군과 무학 군에 비해 자기효능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1.09, p=.005). 직업에서는 사무직, 전문기술직, 서
비스직이 무직에 비해(F=0.77, p =.023), 음주여부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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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t=-2.26, p =.02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에서는 사후 분석 결과 29세 이하가 30세 이상에 비해(F=2.36,
p =.003), 교육정도에서는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F=
1.75, p=.035),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기타에 비해(F=2.14,
p =.043), 동거가족에서는 부부 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동
거 가족이 없음에 비해(F=2.43, p =.00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여부에서는 ‘피운 적이 없다.’가 ‘현재 피우고 있
다.’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에 비해(F=4.53,
p =.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여부에서는 ‘마시
지 않는다.’가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 마시지 않는다.’에 비해
(F=2.18, p=.041), 질병진단 시기에서는 20~29세, 50~59세,
70세 이상이 40~49세에 비해, 또 20~29세, 70세 이상이 30~39
세, 50~69세에 비해(F=2.27, p =.00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고, 결핵치료 구분에서는 3번째 치료 이상군에 비해 2번째
치료 이하 군이(F=3.22, p =.009), 부작용은 없는 군이 부작용
이 있는 군에 비해(t=-2.78, p =.006), 결핵약 중단 경험은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해(t=-2.46, p=.01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질병지각과 사회적 지지
(r=.20, p =.002), 질병지각과 자기효능감(r=.20, p=.002)은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병지각과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8, p =.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r=.19, p =.003), 삶의 질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r=.44, p<.001),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r=-.23, p <.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은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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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Disease Percep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6)
Disease percep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Age(year)

20~29a
b
30~39
40~49c
50~59d
e
60~69
≥70f

17
31
30
73
43
42

Education level

Uneducateda
Elementary schoolb
c
Middle school
High schoold
≥Collegee

26
32
53
96
29

Marital status

Unmarrieda
b
Married
Othersc

Occupation

Officea
Professional technicians,
b
service jobs
Business ownersc
Agriculture, lived
stockforestry fisheries
Blue-collar, simple laborerse
Stay at homef
g
Others
a

n

M±SD

Depression

t or F
(p)

167 7.08±1.84 2.06
69 6.56±1.60 (.040)

M±SD

t or F
(p)

Social support
M±SD

t or F
(p)

Self-efficacy
M±SD

t or F
(p)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2.26
(.025)

2.43±0.40 -1.49
2.52±0.48 (.139)

3.70±0.87 -2.98
3.48±0.53 0.31
4.04±0.55 (＜.001) 3.45±0.65 (.758)

3.47±0.87
3.71±0.68

6.73±1.67 9.71
7.27±1.13 (.008)
6.81±1.34 f＜b, d
7.35±1.77
6.99±1.87
6.07±2.15

2.38±0.49 0.58
2.38±0.41 (.006)
2.34±0.41 a, b, c, d
2.40±0.38 ＜f
2.49±0.43
2.67±0.44

4.09±0.75 1.81
3.90±0.76 (.014)
3.56±1.05 c, e＜
3.73±0.81 a, f
3.62±0.78
4.09±0.54

3.55±0.53 1.04
3.40±0.47 (.005)
3.63±0.51 e, f＜
3.61±0.51 c, d
3.31±0.50
3.28±0.74

4.24±0.71
2.36
3.58±0.83
(.003)
3.34±0.94 b, c, d, e, f
3.48±0.83
＜a
3.37±0.82
3.67±0.63

5.80±1.86
6.22±1.77
7.20±1.73
7.28±1.66
7.08±1.69

2.64±0.50 0.66
2.59±0.44 (.005)
2.47±0.41 e＜a, b
2.40±0.39 d＜a
2.29±0.39

3.84±0.84 1.66
3.60±0.92 (.035)
3.74±0.80 a, b,
3.77±0.79 c＜e
4.21±0.59

3.22±0.81 1.09
3.26±0.50 (.005)
3.48±0.51 a, b＜
3.54±0.50 d, e
3.64±0.59

3.47±0.76
3.52±0.73
3.56±0.91
3.43±0.79
3.99±0.83

1.75
(.035)
a, b, c, d
＜e

65 7.16±1.51 4.37
105 6.72±1.95 (.254)
66 7.04±1.74

2.39±0.40 0.20
2.49±0.47 (.331)
2.46±0.35

3.73±0.93 5.12
3.49±0.47 0.12
4.02±0.66 (＜.001) 3.48±0.65 (.685)
3.52±0.79 a, c＜b 3.42±0.51

3.50±0.94
3.68±0.74
3.37±0.81

2.14
(.043)
c＜b

14 6.61±1.65 4.74
36 7.28±1.66 (.175)

2.50±0.65 0.32
2.34±0.40 (.103)

4.00±0.79 0.40
3.65±0.95 (.723)

3.58±0.89
3.65±0.74

0.48
(.660)

47 7.43±1.76
24 6.64±1.98

2.39±0.37
2.47±0.43

3.86±0.81
3.95±0.62

3.72±0.32 0.77
3.72±0.54 (.023)
f＜a, b
3.45±0.51
3.39±0.57

30 6.87±1.57
70 6.74±1.92
15 6.29±1.46

2.44±0.39
2.57±0.43
2.33±0.37

3.76±0.97
3.75±0.64
3.85±1.06

3.41±0.58
3.34±0.63
3.52±0.44

3.59±0.83
3.42±0.81
3.80±1.16

92
38
20
34
35
17

6.75±1.76 4.29
6.60±2.23 (.240)
6.94±1.80
7.41±1.74
7.35±1.46
6.79±1.28

2.47±0.41 0.36
2.54±0.46 (.073)
2.48±0.38
2.36±0.38
2.31±0.43
2.63±0.45

3.40±0.84 4.89
3.42±0.59 0.27
3.99±0.69 (＜.001) 3.44±0.53 (.524)
4.08±0.62 a＜
3.35±0.64
4.15±0.62 b, c,
3.56±0.53
4.05±0.71 d, e, f 3.53±0.52
3.90±0.74
3.62±0.59

3.29±0.79
3.83±0.84
3.55±0.58
3.67±0.71
3.82±0.98
3.45±0.75

2.43
(.003)
a＜b, e

16.28
(＜.001)
a, b＜
c, d, e

3.49±0.83
3.62±0.75

Family
member

None
Only a coupleb
With married childrenc
d
With unmarried children
With parentse
Othersf

Smoking

Current smokinga
b
Ex-smoking
Neverc

48 6.89±1.85 14.41
107 7.28±1.76 (.010)
81 6.49±1.70 c＜b

2.51±0.46 0.12
2.43±0.34 (.509)
2.45±0.50

3.46±0.95 4.03
3.82±0.80 (.002)
3.98±0.65 a＜b, c

3.43±0.53 0.18
3.51±0.53 (.578)
3.43±0.64

3.27±0.96
3.48±0.78
3.79±0.74

4.53
(.001)
a, b＜c

Alcohol
drinking

Current drinkinga
Ex-drinkingb
c
Never

19 6.35±1.61 14.12
118 7.27±1.53 (.011)
99 6.64±2.02 a＜b

2.45±0.40 0.09
2.43±0.39 (.609)
2.49±0.47

3.57±1.24 1.33
3.74±0.81 (.129)
3.91±0.68

3.55±0.53 1.38
3.56±0.55 (.013)
3.34±0.57 c＜a, b

3.65±0.82
3.41±0.85
3.69±0.78

2.18
(.041)

Age at
diagnosis of
TB (year)

20~29
30~39b
40~49c
d
50~59
60~69e
≥70f

2.43±0.43 0.32
2.50±0.39 (.115)
2.39±0.36
2.40±0.43
2.44±0.46
2.63±0.44

3.85±0.77 1.53
3.88±0.66 (.035)
3.53±1.03 c＜f
3.73±0.81
3.76±0.77
4.14±0.55

3.49±0.55 0.449
3.43±0.43 (.221)
3.57±0.52
3.55±0.54
3.34±0.57
3.31±0.74

3.74±0.95
2.27
3.28±0.78
(.005)
3.19±0.87 c＜a, d, f
3.60±0.75 b, d, e＜a, f
3.57±0.75
3.81±0.70

Number of TB
treatment

1st treatmenta
b
2nd treatment
Treatment at least three
timesc

136 6.51±1.75 32.34
2.46±0.45 0.12
67 7.30±1.66 (＜.001) 2.41±0.40 (.531)
33 7.92±1.65 a＜b, c 2.52±0.34

3.86±0.78 0.66
3.70±0.94 (.361)
3.75±0.59

3.46±0.58 0.48
3.55±0.58 (.228)
3.35±0.48

3.64±0.80
3.55±0.82
3.15±0.87

3.22
(.009)
c＜a, b

Side effects

Have
No

130 7.38±1.52 4.47
2.50±0.44 1.78
106 6.38±1.92 (＜.001) 2.40±0.40 (.077)

3.81±0.79 0.297
3.78±0.83 (.766)

3.53±0.54 1.90
3.39±0.59 (.058)

3.41±0.79
3.71±0.84

-2.78
(.006)

Anti-tuberculos Have
is drugs
No
interruption

103 7.41±1.45 3.89
2.53±0.42 2.51
133 6.56±1.93 (＜.001) 2.39±0.42 (.013)

3.76±0.80 -0.60
3.83±0.81 (.549)

3.48±0.64 0.27
3.46±0.51 (.784)

3.40±0.83
3.66±0.81

-2.46
(.015)

a

42
28
40
64
27
35

7.35±1.68
7.42±1.14
6.79±1.70
7.17±1.70
6.96±1.88
5.73±2.03

12.91
(＜.001)
f＜a, b,
c, d, e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31, p <.001), 자기효능감과 우울

병지각과 우울(r=.04, p=.536)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44, p<.001), 우울과 삶

하지 않았다(Table 4).

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57, p<.001).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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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초자료를 제공하고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주고자 시도되었다.

하여 먼저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연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질병지각 점수는 10점 척도로 평균

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동거가족, 흡연여부, 음주여부, 질병진

6.93±1.78점으로, 폐결핵 환자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단시기, 결핵치료 구분, 부작용유무, 결핵약 중단 경험의 11개

측정한 Seong과 Lee [17]의 연구 6.12점 보다 높은 점수를 나

변수와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변수를 가능

타났으며, Seong과 Lee [17]의 연구대상자는 34세 이하가

한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30.6%로 많아 직업 여건상 상대적으로 음주 및 흡연 등의 건강

이러한 변수 중 성별, 부작용유무, 결핵약 중단 경험은 가변
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분

관련 생활 습관을 지키지 않음으로 질병지각에 대한 정도도 낮
은 것으로 해석된다.

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의 삶의 질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것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4점 척도로 평균 2.45±0.43점으로 약

은 질병지각과 우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연령, 흡연여

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3% 이상이 결핵 치료가 끝날 무렵

부, 질병진단시기, 부작용의 유무의 변수이었고, 이 변수들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었다고 한 보고[18]와 유사한 결과를

의해 삶의 질은 50.2% 설명되었다(Table 5).

보였다. 만성질환 중 결핵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질환
도 아니고, 적절한 처방에 따른 약제를 주어진 기간에 규칙적

논

으로 약물을 복용하면 완치되는 질환이므로 적절한 우울에 대

의

한 관리와 질병예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폐결핵은 장기치료를 요하며 호흡기 증상을 수반하는 질환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80±

으로서 환자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의

0.80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가 비교적 높

Table 4. Correlations of Disease Percep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N=236)
Variables

Disease percep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Depression

r (p)

r (p)

r (p)

r (p)

Social support

.20 (.002)

Self-efficacy

.20 (.002)

Depression

.04 (.536)

-.23 (＜.001)

-.44 (＜.001)

-.18 (.006)

.44 (＜.001)

.30 (＜.001)

Quality of life

.19 (.003)

-.57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N=236)

Variables

B

SE

(Constant)

4.06

.49

Disease perception

-0.09

.02

Depression

-0.75

Social support
Self-efficacy

β

t

p

8.26

＜.001

-.19

-3.63

＜.001

.11

-.39

-7.04

＜.001

0.34

.05

.33

6.56

＜.001

0.16

.08

.11

2.04

.042

-0.12

.04

-.22

-2.70

.008

Abstaining from smoking

0.15

.06

.13

2.70

.007

Age at diagnosis of TB

0.10

.04

.19

2.40

.017

-0.18

.08

-.11

-2.17

.031

Age

Side effects

2

2

Adjusted R =.50, R =.52, F=30.5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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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Park [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가 높

대상자들이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동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

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24]으로, 우울이 낮

은(53.8%) 지역적 특성과 환자가 입원하거나 중한 질환에 이환

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된 경우, 가족이 환자간호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로 높은 사회

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Ha의 결핵 환자 연구[25]에서 우울

적 지지 정도가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된다.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지지는 생리적 우울과 심리적 우

본 연구에서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47±

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 것과

0.57점으로, 결핵 환자에게 같은 척도를 사용한 Jang [19]의 연

같은 결과이었다. 특히 심리적 우울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

구의 3.36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Seong과 Lee [17]의

치며, 또한 가족지지는 결핵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적 동

연구에서는 외래 치료를 하는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기부여 및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환자가 괴롭고 슬플 때

때문에 사회적 지지 체계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자기효능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감 정도가 높았으리라고 사료되며,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 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에서 결혼하여 배우자가

원 환자들은 가족과 분리되어 입원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

있는 경우가 대상자의 삶의 질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배

은 이유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리라고 생각된다.

우자가 있는 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미혼이나 기타군(이혼, 사

본 연구에서 질병 관련 특성 가운데 결핵치료제를 중단해 본

별, 별거 등)의 삶의 질 점수에 비해, 그리고 부부 또는 부모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6%(103명)를 차지하였고, 결핵약제 부

동거하는 경우의 삶의 질 점수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의 삶의

작용이 있는 경우가 55.1%(130명)로 나타났다. 결핵은 다른 질

질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특정 위기 상황에서도

환과 달리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다시 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

핵을 전파시킬 수 있으며, 결핵치료의 유병기간이 길어지면 약

[26]와도 유사한 것으로, 배우자는 폐결핵의 만성질환자에게

제내성 결핵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20], 치료과정에서 경험

도 매우 중요한 지지체계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

하는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질병의 특성[6] 때문

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결핵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가 현재 피우고 있다는 경우와 과거에

치료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는 경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유

에서 결핵약물 부작용에 대한 조사에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와 Kim [26]의 폐암 환자에서

55.1% 정도로,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흡연정지군이 비흡연군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

다. 결핵약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 위장관 부

와 유사한 결과로, 과거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군보다는 흡연

작용이 39.0%(64명)를 차지하였고, 피로나 어지러움 등의 호

정지군에서는 건강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지로 적극

소는 21.3%(35명), 피부 관련 부작용은 18.9%(31명)를 차지하

적으로 금연행위를 함으로서 삶의 질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결과

였다. 이러한 증상 경험은 자칫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는

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기에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하겠다.

간호중재나 보완대체요법의 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 정도는 6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 [10]의 연구대상자보다는 높은 점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를 보였다. 결핵은 만성질환과 달리 적극적으로 꾸준한 약물복

은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용에 따라 치료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삶의 질

나타났으며, 이는 Jang [1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

은 개인 스스로가 지각한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질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및

다[27]. 즉,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지각이 삶

자기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 질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결핵 환

나타났다. Anderson [21], Stuifbergen 등[22]의 연구에서는

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사회적 지지 제공원이 특정인이 아닌 주변사람들에 의한 지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의료인에 의한 지지였는데, 특

본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한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지지 제공원 보다도 배우자나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연령, 교육정

전문가에 의한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한 연구결과[23]와

도, 결혼상태, 동거가족, 흡연여부, 음주여부, 질병진단시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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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치료구분, 부작용유무, 결핵약 중단 경험의 11개 변수와 질

3. Sharma R, Yadav R, Sharma M, Saini V, Koushal V. Quality of

병지각,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가능한 설명 변수로

life of multi drug resistant tuberculosis patients: a study of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변수들에 의해 삶의 질은 50.2% 설

north India. Acta Medica Iranica. 2014;52(6):448-453.
4. Sreeramareddy C, Panduru K, Menten J, Van den Ende J. Time

명되었고, 이러한 변수 중 환자의 삶의 질을 가장 높게 설명하

delays in diagnosis of pulmonary tuberculosis: a systematic

는 것은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 변수이었다.

review of literature. BMC Infectious Diseases. 2009;9:91.

이상의 연구결과로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
해,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폐결핵 환자에게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는 무엇보다
우울 정도를 낮게 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다.

https://doi.org/10.1186/1471-2334-9-91
5. Park JS. Factors associated with delayed diagnosis of pulmonary tuberculosis.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13;84
(2):221-228. https://doi.org/10.3904/kjm.2013.84.2.221
6. Marra CA, Marra F, Colley L, Moadebi S, Elwood RK, Fitzgerald JM.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rajectories among adults
with tuberculosis: differences between latent and active infec-

결론 및 제언

tion. Chest. 2008;133(2):396-403.
https://doi.org/10.1378/chest.07-1494
7. Lau-Walker M. A conceptual care model for individualized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

care approach in cardiac rehabilitation-combining both illness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을

representation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chology. 2006;11:103-117.
https://doi.org/10.1348/135910705X41914

본 연구결과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는 연령,

8. Leventhal H, Nerenz D, Steele D. Illness representations and

흡연 여부, 진단 시 연령 및 약물의 부작용 여부 뿐 아니라 질병

coping with health threats. In: Baum A, editor. Handbook of

에 대한 인식,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 정도가 유의하

psychology and health. Volume IV: Social Psychological as-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울

pects of health. Hillsdale Erlbaum. 1984;219-252.
9. Bandura 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
hall. In: Engle wood Cliffs. New Jersey; 1986.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강화

10. Park SJ. An explanatory model on quality of life for the patients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연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dissertation].

계하여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폐결핵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폐결핵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으로 확
대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Seoul: Yonsei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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