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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논문을 완성할 수 있기까지 이렇게 큰 배움의 길을 허락해 주신 연세대학교 간
호대학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히 논문의 주제 선정부터 마무
리까지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로 성원해 주신 이원희 교수님,오의금 교수님,
이은현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교수님들을 통해 논문 뿐 아니라 학
자로서의 길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임상과 이론의 차이를 줄
이기 위해 제가 노력해야 할 임무와 비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또한
어려운 자리에서 논문 지도를 수락하시고 지도를 맡아 주신 고일선 교수님과 윤
석남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연구진행에 큰 도움을 준 원자력병원의 정태화 선생님

과 초면의 본인에게 선뜻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임상무 교수
님,최창운,교수님,천기정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 암환자 대상의 자료수집을 하다보면 윤리적 갈등을 겪을 때도 있는데 오

히려 저를 격려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던 환자분들께 죄송함과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진정한 간호사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 주시고,가

르침을 주신 많은 스승님들,김조자 교수님,유지수 교수님,김인숙 교수님,송인
자 선생님,김경애 선생님,이순규 선생님,김용순 교수님,박지원 교수님,김혜숙
선생님,이순옥 전 팀장님,박미미 팀장님,함형미 팀장님,박연옥 팀장님,엄애현
팀장님,그리고 지난 십여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해 준 아주대병원 수간호사님들과
어려운 순간마다 따뜻한 위로와 충고로 힘을 북돋아 준 조승안,노영덕,조유숙,
서미숙 수간호사,진헤영 선생님,부족한 저를 위해 넉넉한 배려와 지지를 보내
주었던 황성철 교수님과 오영택 교수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의 느닷없는 질문에 언제나 여유 있게 지혜를 빌려준 후배 문성미,홍성경,

방소연,이미정,손연정 선생과 멀리서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오랫동안 기
도해 준 친구 김화성,약해질 때마다 씩씩한 기운을 불어 넣어주던 친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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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아,안기순,노춘희에게도 언제나 고마운 마음임을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욕심을 내어 시작한 학위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
지 언제나 제가 사는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과 동생들,많은 것을 희생하고 아낌
없이 베풀어 준 사랑하는 남편과 혼자서도 명랑하게 훌쩍 초등과정을 넘겨버린
딸 유경이,엄마의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든든한 아들 준호,시어머님과
시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과 감사,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부터는 받는 인
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도록,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김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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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갑갑갑상상상선선선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및및및 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본 연구는 갑상선 절제술과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은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
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Lenz등(1997)의 불쾌증상이론과 Ferrell등(1991)의 암환자
의 삶의 질 모델을 근거로 구성하였다.자료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
지 서울 소재 암 전문 병원 1곳의 핵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120명을 대상으
로 연구자가 설문지와 전자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생리적 요인(혈청 TSH와 Tg),심리적 요인(심리사회적

고통:QSC-R23),상황적 요인(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을 조사하였고,종속
변수는 증상경험(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과 건강관련 삶의 질(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피어슨 상관분석,일원배

치분산분석,T 검정,Mann-Whitney검정,Kruskal-Wallis검정,phost-hoc검정,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간에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증상빈도의 관련요인은 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심리사회적 고통이었고,증상

강도의 관련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이었으며,증상고통의 관련요인은 동거가족의
유무,심리사회적 고통이었다.
3.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

적 고통과 증상빈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매개효과가 있었고,심리사회적 고통
과 증상강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이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고통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이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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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었다.
4.증상경험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는 다음과 같다.증상빈도는 심리사회적 고

통에 의해 25.7%,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에 의해 5.6% 설명되었고,증상강도는 심
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6.4% 설명되었으며,증상고통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7.1% 설명되었다.
5.신체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

고통이었고,심리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임신계획 유무,심리사회적 고통,가족지
지,저요오드 식이이행,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이었으며 사회적 안녕의 관
련요인은 연령,직업유무,임신계획,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빈도,증상강도,
증상고통이었고,영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종교유무,직업유무,증상강도이었다.
6.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는 다음과 같다.신체적 안녕은 증

상빈도에 의해 49.6%,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10.3%,그리고 수입(월소득 100만
원 미만)에 의해 1.9% 설명되었고,심리적 안녕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39.5%,
저요오드 식이이행에 의해 3.0%,그리고 가족지지에 의해 1.1% 설명되었다.사회
적 안녕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53.8%,수입(월소득 100만원 미만)에 의해
6.4% 설명되었고,영적안녕은 종교 유무에 의해 27.0%,직업 유무에 의해 7.8%,
증상강도에 의해 3.2% 설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
인과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추후 갑상선암 환자를 위한 중재방안 개발 시 심리
사회적 고통과 증상을 완화하고,가족지지를 강화시켜 주며 저요오드 식이이행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갑상선암,증상경험,건강관련 삶의 질,혈청 TSH,혈청 Tg,심리사회적

고통,가족 지지,저요오드 식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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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의 5대 사망원인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뇌혈관질환,사고,심장질환,간
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악성 신생물로 인한 사망은 사망률 1위
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4).지난 10년간의 암 사망률 추
이를 보면 위암과 간암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6명,-0.7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폐암은 9.3명,대장암 6.0명,췌장암과 전립선암은 각각 2.3명씩 증가하고
있고,갑상선암은 1997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7.97명이 증가하였다.1995년부터
2003년까지 암환자 증가현황에서도 대장암 4.2배,유방암 3.9배에 이어 갑상선암은
3.6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04).갑상선암은 국내 전체
암환자 발병률 중 6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으로서(통계청,2002),미국의 경우
2005년 한 해에만 약 25,690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매년 인구 10만명당 2%가
증가하고 있다(AmericanCancerSociety,2005;EMEA,2005).갑상선암은 세포의
분화 정도에 따라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구분되는데,분화 갑상선암은 요오드를
섭취한다든지,세포막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하 TSH라 함)수용체를 발현하면서
TSH에 의존적인 성장을 하는 등 정상 갑상선 세포가 지니는 분화된 성질을 상당
히 많이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다른 암에 비하여 예후가 매우 좋다(Botella-
Carretero등,2003;조보연,2001).장기 생존 암환자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Ferrell등,1995)갑상선암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분화 갑상선암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약 90%(Veroux,Fazzi,Cavallaro,
Veroux,& Cannizzaro,1997),5년 생존율은 약 97%이나(American Cancer
Society,2005)이처럼 다른 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존율 때문에 이들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분화 갑상선암일 경우 우선 가능한 한 양측성의 적극적인

수술을 시행한 후 일상적으로 방사성 옥소(Iodine-131)를 구강 투여하여 잔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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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괴한다.갑상선 제거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면서 내인성 TSH의 분
비를 억제한다.그리고 재발이나 전이를 발견하기 위해 평생 꾸준한 검사를 받아
야만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유전자 재조합법으로 만든 사람
의 TSH(rhTSH)를 투여한 후 혈청 티로글로불린(이하 Tg라고 함)치를 측정하고,
방사성 옥소 전신 스캔(이하 I-131WBS이라 함)을 시행하며,재발 혹은 전이가
발견되면 고용량의 방사성 옥소 치료를 다시 받는다.갑상선의 위치상 림프절 및
경부내 타 조직 전이가 많고,재발이 흔한 편이기 때문에 진단 초기에는 4～6개월
마다,완치 후에도 매 1년마다 I-131WBS이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이하 PET라
고 함)을 통해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필요 시 재수술 및 반복적인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게 된다(송영기,김원배,홍석준,류진숙,문대혁,2002).이
상과 같은 치료 및 검사과정을 겪으면서 분화 갑상선암 환자는 진단 후 1년 이내
에 가장 많은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갖게 될 수 있고,특히 갑상선 호르몬
중단 중에 삶의 질에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며 또한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Manole,Schildknecht,
Gosnell,Adams,& Derwahl,2001),직장생활,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삶의 질을 저
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증상경험을 한다(Dow,Ferrell,& Anello,1997;Crevenna
등, 2003;Botella-Carretero등,2003;정재훈 등,2002).갑상선암의 발병 연령이
가정과 사회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0대 전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조보연,2001),갑상선암의 예방과 치료,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에 대
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 및 사회적 관
심은 매우 부족하다.특히 간호학 분야에서 갑상선암 환자 간호가 미온적인 것은
방사성 옥소치료가 납 차폐 시설,방사능 오염물 분리 정화 시설 등이 잘 갖춰진
병실이 있고,핵의학과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로 이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정기적인 교육을 받았
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로 인하여 방사성 옥소치
료 환자 간호를 기피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시간 단축을 위해 기본 설명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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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날로 증
가하는 갑상선암 환자와 암 환자 치료 분야에서 핵의학 분야의 발전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전세계적으로 폐암,유방암,자궁암,전립선암과 같은 암환자의 삶의 질과 증상
경험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이에 비해 비교적 유병률이 낮
고,생존기간이 긴 갑상선암 환자의 심리상태,증상,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드문 편이다(Stajduhar등,2000).국외에서도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가 5편
있었고(표 1),갑상선암 환자로서의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파악한 연구가
2편 있으며(Dow,Ferrell,& Anello,1997;Stajduhar등,2000),그 외는 주로 갑상
선 기능저하 시 신체 증상,기분,인지 기능 상태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을 뿐이
다.국내에서는 갑상선암 환자에 관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활발하지만 갑상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고,간호학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방사성 옥소 치료 환자의 심리 및 신체적 불편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한 편 있을 뿐이다(손성미,2005).이와 같이 선행연구 중 국내 갑
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밝힌 연구가 없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
의 목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중범위 이론(middlerangetheory)은 범 이론(grandtheory)보다 범위,추상성,
검정력 측면에서 간호 실무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Lenz,Suppe,Gift,Pugh,&
Milligan,1995).이런 측면에서 피로와 호흡곤란 이론을 합성하여 개발되기 시작
한 불쾌증상이론은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수정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처치를
개발하기 위한 예방적 중재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Lenz등(1995)과 Lenz,Pugh,
Milligan,Gift,& Suppe(1997)는 불쾌증상이론을 통해 만성 폐질환자,암 환자 등
의 증상경험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이 모델에 따르면 대상자의 생리적,
심리적,상황적 요인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으면서 증상의 세 가지 속성,즉 증상
빈도,증상정도,증상고통,증상의 질에 영향을 주어 대상자의 총체적인 증상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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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며 증상경험은 대상자의 수행능력(performance)에 영향을 준다.증상 또
는 증상고통은 암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McClement,Woodgate,& Degner,1997).따라서 본 연구에서 불쾌증상이론
을 근거로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의 영향요인과 증상경험간의 관계를 확인하
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암환자의 삶의 질 연구모델들(Padilla& Grant,1985;Ferrell,Grant,
Padilla,Vemuri,& Rhiner,1991;Ferrans& Powers,1992;Cella,1994)은 각각 하
위범주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해석의 기
준을 정하기가 어렵다.Ferrell등(1991)의 암환자의 삶의 질 모델,일명 Cityof
HopeQOLmodel은 삶의 질을 주관적이고 환자의 자가보고에 기초를 둔,항상
변화하고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이 모델에서 삶의 질은 신체적
안녕과 관련 증상,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 4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
어 있다.이에 본 연구는 Lenz등(1997)의 불쾌증상이론과 Ferrell등(1991)의 암환
자의 삶의 질 모델을 근거로 갑상선 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
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
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2.갑상선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요인을 분석한다.
3.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4.갑상선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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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갑갑갑상상상선선선암암암 환환환자자자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분화 정도가 좋은 분화암과 그렇지 못한 미분화암으로 구
분된다.분화 갑상선암에는 유두암,유두상 여포암,여포암 등이 포함되며 갑상선
암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조보연,2001).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전문의에
의해 분화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및 방사성 옥소치료를 받은 후 추후관리
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222...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증상경험이란,증상의 빈도,증상의 강도,증상으로 인한 고통,증상의 질을 의

미한다(Lenz등,1997).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환자 면담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하고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갑상선암 환자의 주요 증상 10개에 대해 측
정된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 점수를 의미한다.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증
상경험이 큼을 의미한다.

333...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이란,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
표,기대,규범,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다(WHO,1993).Ferrell,Grant,& Padilla(1991)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신체적,심리적 고통의 예방과 완화,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지지망의
보조이라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Dow,Ferrell,& Anello(1997)등이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인 TheQOL-THYROID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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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문헌은 갑상선암의 특성과 암환자의 삶의 질,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
인에 대해 살펴보았다.갑상선암은 여러 유형 중 갑상선암의 95% 이상을 차지하
는 분화 갑상선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AA...갑갑갑상상상선선선암암암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갑상선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은 갑상선종(goiter),갑상선결절(thyroid nodule),
갑상선암(carcinomas)에서 공통적인 관계가 있는 현상이다.정상 혹은 분화암의 갑
상선 세포증식은 TSH와 insulin/IGF-I등의 호르몬들에 의해 조절되며,TSH는
cAMP를 통하여 갑상선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서재미,송민호,노홍규,2002).또한 갑상선암의 발생과정에는 RAS나
RET/PTC와 같은 유전자의 결함이 작용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이가희,2005).갑
상선 결절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약 4~7%에서 발견되며,이 중 갑
상선암의 빈도는 약 5~10%이다.미국의 경우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대략
97% 정도이며,환자의 ⅔가 20~55세에 진단을 받고,연간 인구 10만명당 약 2%의
증가율을 보인다(AmericanCancerSociety,2005;EMEA,2005).초기 갑상선 결절
을 진단하는데는 미세침흡인술과 초음파 검사가 이용되고,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암 조직으로 의심될 때는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갑상선 스캔[I-131WBS]이 이용되
고 있다(궁성수,2000).

갑상선암을 세포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악성종양(malignantlesions:papillary,
medullary,anapalsticcarcinoma),양성병변(benignlesions:adenomatousnodular
goiter,thyroiditis),여포성 병변(follicularlesions)으로 분류되며(성천기,오상훈,
김상효,1999),세포의 분화 정도에 따라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구분된다.대표적
인 분화 갑상선암이 유두상암과 여포암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약 9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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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매년 약 17,200명이 분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일년에 약 12,00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최원식,2002).분화 갑상선암은 대개 정상 갑상선 여포
세포의 특성,즉 요오드를 섭취하고,세포막에 TSH 수용체를 발현하면서 TSH에
의존적인 성장을 하며,Tg를 생산하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사성 옥소 치료나 갑상선 호르몬 억제요법 등의 치료
를 할 수 있고,방사성 옥소 전신 스캔과 Tg의 측정으로 재발여부를 진단할 수 있
어 다른 갑상선암에 비하여 예후가 좋은 편이며,분화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약 90%이다(Veroux,Fazzi,Cavallaro,Veroux,& Cannizzaro,1997).분화 갑상선
암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악성 종양의 예후인자(TMN stage등)가 큰 의미가
없으며,갑상선 종양 특유의 예후 인자들(연령,성별 등)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분화 갑상선암도 병기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증상을 경험하게 하면서 재발을 방
지하고,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두상암은 갑상선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악성 종양으로(AmericanCancer
Society,2005)림프절 전이를 잘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 시 90% 이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다.재발이 가장 흔한 부위는 경부 림프절이며 따라서 수술 시 처음부터
근치적 수술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이성자,박범석,김준식,박주섭,
2003).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10~25%를 차지하는 악성종양으로,주위 림프
절로 전이되는 경우는 13% 이하의 낮은 빈도를 보이나 혈관침습 및 혈행성 전이
경향이 있으며 처음 진단 시 3~33% 정도의 골,폐 등에 대한 원격전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이로 인해 10년 생존율이 약 70% 정도로 유두상암보다 낮고,종양
의 혈관 및 피막 침습,주위조직 침습 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 예후의 차이를 보
인다(American CancerSociety,2005;박해린,이상달,남석진,오영륜,양정현,
2000).

갑상선암의 병기 분류는 가장 최근에 제시된 pTNM 분류법이 있으나 이는 45
세 이하 젊은 연령이면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환자를 1기로 분류함으로써 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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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자의 재발 위험성을 적절히 나누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송영기,김원배,홍석
준,류진숙,문대혁,2002).대체로 아래와 같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분화 갑
상선암 병기 분류 기준이 많이 사용되고,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였다.

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원칙은 수술이며 최선의 치료는 수술 후 방사성 옥소 치
료이다.현재 통용되는 치료 방법은 가능한 한 양측성의 적극적인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 4～6주 후에 방사성 옥소(I-131)를 경구 투여하여 잔여조직을 파괴하는 방
사성 옥소 치료(radiationremnantablation)를 받는 것이다.이후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 제제(thyroxine;T4)을 복용하여 내인성 갑상선자극호르몬(endogeneous
TSH) 분비를 억제하는 갑상선호르몬 억제요법(thyroid hormone suppression
therapy;THST)을 받게 되고(Mazzaferri& Kloos,2001),6개월 후에 I-131WBS을
하여 재발 혹은 전이를 확인한다.갑상선 전절제술(totalthyroidectomy)과 방사성
옥소치료를 받은 환자일 경우에는 Tg측정과 I-131WBS,경부 초음파검사(neck
ultrasound)가 가장 확실한 갑상선 조직 확인 방법이다(Pacini,2002).최근에는
PET과 CT와의 융합 영상을 얻어 생화학적 영상과 해부학적 영상을 함께 분석하
는 fusionPET(PET/CT)이 사용되고 있다(정준기,2004).잔여 조직이 남아 있거
나 원격전이가 확인되면 재차 I-131치료를 시행하며,I-131WBS상 갑상선 조직이
나 전이 부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복한다.I-131WBS상 잔여조직이 없으면
T4 억제요법을 실시하며,약 6개월마다 다시 I-131WBS을 실시하고,잔여조직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는 I-131WBS은 1,2,4년 후에 시행하고,계속 정상이면 4
년마다 I-131WBS을 한다.Tg는 매년 측정하고 경우에 따라 혈청 TSH 및 유리
T4를 같이 측정한다(조보연,고창순,2000).

1기 2기 3기 4기
종양크기(최대직경,cm) <1.5 1.5-4.4 4.5≤ 모든 크기
갑상선 침범 정도 or한엽 or두엽 or전체 모든 경우
국소침입 무 무 유 모든 경우
원격전이 무 무 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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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후 T4투여 도중 Tg의 농도 변화는 T4투여를 중단하거나 유전
자 재조합으로 만든 사람 갑상선호르몬(rhTSH)을 투여하여 혈청 TSH를 상승시킨
후에 더욱 뚜렷이 관찰된다(박영주,2004).따라서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 측정을
위해서는 검사 3주 전부터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를 중단하고(THST),검사 전 2주
동안 저요오드식(low iodinediet)을 유지한다.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갑상선 기
능저하(hypothyroid)상태가 되며 내인성 갑상선 자극호르몬이 상승한다. 저요오
드 식이란 하루 평균 약 100μg이하의 적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이다.이런
준비 끝에 상승된 TSH(보통 30μgU/mL 이상)는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thyroid
remnant)이나 재발된 갑상선암 조직을 자극함으로써 이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되며 재발 혹은 전이병소가 발견되면 고용량의 방사성 옥소를 투여하여 치료한다
(최원식,2002).

갑상선 절제 범위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한군택,1999;Kouvaraki,
Shapiro,Lee,Evans,& Perrier,2005),최근 경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극적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우선 갑상선암이 대부분 다발성이고,갑상선 내에서 림프
성 침범이 많고,피막을 침범하거나 갑상선 조직 외로 확장된 경우가 많으며,수
술 후 30~87.5%라는 많은 경우에서 잔여 갑상선 조직에 미세 잠재 암이 존재하거
나 재발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보존 수술 시 반대측 엽에서의 재발률이 15~20년
추적검사에서 5~10%나 되고,잔존 미세암 중 1% 정도는 미분화암으로 전환할 가
능성이 있으며,갑상선암 또는 정상 잔여조직은 옥소 농축 능력이 있어 I-131투여
로 높은 치료성공률을 얻을 수 있고,갑상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Tg측
정,또는 I-131WBS을 이용한 재발한 암이나 전이된 암에 대한 추적검사가 용이
하며,I-131치료 시 필요 없는 방사선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홍성운,
2000;송영기 등,2002;한군택,1999;Arem,Padayatty,Saliby,& Sherman,1999;
Hollinsky,Kober,Hermann,Loicht,& Keminger,1990;Asai등,1993;Dzodic,
Markovic,Inic,Milovanovic,Pupic,& Javanovic,2003).갑상선 절제술 후 옥소를
투여하여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찍은 경부 I-131스캔에서 갑상선 부위에 방사능
의 국소적 섭취가 없고,옥소섭취율이 0.2% 이하이며,Tg가 10ng/ml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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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갑상선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본다.현재 외과적 수술로는 약 6%에서만 갑상
선이 완전 제거되며 약 85%는 국소 부위에서 I-131농축을 보인다(홍성운,2000).

갑상선 아전절제술 혹은 갑상선 전절제술의 주요 합병증은 부갑상선 기능저하
증과 반회후두신경 손상이다.특히 경부근치술을 시행하는 경우 합병증의 빈도가
높다.그러나 최근 수술기법의 발달로 갑상선 전절제술 후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빈도는 1.5%에 불과하고,암 침범으로 의도적으로 반회후두신경을 희생시킨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반회후두신경 마비도 매우 드물다(조보연,고창순,2000).분화 갑상
선암은 예후가 가장 양호한 악성종양 가운데 하나이지만 일부 환자는 사망한다.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격전이로 인한 치료실패 때문이
다.따라서 원격전이를 미리 예측하고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
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안병철,배진호,정신영,이재태,이규보,2003;신
영구,정인수,이한효,정춘희,강성준,2003).

방사성 옥소 치료는 1941년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를 대상으로 Massachusetts
GeneralHospital에서 처음 시도하였고(배상균,2001),갑상선암 환자 대상으로는
1940년대 Seidlin등에 의해 분화 갑상선암 치료에 I-131이 도입되었다(김유경 등,
1997).1951년에는 Coliez등에 의하여 최초로 전이된 갑상선암을 성공적으로 치료
한 예가 보고되었고,이후 방사성 옥소 치료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일으키는 원
인 질환이나 갑상선암 치료 등 다양한 갑상선 질환에 이용되었다(김목현,1996).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저위험군 및 고위험군 모두에서 수술 후
방사성 옥소로 잔여 정상 조직을 파괴한 경우에서 방사선 옥소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재발률 및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Tuliana,1982).또한 고식적인 저
용량 치료환자에 비해 고용량 치료 또는 최대허용선량 치료법이 환자의 완전 치
유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준 등,2002).그러나 모든 악성 갑상선 종
양이 I-131을 섭취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follicularcarcinoma만 I-131을 섭
취하는 능력이 있다(안병철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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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된 I-131은 주로 타액과 소변으로 배설된다.따라서 치료의 부작용으로 타액
선의 염증이 가장 많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으며 방사능에 의한 방광의 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야 한다.광범위한 골 전이가 있을 때
I-131을 대량 투여한 예에서 일시적으로 골수억제가 일어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임신중,수유중에는 방사성 옥소 치료는 절대 금기이
다.많은 환자가 방사성 옥소를 투여 받았으나 초창기에 우려하였던 백혈병,갑상
선암의 발생 또는 유전자 변이와 같은 합병증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방사성 옥소의 치료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장기간의
합병증으로 백혈병의 가능성이 있으나 1Ci이상 투여 하였을 때만 위험성이 있
으며,기타 소년,소녀기에 치료받은 환자에 있어서 불임,유산,조산 및 기형아의
출생 등의 빈도도 정상인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조보연,고창순,
2000).

이상과 같이 문헌을 고찰한 결과 갑상선암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로 현재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 중 하나이며 생존 자체에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평생동안
검사와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서의 특성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BBB...암암암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고대시대부터 인간은 행복,안녕,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이는 인간
이 신체는 물론 정신,사회,영적으로 통합된 총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노력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모색이 여
러 학문 분야의 중심 목표가 되고 있다(이상열,최석채,나용호,2001).삶의 질이
란 용어는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도입된 미국의 사회지표에서 유래되었다
(Campbell,Converse,& Rodgers,1976).처음 이 개념은 사회학자,정책 결정자들
에 의해서 사회,경제적인 기록과 감시를 위해 개발되었고,60년대와 70년대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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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었으며,오늘날 인간의 삶의 질 또는 행복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 이해
되고 있다(김동일,심재웅,강철인,1981).그러나 사회 지수 같은 객관적인 삶의
질 평가는 실제적인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없고,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삶
의 질이 중요하다는 개념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런 주관적인 삶의 질의 변
수들은 심리적 지표로 표현되기도 하였다(Baker& Intagliata,1982).오늘날 대부
분의 삶의 질 정의에는 신체적 건강상태,기능,심리상태,안녕,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및 직업 상태,종교적 혹은 영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며(Joyce,1987),자아
기능과 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Dunbar,Stocker,Hodges,&
Beaumont,1992).삶의 질은 특히 생명 과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
어 왔다.이는 환자,의사,제약회사,국가 등 모든 차원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국가에 있어서 삶의 질에 대한 자료는 건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Spilker,1996;Szalai,1980).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그 내용과 측정 방법,사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그 이유는 삶의 질의 서로 다른 맥락,사람마다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삶의 질이란 용어 자체가 고도로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가치
와 철학적 문제들이 정의와 연계되어 있는 복잡성 때문이다(Baker& Intagliata,
1982).타당도가 높은 삶의 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질의 정의
가 필요한데 지난 이십년간 암환자의 삶의 질을 정의하고 기술하는데 있어 학자
간의 동의가 부족하였다(Aaronson,1990;King,Haberman,Berry,Bush,Butler,
Dow,etal.,1997).임상에서는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health-relatedquality
oflife;HRQOL)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는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
하고,암,만성 질환 등이 가족과 보건체계,사회에 부담이 되면서 이런 질환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Borgaonka,& Irvine,2000;Carter,1989;
Padilla,Ferrell,Grant,& Rhiner,1990;Pedro,2001).한편 기초적인 생리적 기능
과 정신사회적 문제와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건강관련 삶의
질 패러다임에 반영되고 있다(Schipper,Clinch,& Olweny,1996).Ferrell,Grant,
& Padilla(1991)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신체적,심리적 고통의 예방과



- 13 -

완화,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유지,지지망의 보조이라고 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기저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가정 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가 내린 건강의 정의를 빌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이며,삶의 질(QOL)이란,“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기대,규범,관심과 관련하여 인생
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다(WHO,1993).건강관련 삶
의 질은 다차원적(multidimentionalormultifactorial)이고,주관적(subjective)이고,
한시적(temporal)이다(Dunbar,Stoker,Hodges,& Beaumont,1992;deLateur,
1997;Borgaonka,& Irvine,2000;Rose& Yates,2001).

처음 삶의 질 측정은 신체적 기능,경제수준,성 기능 등 한 가지 영역만으로
측정하였으나 최근 들어 삶의 질의 다면적 특성이 개념화되고,삶의 질 정의에도
이런 측면이 반영되면서 다양한 삶의 질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다(Spilker,1990;
U.S.DepartmentofHealth and Human Services,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InstitutesofHealth,1990;Ferrans,1990;Grant,Padilla,& Ferrell,
1990).간호학에서도 삶의 질을 다면적인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Ferrans(1990)는
삶의 질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행복/만족,개인의 목표 달성,사회적으
로 “유용한”삶을 이끄는 능력,실재적 또는 잠재된 신체적/정신적 수행능력 등 5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Cella(1994)는 신체적,기능적,정서적,사회적 안녕으로
구분하였으며,Grant,Padilla,& Ferrell(1990)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모
델에서 삶의 질을 신체적 안녕과 관련 증상(physicalwell-beingand associated
symptoms),심리적 안녕(psychologicalwell-being),사회적 안녕(socialconcerns),
영적 안녕(spiritualwell-being)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최근에는 삶의 질의
영적 안녕이 강조되고 있다(King,Haberman,& Berry,1997;Ferrell,Grant,&
Padilla,1991;Ferrell,1995).본 연구에서는 Grant,Padilla,& Ferrell(1990)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하위 범주인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안녕 4개 영역을 건강
관련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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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삶의 질 측정도구는 측정 범위에 따라 전반적(global),일반적(generic),또
는 질병 특이적(diseasespecific)도구 세 가지로 구분된다.전반적(global)평가 도
구는 전반적인 기능을 요약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시행이 용이한 대신 기능 이상
이 있는 특정 영역을 밝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일반적(generic)평가 도구는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건강과 안녕감의 여러 측면을 강조하는 특징
이 있어 다양한 집단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기능 이상을 수량
화 하지 못하고 기능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theSicknessImpactProfile(SIP),theNottingham Health Profile,theMedical
OutcomesStudyShortForm-36(MOSSF-36)이다. 질병 특이적(diseasespecific)
평가 도구는 특정 질환을 가진 집단은 다른 질환을 가진 집단에 비해 특이한 문
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따라서 연구자에게 질환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주며 건강상태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Aaronson,1991;Irvine,1996).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
라는 특정 대상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 목적에 맞도록 갑
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질병 특이적 삶의 질 도구(diseasespecificQOL
tool)인 Dow,Ferrell,& Anello(1997)의 theQOL-Thyroidscale을 사용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질병과 관련된 요인(현재의 질병상태,치료효과,치료의
부작용 등)과 질병과 무관한 요인(대상자의 성격,대처방식,자아존중감,학습정보
의 자원성,사회적 지지,인지 기능 등)모두가 영향을 준다(Pedro,2001;Irvine,
1997;Dirksen,1989;Wills,1985).우울증이나 정신과적 장애도 영향을 줄 수 있다
(Moyer,& Fendrick,1998).그 외 자료수집 장소가 몇 차 의료기관인지도 자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고,연령과 성별에 따른 건강 지각의 차이로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대상자의 삶의 질에 대해 누가 응답하였는지도 영
향을 줄 수 있다(소향숙 등,2004;이상열 등,2001).이상과 같이 삶의 질은 수많
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들 중 진단,가족력,소인,의학적 치료 같은 요
인들은 간호중재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반면에 환경,환자와 가족에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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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정보,개인적 또는 사회적 이슈,증상관리,간호중재와 같은 요인들은 간호사
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암환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 연구가 다수 보고 되기 시작하였으나 유방암 환자 등 특정암에 치중되거나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많았고,갑상선암 환자 단독 대상의 연구는 없
었다(Lee,2002;장군자 등,1996;김매자,1994).따라서 갑상선암 환자 간호 영역
의 보완과 확장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암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적 모델은 Ferrell등(1991)의
CityofHopeModel과 Ferrans& Powers(1985)의 QOLmodel이 있다.이 둘은
모두 초기에 삶의 질의 영역을 정의하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다.이외에
간호과정과 삶의 질 영역의 관계를 설명한 Padilla& Grant(1985)의 이론적 모델
이 있으며,Ferrans(1990)가 삶의 질의 영역을 개념화한 개념적 모델이 있다.이상
의 모델들은 삶의 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다면적인 측면과 주관성을 잘 반영
하고 있지만 삶의 질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 모
델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따라서 향후 삶의 질을 해석하기에 보다 적합한
이론개발이 요구된다.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4개 영역을 Ferrell등(1991)의 모
델에 근거하여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으로 구성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는 신체증상(McMillan& Small,2002;Schreier& William,2004),우울(Sarna등,
2005;Lovejoy,Tabor,Matteis,& Lillis,2000;Bennett& Badger,2005;Valente&
Saunders,1997),불안(Schreier& Williams,2004),스트레스(Nuamah,Cooley,
Fawcett,& McCorkle,1999),경제상태(Nuamah,Cooley,Fawcett,& McCorkle,
1999),치료 후 경과시간(Rose & Yates,2001),결혼상태(Nuamah,Cooley,
Fawcett,& McCorkle,1999;Schulmeister,Quiett,& Mayer,2005),교육정도
(Schulmeister,Quiett,& Mayer,2005),성별(Nuamah,Cooley,Fawcett,&
McCorkle,1999),연령(Sarna등,2005;이인숙,2005;Nuamah,Cooley,Fawc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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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orkle,1999),종교,가족형태,희망(오복자,1997),자아존중감(오복자,1997),
질병의 의미(Sarna등,2005),동반 질환(Sarna등,2005),성 정체성,상실감,배우
자의 지지,전문가의 지지,대응 행위,지각된 건강상태/민감성/심각성(오복자,
1997),병기(이인숙,2005),불확실성 정도(이인숙,2005)등이 있다.그러나 각 요인
간의 포괄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삶의 질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
혼용되어 사옹됨으로써 건강관련 삶의 질 설명의 문제점이 있다.

CCC...갑갑갑상상상선선선 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갑상선암은 생존율과 삶의 질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악성 종양의 예후인자
(TNM stage)가 큰 의미가 없으며,갑상선 종양 특유의 예후 인자들(연령,성별,경
과기간 등)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헌을 통해 나타난 방사성 옥소 치
료 및 갑상선 제거수술과 관련된 증상 및 심리적,인지적 기능 변화는 갑상선염
(임상무 등,1989;Pan,Tan,& Guan,2000),구강건조증(Mendoza등,2004;조보
연,고창순,2000;임상무 등,1989),침샘염 또는 부종(Pan,Tan,& Guan,2000;
Kita등,2004;Mendoza등,2004;임상무 등,1989),식욕상실(Kita등,2004),오심
(임상무 등,1989;조보연,고창순,2000;Pan,Tan,& Guan,2000;Kita등,2004),
구토(Pan,Tan,& Guan,2000;Kita등,2004),설사(임상무 등,1989;조보연,고창
순,2000;Pan,Tan,& Guan,2000),위통(임상무 등,1989;조보연,고창순,2000;
Pan,Tan,& Guan,2000),혈소판 비정상(Pan,Tan,& Guan,2000),백혈구 감소
증(Pan,Tan,& Guan,2000),미각변화(Kita등,2004;Mendoza등,2004),두통
(Kita등,2004;Larisch등,2004),피로(Mendoza등,2004;Meier등,1994),체중
증가(Mendoza등,2004),발성장애(조보연,2001),수술 부위의 상흔(Huang,Lee,
Chien,Liu,& Tai,2004),우울(Larisch 등,2004;Constant등,2001),불안
(Constant등,2001;Denicoff,Joffe,Lakshmanan,Robbins,& Rubinow,1990),슬
픔(Denicoff등,1990),기억력 감퇴(Larisch등,2004;Burmeister등,2001)등이다.



- 17 -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sequentialT4,T3등 갑상선 호
르몬 투여 중단과 연관된 세 시기의 기분과 인지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Denicoff등,1990)갑상선호르몬 투약을 중단했을 때 슬픔과 불안 점수가 높았고
T4와 T3에 따라서는 기분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Schultz,Stava,&
Vassilopoulou-Sellin(2003)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 518명(이 중 80.5%는 방
사성 옥소 치료도 받음)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3분의
2(64.5%)가 암 발생 후 성별과 치료기간에 따라 생긴 문제들,즉 신경학적,근골격
계,심리적 문제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들은 다른 암 환자들에 비해서 기억력
감퇴와 심리적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였고,다른 암 환자나 일반인들보다도 편두통
과 두통을 많이 호소하였다.가족과 직업 면에서 보면 대개는 사회생활을 잘 해
나갔으나 응답자의 24.5%는 갑상선호르몬 불균형 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
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기억력 장애(defective memory),심리적 기능 저하
(psychomotorslowing),및 우울(depression)과 관련이 있으나 갑상선 기능 상태
와 인지기능 및 심리적 장애(cognitiveorpsychiatricdisturbances)와의 관계는 아
직까지 불분명하다.Burmeister등(2001)은 13명의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
선호르몬(levothyroxine)을 복용할 때와 갑상선 호르몬을 끊은 후에 신경심리학적
검사(기억,기분,주의 집중 정도를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levothyroxine
을 복용할 때의 평균 thyrotropin(TSH)농도는 0.56±0.76인데 반해 갑상선 기능저
하 상태일 때의 평균 thyrotropin(TSH)농도는 69±33mU/L이었고,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 동안 평균 Beckdepressionscore(15.31±9.41)는 투약중일 때의 우울 점
수(7.31±4.8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에서 우울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력,집중력,사고
력,각성력,및 동기부여 정도도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나타
났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기억력 회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p=0.0034),이 효과는 우울이나 실무 효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갑상선 상태
는 단기 기억,언어 학습,정보처리 속도,또는 주의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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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등(2001)은 PET과 심리 측정 도구(psychometricscales)를 사용하여 갑
상선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정상 갑상선 기능상태일 때와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일 때의 우울과 불안,심리적 기능 저하(psychomotor
slowing)정도를 조사하였다.그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일 때는 국소적인 뇌
혈류가 광범위하게 감소하였고(23.4%,p<0.001),뇌의 당 대사도 감소하였으며
(12.1%,p<0.001)구체적인 병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상자들은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일 때에 보다 더 우울하고(p<0.001),불안하고(0<0.001),심리적 기능
이 저하된(p<0.005)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혈관을 따라 분포한다.부교감신경은 미주
신경(vagusnerve)으로부터 나와 상후두신경(superiorlaryngealnerve),반회후두
신경(recurrentlaryngealnerve)의 분지로 갑상선에 분포한다(조보연,2001).따라
서 갑상선암 수술 후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인 발성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갑상선암 치료의 또 다른 주요 치료법
중 하나인 방사성 옥소 치료 후 약 20%의 환자에서 방사선 갑상선염(radiation
thyroiditis)이 발생하는데 I-131투여 4일 후 목이 붓고,연하곤란,갑상선 압통,일
시적 갑상선중독증 등을 호소하였다(임상무 등,1989).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
과성이나 심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가 필요하다.약 12%에서는 급성
혹은 만성 타액선염이 발생하며 고용량 치료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 대개 1주일
정도 지속된다.그 외에도 환자들은 구강건조증(xerostomia),오심,혀의 통증,위
장관 장애,미각소실 등을 경험한다(임상무 등,1989;조보연,고창순,2000).
Mendoza등(2004)은 57명의 분화 갑상선암 환자(치료기간 중앙값 19.3개월,평균
치료선량 154.7mCi)로부터 방사성 옥소 치료 후 단기간에는 미각 변화(26.3%),급
성 구내건조증(21.1%),급성 타액선염(15.8%)이 관찰되고,장기적으로는 만성 구강
건조증(35.3%),피로(54.4%),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체중 증가(24.6%)가 있음
을 관찰하였다.Kita등(2004)은 갑상선암 환자 71명에게서 방사성 옥소(I-131)치
료를 받은 지 96시간 이내에 소화기 장애(65.2%),통증을 동반한 타액선 부종
(50.0%),미각 변화(9.8%),두통(4.4%)등의 단기 부작용이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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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소화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domperidone을 복용하고
있었고,침샘으로부터 빨리 방사성 옥소를 배출하기 위하여 신 맛 나는 음식을 먹
도록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다.소화기 장애는 방사성 옥소를 55.5MBq/kg이상
복용하고 TSH치가 상승되었을 때 유의하게 증가되었고,체중과 TSH가 의미 있는
요인임이 밝혀졌고,통증을 동반한 타액선 부종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많이
호소하여 성별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미각변화나 두통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Larisch등(2004)은 분화 갑상선암 또는 갑상
선 기능항진증으로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은 2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분 정도
를 조사한 결과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환자 그룹이 갑상선 기능 정상인 그룹
(11±5)이나 기능 항진인 그룹(11±7)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17±7,p<0.001)를 보
였다.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연령,성별과 관련이 있었다.

그 외에도 뇌,척추,기도에 전이가 있는 경우 종양 출혈 및 부종이 발생해 환
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폐전이가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폐섬유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골수 억제가 발견되지만 임상적인 의의는 없다고 한다.여자에서
는 일시적인 난소기능 장애로 무월경 혹은 성선자극호르몬 상승이 관찰되기도 하
고,남자는 고환장애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그러나 장기적 불임증은 드
물다.방광암,백혈병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I-131치료를 주저할 만
큼 빈도가 높지는 않다(조보연,고창순,2000).

갑상선암 제거 치료를 받은 이후 환자들은 재발 및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한 검
사를 위해 저요오드식을 하여야만 하는데,이 때 환자는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가
되므로 몸이 여러모로 힘들고 신경질적이 된다.4분의 1정도의 환자에서 갑상선
저하 증상 때문에 일을 못할 수도 있다.한편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함으로써 허혈
성 심질환(ischemicheartdisease)또는 점액수종성 정신증(myxedemapsychosis)
이 일어날 수도 있다(최원식,2002).이러한 부작용을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미국에서는 투약중단이나 저요오드식을 하지 않고 rhTSH를 투여한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Meier등,1994;Berg,Lindst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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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rkula,& Jansson,2002).그러나 국내에서는 안정성,진단,환자의 삶의 질에
유익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인 문제가 있어(Blamey,Barraclough,
Delbridge,Mernagh,Standfield,& Weston,2005)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다만
갑상선 기능저하 상태로 지내는 기간을 줄이고자 검사 4주전부터 2주간은
levothyroxinesod.(Synthyroidtab.)대신 liothyronine(Tetroninetab.)을 복용하게
하고 2주간만 투약을 중단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중단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조
사한 연구가 외국의 경우 몇 편 있으나(Meier등,1994;Dow 등,1997;Botella-
Carretero등,2003)사용된 삶의 질 도구가 대부분 SF-36,NHP,POMS같은 일반
적(generic)도구였고,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질병 특이적 도구를 사용
한 사례는 Dow 등(1997)뿐이었다.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갑상선 호르몬 제
제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발생된 갑상선 기능저하가 삶의 질 및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친다(Botella-Carretero등,2003).그러나 Burmeister등(2001)은 기억,응답 반응
이 느려지고,집중력,사고력,정신상태,동기화가 떨어지지만 WaisDigitSymbol
Test에서는 갑상선 기능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반면에
투약중단이 끝난 4일~1주일 후 환자에게서 혈청 FT4와 FT3는 정상이지만 NHP,
SF-36점수는 낮게 나타나,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암에 대한 공포,악성종양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심리상태가 이들의 삶의 질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Botella-Carretero등,2003).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 결과 갑상선암 환자의 삶은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로 인
한 증상관리의 어려움이 있고,암환자로 장기 생존함으로써 영향 받는 심리적 영
향 등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이 다른 암 환자에 비해 묵과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단계의 연구가 진행되어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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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도,국가) 삶의 질 도구 연구대상 기타 측정변수 연구결과

Dow 등
(1997,USA)

CityofHope
QOL-thyroid
version,1997

갑상선호르몬
복용중단환자
(n=34)

FACT-G

새로 개발한 QOL-thyroid scale도구 검
증:신뢰계수는 r=.78,FACT-G와 비교시 구
성 타당도 있음.중요한 네 시기마다 신체적,
심리적,사회적 안녕 점수의 변화가 있음.신
체 증상은 갑상선호르몬 중단과 관련이 있음.

Crevenna등
(2003,Austria)

HRQOL(SF-36)
수술,방사성
옥소치료환자
(n=150)

진단시기,연령,성별

진단후 1년 이내에는 생동력,신체적 역할,
정신 건강,정서적 역할,사회적 기능이 손상
됨.정서적 역할과 생동력은 시기에 상관없이
영구히 손상됨.

Botella-
Corretero등
(2003,Spain)

QOL
(NHP,SF-36,
POMS)

분화갑상선암
여성(n=18),
건강한 여성
(n=18)

Thyroidhormonefunctionduring
Levothyroxinewithdrawal,
Cognitivetests,Affective&
physicalsymptomsofVAMS,
Anklereflexrelaxationtime,
VEPs& BAEPs

삶의 질은 levothyroxine투여 중지 뿐만
아니라 levothyroxine을 투여 받는 장기간의
치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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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an등
(2004,Israel)

Theuniversity
ofWashington
QOLquestionnaire
forheadand
neckca.

분화갑상선암
환자(n=20)

젊은 연령층의 삶의 질 점수가 높음.neck
dissection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 점수가
높음(연령대가 45세 이하인 것과 관련 있음).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끊었을 때가 고통이
가장 심함.연령과 성별에 따라 삶의 질에 차
이가 있음.

Huang등
(2004,Taiwan)

QOLIndex-Chinese
version

갑상선절제술
환자(n=146)

수술 후 기간,증상,
사회적 지지

수술 19-36개월 된 환자가 18개월 이전 환
자보다 삶의 질이 낮음.현재의 피로와 오한
은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수술부
위의 상흔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음.사회
적 지지는 삶의 질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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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AAA...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는 Lenz,Pugh,Milligan,Gift,& Suppe(1997)의 불쾌증상 이론(Theory
ofunpleasantsymptoms;TOUS)을 근거로 본 연구의 변수간의 관계의 틀을 설정
하였고,Ferrell등(1991)의 암환자의 삶의 질 모델인 CityofHopeModel의 하위
범주를 인용하여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불쾌 증상 이론(themiddlerangetheoryofunpleasantsymptoms)은 다양한
증상에 관한 정보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다.1995년 진행 과정 중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Lenz,Suppe,Gift,Pugh,& Milligan,1995),1997년 성공적
인 모유수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 개발을 위해 임상적용을 시도한
결과를 가지고 이론의 수정과 보완(Lenz등,1997)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불쾌증상이론의 핵심은 증상이란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증
상들과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 간에는 서로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는 가정이
다.하나의 요인만으로도 여러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중재가 여러 증상
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1997년 수정 및 보완된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
(threemajorcomponents)는 개개인이 경험하는 증상(symptoms),증상경험의 본질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요인(influencingfactors),그리고 증상경험의 결과
(consequencesofthesymptom experience)이다.불쾌증상이론의 세 가지 주요 구
성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증증증상상상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증상은 대상자에 의해 경험된 정상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지된 지표로서
건강의 위협을 알리는 적신호이다.이전 모델과는 달리 새 모델에서는 증상이란
단독(onesymptom)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다양한 증상들(multiple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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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렇게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는 동시
에 발생한 둘 이상의 증상들이 서로 촉매작용을 할 수 있어서 각 증상의 단순한
합보다 더 배가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개념화된 각각의 증상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증상과 공동으로 개념화되고 측정
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경험이며,강도(intensity;strength orseverity),시간
(timimg;duration and frequency ofoccurence),고통의 인지(levelofdistress
perceived;degreeofdiscomfortorbothersomeness),그리고 질(quality)로 구분된
다.강도는 수량으로 나타내기 쉽기 때문에 임상에서 환자 사정이나 연구에서 자
주 사용된다.시간성은 지속기간이나 빈도를 포함하며 고통은 증상으로 인한 환자
의 괴로움 정도를 의미한다.개인의 주관적인 인지를 나타내며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McClement,Woodgate,& Degner,1997).증상
의 질이란 어떤 느낌인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McGill의 통증 사정 척
도에서 보듯이 쑤시는지,찌르는지와 같은 표현을 의미하는데,이는 다양한 병리
적 요인들에 의한 감별을 가능하게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게 하여 의학적,
간호학적 진단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본 연구에서는 증상경험의 속성 중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선택하였다.

222...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이며 이들의 상관성
이 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생리적 요인(physiologicfactors)이란 정상적
인 기능을 하는 신체 시스템(병리적 소견이나 외상 등)과 개인의 에너지 수준(영
양학적인 균형과 수화 수준(hydrationlevel))이 포함된다.심리적 요인(psychologic
factors)으로는 개인의 정신,정서 상태,질병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증상과 이것
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식 등이 포함된다.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은 개인의 경험과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물리적 환경 측면
이 모두 해당된다.사회적 환경이란 고용상태,결혼과 가족사항,사회적 지지,건
강관련 자원이용 가능성,식사와 운동 같은 생활습관 등을 말하고,물질적인 환경
이란 온도,습도,빛,공기의 질 같은 것이 해당된다.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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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리적 요인으로 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 혈청 티로글로불린(Tg)을,심리적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고통을,상황적 요인으로 가족지지,저요오드 식이이행을 선
택하였다.

333...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정신신체 의학에서는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행동의학 사회정신학,그리고 역학에서는 상황적 요인은 생리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이전 모델에서의 일방향성을 수
정하여 새 모델에서는 생리 심리 상황적 요소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뿐 아
니라 증상경험의 결과변수인 수행과 증상경험이 상호호환적이고,증상경험은 위의
세 가지 요인간의 관계에 매개적 또는 중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44...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의의의 결결결과과과

원래 불쾌증상이론에서는 증상경험의 결과 또는 효과를 수행(performance)으로
본다.수행은 인지적,기능적 활동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기능적 활동으로는
신체적 활동,일상생활 활동,사회활동,상호작용,역할 수행 등이 포함되고,인지
적 활동으로는 집중력,사고,문제해결 능력이 포함된다.그러나 이 때문에 수행능
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만성질환이나 갑상선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할 때 이론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고 한계를 보일 수 있다.반면 최근에 암환자 대상 연구에서
증상 또는 증상고통(symptom distress)을 삶의 질의 예측인자로 연구한 예들이 많
이 있다(McClement,Woodgate,& Degner,1997).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
(performance)의 확장된 개념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상경험의 결과변수로 선
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왜냐하면 Ferrell등(1991)의 삶의 질은 다양한 개념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수행능력(performance)의 속성인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과 인지적 능력(cognition/attention)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 차원에서 이 모델의 유용성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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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영향요인에 대한 중재를 가능케 하며 한 가지 증상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복합 증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다.증상과 영향요
인,그리고 결과 사이에는 상호 작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간호사들로 하여
금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새로운 증상과 그에 대한 중재법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오의금,2002).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요인,심리적 요인,상황적 요인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
개효과,그리고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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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개념임

<<<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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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자는 갑상선암 절제술과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은 갑상선암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서울에 위치한 암 전문병원 1곳의 핵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
는 갑상선암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출하였다.총 140명이 조사에 응
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5개와 항 글로불린 항체(antiTg-Ab)가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의 응답지 15개를 제외한 1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측인자,즉 독립변수 1개당 10명의

대상자가 확보되어야 한다(Nunnally& Bernstein,1994).또는 Cohen(1987)의 대상
자 수 결정공식에 따른다.본 연구는 독립변수 6개,검정력 0.80,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f2=.15)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집크기 97명을 충족시켰다
(Cohen,1987).

1.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분화 갑상선암(유두암,유두-여포 혼합형,여포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 후 방
사성 옥소 치료를 1회 이상 받은 20세 이상 성인 환자
2)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
3)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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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화 갑상선암이 뼈와 폐로 전이된 경우라 하더라고 긴박한 증상이 없고,옥
소 치료를 받은 환자

2.본 연구의 대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증상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타 장기의 내․외과적 질환(말기 신부전,

울혈성 심부전,뇌졸중)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
2)유두암 환자 중 세포유형이 키큰세포 변종(tall-cellvariant),원주세포 변종

(columnar-cell variant),미만성 경화성 유두암 (diffuse sclerosing papillary
carcinoma)환자
3)항 티로글로불린 항체(anti-TgAb)가 양성인 환자
4)갑상선 호르몬제제 투약 중단중인 환자

CC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연구 변수는 Lenz등(1997)의 불쾌증상이론을 근거로 생리적 요인으로는 갑상선
자극호르몬(TSH)과 혈청 티로글로불린(Tg)을,심리적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고통
(QSC-R23)을,그리고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 정도를 측
정하였고,증상경험은 세 가지 속성,즉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각각 측
정하였다.증상경험의 결과변수는 갑상선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능력의
확장된 개념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선택하여 Ferrell등(1991)의 암 환자의 삶의
질 모델을 근거로 하위범주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
을 각각 측정하였다.

111...생생생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TSH
혈청 TSH는 cAMP를 통하여 갑상선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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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호르몬이다.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은 뇌하수체(pituitarygland)의 조절을 받
아 신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도록 갑상선 자극호르몬(TSH)을 분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갑상선 절제술 후 우리 신체는 더 이상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 대치요법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남아
있는 갑상선 조직이 있다면 TSH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연구 보고에 의하면 혈중
TSH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재발률이 낮기 때문에(American CancerSociety,
2005)갑상선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신체의 대사를 유지하고,혈중 TSH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해야 한다.이 경우에 적정 투여량 산
정을 위한 지침으로 혈청 TSH가 이용된다.
TSH를 측정하는 도구는 혈청 TSH치를 기록하는 조사지로 설문조사일 1주일 이

내 또는 설문조사 당일에 조사대상 병원에서 면역방사계수 측정법으로 측정된 갑
상선 자극 호르몬치를 병원내 전산시스템에서 임상결과를 확인하여 연구자가 직
접 기록하게 되어 있다.
정상인에서 혈청 TSH는 밤에 증가하고,낮에 감소하는 일중 변동을 보이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오전 9시 반 이후 오후 4시 이전에 TSH를 측정하였다.스
테로이드나 도파민 등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혈청 TSH가 억제될 수 있다(조
보연,200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이외의 다른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통제를 하였다.정상 범위는 0.4～4 μU/ml(조보연,
2001)또는 5μU/ml를 기준으로 한다.본 연구에서는 조사병원의 기준을 따라 0~5
μU/ml을 정상 그룹,5μU/ml초과를 비정상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2)Tg
혈청 티로글로불린(thyroglobulin,이하 Tg라고 함)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전구 단백질로서 정상인의 혈청에서도 측정되며 그 농도는 남아있는 분
화 갑상선 조직의 양,갑상선 조직의 손상,염증에 따른 갑상선 글로불린 반출량,
TSH,사람 융모생식선자극호르몬(humanchoriogonadotropin),TSH 수용체 항체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조보연,2001).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혈청 Tg를 기록
하는 조사지로서 병원내 전산시스템에서 임상결과를 확인하여 연구자가 직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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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게 되어 있다.
갑상선 절제술 후 25일이 지나면 Tg는 5～10ng/mL미만으로 떨어진다(김경

수,류진숙,홍석준,김원배,송영기,2003).따라서 수술과 방사성 옥소 치료로 갑
상선 조직과 갑상선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후라면 Tg는 5～10ng/mL이하,또는
측정되지 않아야 한다(조보연,2001;박영주,2004).치료 후에도 혈중에서 Tg가 측
정된다는 것은 원격전이 혹은 암의 재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I-131WBS을 시행하지 않고 Tg만 단독으로 측정하는 것은 암의 재발을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Tg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TSH 억제요법을 시행한 상태에서 측
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이선화 등,1999),그 반대의 주장도
있다(김경수 등,2003).항 티로글로불린 항체(anti-TgAb)가 양성인 경우 Tg가 위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정준기 등,1998).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ti-TgAb가
양성인 환자를 대상자 제외기준에 포함시켰고,조사병원의 기준을 따라 10ng/ml
이하를 정상 그룹,10ng/ml초과를 비정상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222...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심리사회적 고통
심리사회적 고통이란,심리적,신체적인 원인으로 야기되어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장,불안 및 고통을 말한다(Herschbach등,2004).이
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erschbach등(2004)이 개발한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고통 측정도구 QSC-R23를 이용하였다.본 도구는 암환자에게 심리적인 긴
장,불안,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공포(fear),심리신체적인 호소(psychosomatic
complaints), 일상생활의 제한점(everyday life restrictions), 정보의 부족
(informationdeficits),사회적인 긴장(socialstrains)등 5개 하위 영역으로 개발되
었다.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문항은 그런 문제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0점(전혀 그렇지 않다),그런 문제가 자신에게 해당되면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점수범위는 0～115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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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심층면접과 예비조사,psychometricevaluation을 거쳐 개발되었다.

구성타당도에서 HADSdepression(r=0.75,n=578),HADSanxiety(r=0.73,n=579),
SCL-90-R(r=0.76,n=171)과의 상관관계가 높았고,discriminantvalidity와 변화에
대한 민감도도 검증되었으며,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n=1349)이었다
(Herschbach등,2004).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94이었다.

333...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가족지지
가족지지란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환자를 돌보아 주고 사랑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환자가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다(Cobb,1976).가족
지지 측정도구는 강현숙(1984)이 Cobb(1976)의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
점 척도로 구성되었고,점수범위는 11점～55점이며,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
가 높음을 의미한다.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89이었고,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α=.9143이었다.

2)저요오드 식이이행
저요오드 식이이행이란 요오드 131스캔(I-131scan)검사 전,방사성 옥소치

료 전에 검사 및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필요로 되는 1일 100μg미만의 저요오
드 음식섭취를 말한다.저요오드 식이이행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임
상경험과 문헌을 참고하여 저요오드 식이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저요오드 식이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저요오드 식이 준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가
족들의 협조는 어떠한지,검사나 치료 전 저요오드 식이를 잘 이행하였는지를 질
문하는 7개 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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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2인과 환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점수
가 높을수록 저요오드식이를 잘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α=.6087이었다.

444...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본 연구에서 증상경험(symptom experiences)이란 증상경험의 네 가지 속성,
즉 빈도(timing),강도(intensity),고통(distress),질(quality)중에서 증상의 질을 제
외한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말한다.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도구 개발 과정은 일차
로 연구자가 문헌고찰(Kita등,2004;임상무 등,1989;조보연,고창순,2000;조보
연,2001,Mendoza등,2004)및 갑상선암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주요 증상을 선택하였다.선택된 다빈도 증상 17개 중에서 핵의학 교수 2인,임상
경력 10년 이상의 핵의학 기사 2인,핵의학과 전공의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70% 이상의 합의를 얻은 타액선 부종,메슥거림/구토,구강
건조,식욕저하,피로,안면부종,체중증가 등의 7개 증상을 도출하였고,이차로
‘갑상선 절제술’관련 증상으로 Billewicz등(1969)이 개발하고 Zulewski등(1997)
이 수정한 수정된 갑상선 기능저하 진단지수[ModifiedBillewiczIndex]에서 추위
에 약해짐,행동이 느려짐,안구불편감/안구 통증 등 3개 증상을 추가 선택하여
총 1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증상의 빈도,강도,고통은 총 10문항씩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빈도 0점(전혀

경험하지 않았다)에서 3점(거의 항상 경험했다),강도 0점(전혀 심하지 않았다)에서
3점(매우 심하게 경험하였다),고통 0점(전혀 괴롭지 않았다)에서 3점(매우 괴로웠
다)까지이며 각각의 점수범위는 0～54점이다.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경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증상빈도는 Cronbach'sα=.7640,
증상강도는 Cronbach'sα=.7842,증상고통은 Cronbach'sα=.78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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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갑상선암 환자 대상의 질병 특이적 삶의 질 측정
도구 QOL-Thyroid scale(Dow,Ferrell,& Anello,1997)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사용을 위해 저자로부터 E-mail을 통해 허락을 받았다.이 도구는 Cityof
HopeNationalMedicalCenter(Grant,Padilla,& Ferrell)에서 개발된 QOL도구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QOL연구원들과 암 전문간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결정하였다.17개의 변수가 91%의 설명력이 있었다.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변수는 조절력,통증,불확실성,만족도,미래,외모와 피로였다.
1995년에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n=70)는 .89(신체적 안녕 r=.88,심리적 안녕
r=.88,사회적 안녕 r=.81,영적 안녕 r=.90)이었고,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93(신체적 안녕 r=.77,심리적 안녕 r=.89,사회적 안녕 r=.81,영적
안녕 r=.7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9문항,10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역환산 문항은

1～12,21～42,46번이며,총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안녕은 Cronbach's α=.7466,심리적 안녕은
Cronbach'sα=.8650,사회적 안녕은 Cronbach's α=.9026,영적 안녕은 Cronbach's
α=.7198이었다.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암전문 병원 1곳의 핵의학과 진료진의
동의를 얻고,핵의학과 외래에 등록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에서 연구자
가 직접 설문조사하였다.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
으며 우선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
과 중단 가능성,자료작성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대상자로부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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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의를 받았다.자료 작성 시간은 총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10.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1.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생리적요인,심리적 요인,상황적 요인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3.증상경험의 관련요인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요인은 Mann-WhitneyU 검

정,Kruskal-WallisTest,oneway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증상경험에 대한 각 요인의 매개효과는 단회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증상경험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은 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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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 총 12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남자가 23명(19.2%),여자가 97명(80.8%)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이었고,연령대별로는 40대가 39명(32.5%)으로 가장 많
았으며,20~40대가 73명(61%)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12명(10.3%)이 임신계획을 가
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상자 중 20대가 13명(10.8%),30대가 21명(17.5%)인 점을 감
안하면 가임 연령층의 35%에 해당된다.종교유무를 살펴보면 대상자 중 72명
(60.5%)이 종교가 있었고,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35명(29.4%),고졸이 45명
(37.8%),대졸 이상이 39명(32.8%)이었다.가족형태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103
명(85.8%)으로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지만 혼자 사는 경우도 11명(9.2%)이었다.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53명(44.5%),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66명(55.5%)이었고,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 직업을 잃거나 변경한 대상자는 25
명(21.0%)이었다.가정 내 월수입을 살펴보면 정해진 수입원이 전혀 없이 자녀로
부터 받은 용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부터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다양한데 100만원 미만이 22명(19.1%),100~200만원이 17명(14.8%),200~300만원이
42명(36.5%),300~400만원이 18명(15.7%),400만원 이상이 16명(1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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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20)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여자

23(19.2)
97(80.8)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13(10.8)
21(17.5)
39(32.5)
36(30.0)
11(9.2)

45.09±10.91

임신 계획 유
무

12(10.3)
105(89.7)

종교 유
무

72(60.5)
47(39.5)

교육정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35(29.4)
45(37.8)
39(32.8)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이혼

12(10.2)
92(78.0)
14(11.9)

동거가족 유
무

103(90.4)
11(9.6)

직업 유
무

53(44.5)
66(55.5)

진단 후
직업 변동

유
무

25(21.0)
94(79.0)

월수입

~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22(19.1)
17(14.8)
42(36.5)
18(15.7)
1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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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세포유형은 유두암이 95명(83.3%)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유두상

여포암(papillarycarcinomawithfollicularvariant)이 13명(11.4%),여포암이 6명
(5.3%)이었다.미국의 경우 갑상선암 중 유두상암이 80% 이상,여포암이 약 10%를
차지하는데(AmericanCancerSociety,2005)본 연구 대상자의 환자 분포는 이와
유사하였다.병기(stage:부록의 환자 기초병력 조사지 참조)는 3기가 90명(75.0%)
으로 가장 많았고,4기 16명(13.3%),2기 11명(9.2%),1기 3명(2.5%)순이었으며 갑
상선 이외의 타 장기로 전이된 경우는 16명(13.3%)이었다.갑상선암으로 인한 수
술 횟수는 1회가 91명(75.8%)으로 가장 많았고,2회가 21명(17.5%),최대 5회까지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최종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경과된 기간은 평균 38.5
개월이었으며 최소 0.5개월부터 최대 180개월까지 분포하였다.방사성 옥소치료
횟수는 1회가 61명(52.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2회 30명(25.6%),3회 12명
(10.3%)등 최대 8회까지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최종 방사성 옥소 치료 후
경과기간은 평균 22.28개월이었으며 최소 0.5개월부터 최대 123개월까지 분포하였
다.대상자 중 106명(88%)이 stageⅢ~Ⅳ에 해당되었고,약 24%가 2회 이상 수술
을 받고,약 48%가 2회 이상 방사성 옥소치료를 받았다.이처럼 반복되는 수술과
상흔,방사성 옥소치료와 이를 위한 준비과정 등이 갑상선암 환자로서의 삶이 어
려운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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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120)

특 성 구 분 실수(%) M±S.D. 최소~최대

세포종류
유두암

유두상여포암
여포암

95(83.3)
13(11.4)
6(5.3)

병기
1기
2기
3기
4기

3(2.5)
11(9.2)
90(75.0)
16(13.3)

타
장기전이

유
무

16(13.3)
104(86.7)

수술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91(75.8)
21(17.5)
3(2.5)
4(3.3)

1(0.8)

1.36±0.76 1~5

수술후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25개월~

42(35.0)
78(65.0)

38.47±41.21 0.5~180

옥소치료
횟수

1회
2회
3회
4회
5~8회

61(52.1)
30(25.6)
12(10.3)
7(5.8)
7(5.8)

1.92±1.33 1~8

옥소치료
후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25개월~

29(25.2)
34(29.6)
21(18.3)
31(27.0)

22.28±26.57 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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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생리적 요인으로 갑상선 자극호르몬(TSH)과 혈청 티로글로불린(Tg)을 측정하였

는데 대상자의 TSH는 최소 0.02,최대 93.63,평균 3.57μg/m이었다.TSH 측정값이
5μg/ml이하(정상)인 대상자는 87명(72.5%)이었고,5μg/ml를 초과한 대상자는 33명
(27.5%)이었다.Tg는 최소 0.6,최대 880.50,평균 21.57ng/ml이었다.Tg측정값이
10ng/ml(정상)이하인 대상자는 91명(76.5%)이었고,10ng/ml을 초과한 대상자는
28명(23.5%)이었다.TSH와 Tg의 측정값은 왜도(skewness)가 각각 5.452와 6.529이
었고,첨도(kurtosis)가 각각 34.615와 44.086으로 두 요인은 정규분포를 하지 않았
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고통(QSC-R23)을 측정하였다.대상자의 심리사회

적 고통 점수(평균±표준편차)는 <부록 3>과 같다.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질병이 심해질까봐 겁이 난다(질병진행에 대한 두려움)이었고,그 외 자주 피곤하
고 약해진 것 같다(허약감),다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재검사 및 치료에 대한
두려움),자주 긴장이 되고 신경질적이 된다(불안정한 정서상태),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정보,정서적 지지 부족),신
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신체상 손상)등의 순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1721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Herschbach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와 다른 암 환자 모두에게서 심리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허약감,불안,정보,정서적 지지,신체상 손상임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수준은 최소 0점부터 최대 115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1점부터 최대 106점까지 측정되었고,평균 39.41점이었
다.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447,-0.157로 정규분포를 하였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정도를 측정하였다.가족지지

수준은 최소 0점부터 최대 55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11점
부터 55점까지 측정되었고,평균 42.04점이었다.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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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662,0.221로 정규분포를 하였다.저요오드 식이이행 정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35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10점부터 최대 35점까지
분포하였고,평균 24.36점이었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310,
0.221로 정규분포를 하였다.
증상경험은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각각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증상의 빈도,강도,고통에 대한 평균±표준편차는 <부록 4>와 같다.증상빈도,증
상강도,증상고통 점수가 가장 높은 증상은 피로(1.84±1.03)였고,다음으로 얼굴 부
종(1.52±1.17),구강건조(1.44±1.08)순이었다.증상빈도에서 안구통증(0.94±1.07),타
액선 통증(0.78±1.00)은 가끔 경험하였고,증상강도에서는 행동이 둔해짐(0.97±
1.05),안구통증(0.93±1.04),타액선 통증(0.81±1.01)을 가끔 경험하였으며,증상고통
에서는 행동이 둔해짐(0.92±1.03),안구통증(0.81±0.96),타액선 통증(0.78±1.02)을 가
끔 경험하였다.
대상자의 증상빈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30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

에서는 최소 0점부터 최대 29점까지 분포하였고,평균 12.38점이었으며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204,0.221로 정규분포를 하였다.증상강도의
수준은 최소 0점부터 최대 30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0점
부터 최대 27점까지 분포하였고,평균 11.68점이었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는 각각 0.294,-0.320으로 정규분포를 하였다.증상고통의 수준은 최소 0
점부터 최대 30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0점부터 최대 27점
까지 분포하였고,평균 11.08점이었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337,-0.279로 정규분포를 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하위범주인 신체적 안녕(13문항),심리적 안녕(15문항),사회

적 안녕(14문항),영적 안녕(7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신체적,심리적,사회
적,영적 안녕 각각에 대한 평균±표준편차는 <부록 5>와 같다.대상자들은 임신,
수작업,운전,집안일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 측면에서는 평균 8.2점 이상으로
삶의 질 문항들 중 가장 점수가 높았고,변비,수술과 검사 후 통증,대인관계,부
부관계,일에 대한 의욕,여가시간 활용,외로움,희망에 관련된 삶의 질 문항들도
평균 7.0점 이상으로 양호하였고,이와 같은 결과는 Dow 등(1997)이 본 도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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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당시 조사한 결과(스캔 검사 4주 후 측정점수)와도 일치하였다.그러나 병의 재
발,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평균 3.0미만이었는데 이는 Dow 등(1997)의 연구에서
의 4.85,4.67보다 낮은 것이었고,암에 대한 두려움,자아개념의 변화,종교생활,
피로,재검사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삶의 질 측면도 평균 3.0~5.0이하로 Dow
등(1997)의 연구결과인 4.19~6.66보다 낮게 측정되었다.이는 문화적 차이도 있겠
지만 국내 갑상선암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적 자원 활용성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자의 신체적 안녕은 최소 22점,최대 130점으로 평균 85.12점이었고,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440,-0.234로 정규분포를 하였다.심리적 안
녕은 최소 15점,최대 146점으로 평균 77.79점이었고,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는 각각 0.210,-0.625로 정규분포를 하였다.사회적 안녕은 최소 20점,최
대 140점으로 평균 99.48점이었고,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670,
-0.515로 정규분포를 하였다.영적 안녕은 최소 1점,최대 70점으로 평균 35.16점이
었고,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323,-0.601로 정규분포를 하였다.
이들 네 가지 하위범주의 합을 총 건강관련 삶의 질로 보았을 때 최소 0점부터
490점까지 가능한데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는 최소 129점부터 최대 451점까지 분
포하였고,평균 297.54점이었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0.082,
-0.661로 정규분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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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요인 변수 구분 실수(%) M±S.D. 최소~최대 skewnesskurtosis

생리적
요인

TSH
(μU/ml)

0~5(정상)
5~

87(72.5)
33(27.5)

3.57±12.05 0.02~93.63 5.452 34.615

Tg
(ng/ml)

0~10(정상)
10~

91(76.5)
28(23.5)

21.57±111.690.6~880.50 6.529 0.237

심리적
요인

심리사회
적 고통

Q1( 1~20점)
Q2(21~38점)
Q3(39~53점)
Q4(54~106점)

30(25.0)
30(25.0)
30(25.0)
30(25.0)

39.41±22.83 1~106 0.447 -0.157

상황적
요인

가족지지 Q1(11~33점)
Q2(34~44점)
Q3(45~51점)
Q4(52~55점)

30(25.0)
31(25.8)
33(27.5)
26(21.7)

42.04±10.23 11~55 -0.662 -0.372

저요오드
식이이행

Q1(10~21점)
Q2(22~24점)
Q3(25~28점)
Q4(29~35점)

35(29.2)
28(23.3)
30(25.0)
27(22.5)

24.36±5.14 10~35 -0.310 -0.029

증상
경험 증상빈도 Q1( 0~7점)

Q2(8~13점)
Q3(14~17점)
Q4(18~29점)

28(23.9)
37(31.6)
30(25.6)
22(18.8)

12.38±6.34 0~29 0.204 0.221

증상정도 Q1( 0~6점)
Q2(7~12점)
Q3(13~16점)
Q4(17~27점)

27(23.1)
39(33.3)
27(23.1)
24(20.5)

11.68±6.27 0~27 0.294 -0.320

증상고통 Q1( 0~5점)
Q2(6~11점)
Q3(12~15점)
Q4(16~27점)

26(22.4)
32(27.6)
32(27.6)
26(22.4)

11.08±6.31 0~27 0.337 -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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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연구변수의 기술통계(계속)
(N=120)

요인 변수 M±S.D. 최소~최대 skewness kurtosis

건강관련 신체적 안녕 85.12±23.74 22~130 -0.440 -0.234
삶의 질 심리적 안녕 77.79±30.03 15~146 0.210 -0.625

사회적 안녕 99.48±30.46 20~140 -0.670 -0.515

영적 안녕 35.16±16.53 1~70 0.323 -0.601

총 점 297.54±73.32 129~
451 -0.082 -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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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생생생리리리 심심심리리리 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의 근거로 사용된 Lenz등(1997)의 수정 이론에서는 생리
심리 상황적 이론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본 연구에서 이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correlationanalysis)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TSH와 Tg는 심리사회적 고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가족지지와 저요오

드 식이이행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심리사회적 고통과 가족지지와는 약
한 (r=-.227,p=.013)상관관계가 있었고,심리사회적 고통과 저요오드 식이이행과
도 약한 (r=-.226,p=.013)상관관계가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간,생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심리
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간의 관계
(N=120)

*p<.05 **p<.01

구분 요인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TSH Tg
심리사회적

고통
가족지지

저요오드

식이이행

생리적 

요인

TSH 1.000

Tg  .118 1.000

심리적

요인

심리사회적 

고통
-.087  .182 1.000

상황적 

요인

가족지지  .122 -.135 -.227
*

1.000

저요오드

식이이행
 .043 -.090 -.226

*
  .29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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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111...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는 <표 6>과 같다.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는 동거가족의 유무에 따른 증상고통 점수의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고,연령,성
별,교육수준,종교유무,직업유무,결혼상태,임신계획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
증상고통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특성별로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증상빈도 X2=4.622,p=.328;증상강도 X2=4.155,p=.385;증상고통 X2=2.672,
p=.064).
성별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증상빈도 U=4.622,p=.236;증상강도 U=4.155,p=.282;증상고통 U= 2.672,
p=.614).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X2=1.479,p=.477;증상강도 X2=1.257,p=.533;증상고통 X2=
1.239,p=.538).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의 점수
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종교유무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U=1512.0, p=.327; 증상강도 U=1498.0, p=.292; 증상고통
U=1368.0,p=.078).그러나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
강도,증상고통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직업 유무에 따른 증상빈도,증
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U=1563.5,
p=.320;증상강도 U=1647.0,p=.585;증상고통 U=1633.0,p=.534).그러나 직업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의 점수가 높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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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결혼상태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X2=.277,p=.871;증상강도 X2=.292,p=.864;증상고통 X2=1.060,
p=.589).그러나 사별 또는 이혼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
도,증상고통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동거가족 유무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U=456.0,p=.288;증상강도 U=431.5,p=.194).그러나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증상고통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U=340.5,p=.030).
임신계획 유무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증상빈도 U=561.0,p= .535;증상강도 U=571.0,p=.596;증상고통
U=571.5,p=.598).그러나 임신계획이 없는 집단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수입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증상빈도 X2=2.883,p=.578;증상강도 X2=2.275,P=.685;증상고통 X2=2.502,
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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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N=120)

*p<.05

특성 구분
증상빈도 증상강도 증상고통

M±S.D. U orX2
(p) M±S.D. U orX2

(p) M±S.D. U orX2
(p)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11.85±6.45
13.71±6.06
11.33±7.05
13.36±5.75
10.91±5.97

4.622
(.328)

11.08±6.86
12.81±5.24
10.82±6.96
12.69±5.91
9.91±6.07

4.155
(.385)

9.92±6.47
11.57±5.63
10.28±6.98
12.33±5.93
10.27±6.36

2.672
(.614)

성별 남
여

10.91±6.14
12.72±6.37

938.0
(.328)

10.52±6.40
11.95±6.24

954.5
(.385)

9.00±6.53
11.58±6.19

838.0
(.614)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1.43±5.50
12.38±7.15
13.15±6.10

1.479
(.236)

10.80±5.52
11.56±7.03
12.4±6.03

1.257
(.282)

10.37±5.47
10.91±6.91
11.74±6.36

1.239
(.064)

종교유무 유
무

12.74±6.39
11.70±6.29

1512.0
(.327)

12.04±6.33
10.98±6.19

1498.0
(.292)

11.76±6.36
9.89±6.11

1368.0
(.078)

직업유무 유
무

12.92±7.04
11.64±5.39

1563.5
(.320)

12.00±6.88
11.21±5.49

1647.0
(.585)

11.44±6.87
10.57±5.61

1633.0
(.534)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이혼

11.83±6.13
12.59±6.54
12.57±5.11

.277
(.871)

11.08±6.01
11.85±6.32
12.21±6.19

.292
(.864)

10.08±6.16
11.17±6.34
12.43±6.21

1.060
(.589)

동거가족
유무

유
무

12.33±6.49
14.00±3.66

456.0
(.288)

11.52±6.41
13.45±3.91

431.5
(.194)

10.88±6.42
14.09±3.75

340.5*
(.030)

임신계획 유
무

11.33±5.12
12.53±6.41

561.0
(.535)

10.75±5.89
11.79±6.24

571.0
(.596)

9.75±5.97
11.29±6.30

571.5
(.598)

수입

~100
100~200
200~300
300~400
400~

14.14±6.44
12.12±4.62
12.40±6.79
10.89±5.30
11.63±8.02

2.883
(.578)

12.77±5.99
12.41±4.53
11.48±6.76
10.50±5.44
10.88±8.29

2.275
(.685)

12.55±5.98
11.24±4.52
10.93±6.92
9.83±5.35
10.38±8.16

2.502
(.644)



- 49 -

222...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는 <표 7>과 같다.질병관련 특성 중에서
는 최종 수술후 기간에 따른 증상빈도 점수의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고,세포유
형,병기,타 장기로의 전이여부,수술횟수,방사성옥소 치료횟수,최종 옥소치료후
기간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포유형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X2=1.617,p=.446;증상강도 X2=1.139,p=.566;증상고통 X2=.478,
p=.787).그러나 여포암 환자가 다른 암 환자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
통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병기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X2=3.529,p=.317;증상강도 X2=3.534,
p=.316;증상고통 X2=2.118,p=.548).그러나 병기 4기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타 장기로의 전이여부
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
빈도 U=818.5,p=.917;증상강도 U=791.5,p=.754;증상고통 U=776.0,p=.665).그
러나 타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
상고통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수술횟수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
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U=949.0,p=.961;증상강도
U=948.0,p=.955;증상고통 U=941.0,p=.914).그러나 수술횟수가 3회 이상인 집단
이 2회 이하인 집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
였다.최종 수술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강도와 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강도 X2=7.779,p=.051;증상고통 X2=6.760,p=.080).그러나 최
종 수술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빈도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3.529,p=.030).Scheffe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과 예상과 달
리 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집단(M±S.D.14.28±7.13)이 경과기간
이 6개월 이내인 집단(M±S.D.9.11±7.05)에 비해 증상빈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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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사성 옥소 치료 회수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U=949.0,p=.961;증상강도 U=948.0,p=.955;증상
고통 U=941.0,p=.914).그러나 옥소치료 횟수가 3회 이상인 집단이 2회 이하인 집
단에 비해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최종 방사성
옥소 치료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X2=5.700,p=.127;증상강도 X2=4.054,p=.256;증상고통
X2=2.436,p=.487).



- 51 -

<표 7>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N=120)

*p<.05

특성 구분
증상빈도 증상정도 증상고통

M±S.D. U orX2
(Scheffe) M±S.D. U orX2

(Scheffe) M±S.D.
U orX2
(Scheffe)

세포유형
유두암

여포성유두암
여포암

12.14±6.27
12.23±7.99
15.17±5.74

1.617 11.37±6.11
12.00±2.30
14.00±6.20

1.139 10.81±6.16
11.54±8.28
12.83±6.46

.478

병기

Ⅰ
Ⅱ
Ⅲ
Ⅳ

10.00±4.36
9.64±3.67
12.76±6.70
12.56±5.81

3.529 9.00±4.36
8.91±3.21
12.01±6.65
12.19±5.65

3.534 9.33±4.73
8.91±3.78
11.30±6.66
11.69±5.93

2.118

타 장기
전이

유
무

12.56±5.81
12.35±6.44

818.5 12.19±5.65
11.60±6.38

791.5 11.69±5.93
10.99±6.39

776.0

수술횟수 1~2회
3~5회

12.29±6.14
12.71±7.96

949.0 11.59±6.06
12.14±8.01

948.0 10.91±6.00
11.71±8.21

941.0

최종 수술
후 기간

1.~6개월
2.~12개월
3.~24개월
4.25개월~

9.11±7.05
11.79±5.17
11.48±4.87
14.28±7.13

8.945*
(1<4)

8.78±6.93
11.25±5.02
11.04±5.05
13.41±7.13

7.779 8.17±7.04
11.08±4.88
10.68±5.30
12.39±7.25

6.760

방사성옥소
치료 횟수

1~2회
3~8회

11.84±6.73
13.38±6.11

1.096 11.20±6.51
12.72±5.94

1.015 10.82±6.55
12.14±6.20

.748

최종
옥소치료
후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25개월~

11.55±6.91
11.79±5.28
11.10±6.31
14.87±6.68

5.700 11.17±6.89
11.15±4.99
10.62±6.64
13.74±6.72

4.054 10.55±6.91
10.76±5.16
10.19±6.22
12.74±7.14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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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생생생리리리 심심심리리리 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는 <표 8>과 같다.생리적 요인
과 상황적 요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심리적 요인에 따른 증상빈도,증
상강도,증상고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리적 요인 중 TSH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증

상빈도 U=1237.5, p=.244; 증상강도 U=1296.0, p=.412; 증상고통 U=1261.5,
p=.306),생리적 요인 중 Tg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증상빈도 U=1237.5,p=.244;증상강도 U=1296.0,p=.412;증상고통 U=1261.5,
p=.306).
심리적 요인의 측정변수인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고통 점수를 사분위수(Quartiles)Q1(1~20점),
Q2(21~38점),Q3(39~53점),Q4(54~106점)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그 결과 심리사
회적 고통 점수에 따른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증상빈도 F=13.012,p=.000;증상강도 F=12.064,p=.000;증상고
통 F=12.998,p=.000).Scheffe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과 증상빈
도,증상강도,증상고통 모두 Q1<Q3,Q4와 Q2<Q4양상으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요인 중 즉 가족지지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지지 점수를 사분위수(Quartiles)Q1(11~33점),Q2(34~44점),Q3(45~51
점),Q4(52~55점)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그 결과 가족지지 정도에 따른 증상빈
도,증상강도,증상고통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F=.997,p=.397;증상강도 F=.655,p=.582;증상고통 F=.952,p=.418).상황적 요인
중 저요오드 식이이행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
요오드 식이이행 점수를 사분위수(Quartiles)Q1(10~21점),Q2(22~24점),Q3(25~28
점),Q4(29~55점)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그 결과 저요오드 식이이행 점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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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증상빈도
F=1.207,p=.311;증상강도 F=1.967,p=.123;증상고통 F=1.755,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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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 (N=120)

*p<.05 **p<.01 ***p<.001

요인 변수 구분
증상빈도 증상정도 증상고통

M±S.D. U orF
(Scheffe) M±S.D. U orF

(Scheffe) M±S.D. U orF
(Scheffe)

생리적 요인 TSH 0~5(정상)
5~

12.77±6.45
11.33±6.00

1237.5 11.99±6.37
10.85±6.02

1296.0 11.43±6.50
10.18±5.76

1261.5

Tg 0~10(정상)
10~

12.20±6.38
12.64±6.21

1243.5 11.47±6.17
11.93±6.43

1248.0 10.86±6.27
11.39±6.22

1236.5

심리적 요인 심리
사회적
고통

1.Q1(1~20점)
2.Q2(21~38점)
3.Q3(39~53점)
4.Q4(54~106점)

7.97±5.70
11.20±5.50
13.80±5.15
16.53±5.84

13.012***
(1<3,4
2<4)

7.57±5.77
10.33±5.38
13.07±4.93
15.73±6.03

12.064***
(1<3,4
2<4)

6.93±5.61
9.73±5.30
12.17±5.01
15.50±6.13

12.998***
(1<3,4
2<4)

상황적 요인 가족지지 Q1(11~21점)
Q2(22~24점)
Q3(25~28점)
Q4(29~55점)

13.70±6.87
11.71±6.72
12.84±5.21
11.04±6.54

.997 12.80±6.69
11.23±6.93
11.94±5.25
10.58±6.36

.655 12.43±6.60
10.35±7.10
11.48±5.40
9.88±6.05

.952

저요오드
식이이행

Q1(10~21점)
Q2(22~24점)
Q3(25~28점)
Q4(29~35점)

13.43±5.90
13.39±7.17
11.40±5.89
11.04±6.39

1.207 12.89±5.77
12.89±7.12
11.03±6.12
9.56±5.77

1.967 12.14±5.44
12.43±7.20
10.30±6.40
9.19±6.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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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생생생리리리 심심심리리리 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매매매개개개효효효과과과

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는 단회귀분석(Simple
Regression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회귀분석 전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이용하여 정규분포를 확인한 결과 생리적 요인인 TSH(n=103)와
Tg(n=104)는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표 4)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심리적 요인인 심리사회적 고통과 상황적 요인인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았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9>와 같이 회귀식이 유의한 가운데 설명변수(독립변수)가 단독으로 목적변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②)과 설명변수(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
서 목적변수(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③)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 매개변수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분석 결과 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빈도의 관계에
서 가족지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고,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강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으며,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고통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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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
(N=120)

†매개효과 있음

  ① 매개변수에 대한 목적변수의 효과

  ② 설명변수에 대한 목적변수의 효과

  ③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설명변수에 대한 목적변수의 효과

QSC:심리사회적 고통 FS:가족지지 LI:저요오드 식이이행
빈도:증상빈도 강도:증상강도 고통:증상고통

매개작용 β R R2 F p

       FS

 ①         ③

 QSC      빈도
       ②

  ① -.227 

  ②  .519

  ③  .511†

  .052

  .269

  .270

  .044

  .263

  .258

    6.434

   43.467

   21.667

  .013

  .000

  .000

       LI

           

 QSC      빈도  

  ① -.226

  ②  .519

  ③  .524

  .051

  .269

  .270

  .043

  .263

  .257

    6.366

   43.467

   21.598

  .013

  .000

  .000

     QSC

 FS       빈도

  ① -.227

  ② -.150

  ③ -.034

  .052

  .022

  .270

  .044

  .014

  .258

    6.434

    2.710

   21.667

  .013

  .102

  .000

     QSC

 LI        빈도

  ① -.226

  ② -.097

  ③  .022

  .051

  .009

  .270

  .043

  .001

  .257

    6.366

    1.119

   21.598

  .013

  .292

  .000

       FS

 QSC      강도

  ① -.227

  ②  .520

  ③  .511†

  .052

  .270

  .271

  .044

  .264

  .259

    6.434

   43.640

   21.769

  .013

  .000

  .000

       LI

 QSC      강도

  ① -.226

  ②  .520

  ③  .515† 

  .051

  .270

  .270

  .043

  .264

  .258

    6.366

   43.640

   21.681

  .013

  .000

  .000

     QSC

 FS       강도

  ① -.227

  ② -.152

  ③ -.036

  .052

  .023

  .271

  .044

  .015

  .259

    6.434

    2.799

   21.769

  .013

  .097

  .000

     QSC

 LI        빈도

  ① -.226

  ② -.138

  ③ -.021

  .051

  .019

  .270

  .043

  .011

  .258

    6.366

    2.276

   21.681

  .013

  .13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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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계속)
(N=120)

†매개효과 있음

  ① 매개변수에 대한 목적변수의 효과

  ② 설명변수에 대한 목적변수의 효과

  ③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설명변수에 대한 목적변수의 효과

QSC:심리사회적 고통 FS:가족지지 LI:저요오드 식이이행
빈도:증상빈도 강도:증상강도 고통:증상고통

매개작용 β R R
2

F p

       FS

 ①        ③  

 QSC      고통

       ②

  ① -.227

  ②  .530

  ③  .517†

  .052

  .281

  .284

  .044

  .275

  .271

    6.434

   46.054

   23.162

  .013

  .000

  .000

       LI

 QSC      고통

  ① -.226

  ②  .530

  ③  .526†

  .051

  .281

  .281

  .043

  .275

  .269

    6.366

   46.054

   22.858

  .013

  .000

  .000

     QSC

 FS        고통

  ① -.227

  ② -.173

  ③ -.055

  .052

  .030

  .284

  .044

  .022

  .271

    6.434

    3.641

   23.162

  .013

  .059

  .000

     QSC

 LI        고통

  ① -.226

  ② -.135

  ③ -.016

  .051

  .018

  .281

  .043

  .010

  .269

    6.366

    2.183

   22.858

  .013

  .14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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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갑상선암 환자에서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질병관련 요인,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 중에서 증상경험에 차이를 보인 동
거가족유무,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심리사회적 고통을 포함시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증상빈도의 관련요인으로 파악된 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과 심리사회적 고통 변

수를 포함시켜 중회귀분석한 결과 증상빈도의 영향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과 최
종 수술 후 경과기간으로서 두 변수가 증상빈도를 31.3% 설명하였는데 심리사회
적 고통이 증상빈도를 25.7% 설명하였고(β=.559,p=.000),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
이 증상빈도를 5.6% 설명하였다(β=.254,p=002).이 분석의 회귀식 y=4.721+
(3.919E-02)x를 검정한 결과,Durbin-Watson은 2.065,분자팽창지수(VIF)는 1.033으
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증상강도의 관련요인으로 파악된 변수는 심리사회적 고통 뿐이었고,따라서 증

상강도에 대한 심리사회적 고통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증상강도의 영향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으로서 증상강도를 26.4% 설명하였다(β
=.520,p=.000).이 분석의 회귀식 y=6.052+0.143x를 검정한 결과,Durbin-Watson
은 2.200,분자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증상고통의 관련요인은 동거가족의 유무와 심리사회적 고통이었으며 이를 포함

시켜 중회귀분석한 결과 증상고통의 영향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으로서 증상고통
을 27.1% 설명하였다(β=.527,p=000).이 분석의 회귀식 y=5.386+0.144x를 검정한
결과,Durbin-Watson은 2.187,분자팽창지수(VIF)는 1.000으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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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증상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N=120)

**p<.01 ***p<.001

설명

변수
요인 B β t p R2 Adj R2 F

Durbin-

Watson
VIF

증상빈도 constant 4.721

심리사회적

고통
.156 .559 6.836 .000

***
.264 .257 37.655

***

최종수술후

경과기간
3.919E-02 .254 3.104 .002** .326 .313 25.194*** 2.065 1.033

증상강도 constant 6.052

심리사회적

고통
.143 .520 6.606 .000

***
.270 .264 43.640

***
2.200 1.000

증상고통 constant 5.386

심리사회적

고통
.144 .527 6.559 .000*** .277 .271 43.015*** 2.1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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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111...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0.738,

p=.030).Duncan검정을 통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과 20대 대상자가 다른
연령층과 사회적 안녕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령에 따
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
적 안녕 X2=4.349,p=.361;심리적 안녕 X2=2.631,p=.621;영적 안녕 X2=2.825,
p=.588).
성별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1011.5,p=.488;심리적 안녕 U=1092.0,
p=.875;사회적 안녕 U=1023.0,p=.537;영적 안녕 U=959.0,p=.298).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X2=.011,p=.994;심리적 안녕 X2=.149,
p=.928;사회적 안녕 X2=.885,p=.642;영적 안녕 X2=1.179,p=.555).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영적 안녕

의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633.0,p=.000).그러나 종교유무에 따
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
체적 안녕 U=1672.0,p=.913;심리적 안녕 U=1690.0,p=.993;사회적 안녕 U=
1680.0,p=.948).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직업이 있는 집단이 직업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회적 안

녕(U=1351.5,p=.033)과 영적 안녕(U=1371.5,p=.043)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나 직업 유무에 따른 신체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1471.0,p=.137;심리적 안녕 U=1606.5,
p=.446).



- 61 -

결혼상태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X2=1.783,p=.410;심리적 안녕 X2=4.261,
p=.119;사회적 안녕 X2=5.443,p=.066;영적 안녕 X2=3.151,p=.207).
동거가족 유무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366.5,p=.055;심리적 안녕
U=450.0,p=.263;사회적 안녕 U=363.5,p=.051;영적 안녕 U=432.5,p=.198).
임신계획이 있는 집단이 임신계획이 없는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U=396.0,

p=.036)과 사회적 안녕(U=336.0,p=.008)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나 임신계획 유무에 따른 신체적 안녕과 영적 안녕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545.0,p=.445;영적 안녕 U=560.0,p=.529).
수입에 따른 신체적 안녕,사회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신

체적 안녕 X2=11.052,p=.026;사회적 안녕 X2=23.902,p=.000).Duncantest를 통한
사후검정 결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유의하게 다른 집단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수입에 따른 심리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심리적 안녕 X2= 7.407,p=.116;;영적 안녕 X2=7.616,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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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N=120)

*p<.05 **p<.01 ***p<.001

특성 구분
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 안녕

M±S.D. U orX2
(Duncan) M±S.D. U orX2

(Duncan) M±S.D. U orX2
(Duncan) M±S.D. U orX2

(Duncan)

연령

1.20-29
2.30-39
3.40-49
4.50-59
5.60-69

90.77±16.26
80.52±28.09
91.05±20.12
80.78±24.81
80.36±28.39

4.349 87.85±23.80
74.00±30.87
78.03±28.43
76.44±33.01
76.73±33.02

2.631 110.77±27.78
105.24±25.93
105.77±23.70
93.33±35.14
72.91±31.74

10.738*
(1>2,3
,4,5)

32.00±9.80
36.95±15.99
37.67±17.40
33.64±18.50
31.55±14.54

2.825

성별 남
여

89.26±19.90
84.13±24.56

1011.5 78.09±30.50
77.72±30.08

1092.0 102.09±32.82
98.86±30.02

1023.0 31.39±16.03
36.05±16.60

959.0

교육
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83.34±22.81
85.27±25.77
84.77±23.03

.011 79.43±33.73
79.53±31.59
75.92±23.18

.149 94.43±34.26
99.82±31.58
103.10±25.55

.885 33.40±17.48
35.00±17.49
37.05±14.87

1.179

종교
유무

유
무

84.31±25.56
86.38±21.16

1672.0 78.43±30.98
78.15±27.66

1690.0 98.61±32.44
100.38±27.65

1680.0 42.25±15.90
24.40±10.93

633.0***

직업
유무

유
무

88.58±22.19
82.62±24.83

1471.0 79.38±27.31
76.88±32.29

1606.5 106.53±27.15
94.36±31.95

1351.5* 38.77±17.15
32.09±15.59

1371.5*

결혼
상태

미혼
기혼

사별,이혼

91.42±29.83
84.98±23.33
78.29±29.83

1.783 92.25±23.11
76.16±29.55
70.86±34.78

4.261 113.00±25.74
99.96±28.89
81.79±38.82

5.443 29.58±12.21
36.87±16.56
31.64±18.09

3.151

동거
가족
유무

유
무

85.73±23.60
70.55±22.97

366.5 77.93±30.31
65.73±25.68

450.0 100.24±30.88
83.91±25.13

363.5 36.09±16.58
28.82±16.49

432.5

임신
계획

유
무

90.42±18.53
84.14±24.37

545.0 91.92±20.03
75.07±30.06

396.0* 120.67±11.88
96.63±31.24

336.0** 32.25±9.73
35.89±17.16

560.0

수입
(만원)

1. ~100
2.100~200
3.300~400
4.400~500
5.500~

70.09±23.77
87.65±19.40
87.43±24.06
89.22±18.52
92.63±25.90

11.052*
(1<2,3,4,5)

67.86±26.99
80.18±33.23
74.45±32.87
88.28±15.93
85.31±30.19

7.407 72.00±28.65
96.29±30.72
102.33±29.76
115.44±16.73
113.06±23.35

23.902***
(1<2,3,4,5)

31.13±17.09
37.77±16.99
31.90±15.56
42.56±15.79
40.44±15.99

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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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표 12>와 같다.결론적으로
질병관련 요인에 따라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안녕에 차이가 없었다.
세포유형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X2=1.005,p=.605;심리적 안녕 X2=.323,
p=.851;사회적 안녕 X2=.171,p=.918;영적 안녕 X2=.199,p=.905).
병기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X2=.958,p=.811;심리적 안녕 X2=.800,p=.849;
사회적 안녕 X2=3.289,p=.349;영적 안녕 X2=1.074,p=.783).그러나 병기가 낮은
집단일수록 신체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였다.
타 장기로의 전이여부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

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806.5,p=.844;심리적 안녕
U=753.5,p=.544;사회적 안녕 U=802.5,p=.820;영적 안녕 U=777.0,p=.671).그러
나 타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술횟수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829.5,p=.284;심리적 안녕 U=907.0,
p=.116;사회적 안녕 U=876.0,P=.358;영적 안녕 U=887.0,p=.290).단,수술 횟수
가 2회 이하인 집단이 3회 이상인 집단에 비해 신체적 안녕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최종 수술후 경과기간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

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X2=3.319,p=.345;심리적 안
녕 X2=1.854,p=.603;사회적 안녕 X2=2.925,p=.403;영적 안녕 X2=3.630,p=.304).
방사성 옥소 치료 회수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

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822,p=.991;심리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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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123,p=.908;사회적 안녕 U=3.928,p=.686;영적 안녕 U=5.491,p=.483).다만
방사성 옥소치료 횟수가 2회 이하인 집단이 3회 이상인 집단에 비해 신체적 안녕
과 사회적 안녕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영적 안녕 점수는 오히려 옥소치료
횟수가 3회 이상인 집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최종 방사성 옥소 치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X2=.354,p=.950;
심리적 안녕 X2=1.280,p=.734;사회적 안녕 X2=3.163,p=.367;영적 안녕 X2=1.539,
p=.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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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N=120)

특성 구분
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 안녕

M±S.D. U or
X2 M±S.D. U orX2 M±S.D. U or

X2 M±S.D. U or
X2

세포
유형

유두암
여포성
유두암
여포암

84.74±24.30
91.46±21.08

82.33±25.27

1.005 77.92±29.18
78.77±33.94

79.67±31.63

.323 100.76±29.18
98.92±36.16

95.33±35.07

.171 35.52±16.29
38.08±18.84

35.33±13.65

.199

병기

Ⅰ
Ⅱ
Ⅲ
Ⅳ

94.33±17.47
90.91±19.31
84.68±23.50
81.88±29.22

.958 69.33±27.02
81.27±30.34
78.24±29.98
74.44±32.79

.800 127.00±12.00
105.18±23.53
98.62±30.40
95.19±35.90

3.289 29.33±26.86
38.36±18.56
35.22±16.13
33.69±16.81

1.074

타
장기
전이

유
무

81.88±29.22
85.62±22.92

806.5 74.44±32.79
78.31±29.72

753.5 95.19±35.90
100.13±29.67

802.5 33.69±16.81
35.38±16.56

777.0

수술
횟수

1~2회
3~5회

87.43±23.58
82.14±24.90

829.5 79.96±29.58
78.62±30.06

907.0 101.20±28.10
101.76±33.76

876.0 35.92±17.04
33.62±12.84

887.0

최종
수술
후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25개월~

95.89±21.98
83.13±22.94
84.92±19.00
82.70±27.05

3.319 78.17±34.38
76.71±27.64
72.84±29.46
82.43±29.76

1.854 107.33±25.60
92.38±34.60
98.76±28.93
104.17±29.13

2.925 29.00±14.82
36.04±18.63
36.88±17.89
37.04±15.25

3.630

옥소
치료
횟수

1~2회
3~8회

85.80±26.29
83.97±24.35

.822 80.44±29.88
75.21±34.31

2.123 100.31±31.66
100.66±27.76

3.928 35.64±17.81
38.45±15.81

5.491

최종
옥소
치료
후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25개월~

88.10±22.38
83.56±22.62
87.38±19.07
82.90±29.93

.354 76.34±33.69
78.09±26.09
73.62±31.79
83.48±31.27

1.280 96.31±30.67
99.03±29.54
98.86±29.40
106.00±31.60

3.163 32.28±14.58
35.32±17.24
38.29±16.98
37.45±17.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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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생생생리리리 심심심리리리 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표 13>과 같다.생
리적 요인 중 TSH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신체적 안녕 U=1157.5,p=.102;심리적 안녕 U=1433.0,p=.988;사회적 안녕
U=1234.0,p=.236;영적 안녕 U=1410.0,p=.881),Tg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U=1212.5,p=.700;심리적
안녕 U=1081.5,p=.228;사회적 안녕 U=1030.5,p=.127;영적 안녕 U=1180.5,
p=.558).
심리적 요인의 측정변수인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고통 점수를 사분위수(Quartiles)Q1(1~20점),
Q2(21~38점),Q3(39~53점),Q4(54~106점)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그 결과 심리사
회적 고통 점수에 따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신체적 안녕 F=30.822,p=.000;심리적 안녕 F=29.620,p=.000;
사회적 안녕 F=37.065,p=.000).Scheffe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
과 심리사회적 고통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안
녕은 Q1>Q2,Q3>Q4양상으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고,심리적 안녕은 Q1,Q2>
Q3>Q4양상으로,사회적 안녕은 Q1>Q2,Q3>Q4양상으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
다.그러나 심리사회적 고통 정도에 따른 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437,p=.236).
상황적 요인 중 가족지지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가족지지 점수를 사분위수(Quartiles)Q1(11~33점),Q2(34~44점),Q3(45~51점),
Q4(52~55점)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그 결과 가족지지 정도에 따른 심리적 안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337,p=.006).Scheffetest를 이용한 사후
검정(PostHocTest)결과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
으며 심리적 안녕은 Q1,Q2,Q3<Q4양상으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러나 가족지지 정도에 따른 신체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은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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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F=1.382,p=.252;사회적 안녕 F=2.519,
p=.061;영적 안녕 F=0.259,p=.855).상황적 요인 중 저요오드 식이이행 정도에 따
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요오드 식이이행 점수를 사분위
수(Quartiles)Q1(10~21점),Q2(22~24점),Q3(25~28점),Q4(29~55점)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저요오드 식이이행 점수에 따른 심리적 안녕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심리적 안녕 F=5.891,p=.001).Scheffe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
HocTest)결과 저요오드 식이이행을 잘할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은 Q1,Q2,Q3<Q4양상으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러나 저요오드 식이이행 정도에 따른 신체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
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체적 안녕 F=2.054,p=.110;사회적 안녕
F=1.724,p=.166;영적 안녕 F=.083,p=.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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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N=120)

*p<.05 **p<.01 ***p<.001

요인 변수 구분
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 안녕

M±S.D. U orF
(Scheffe) M±S.D. U orF

(Scheffe) M±S.D. U orF
(Scheffe) M±S.D. U orF

(Scheffe)
생리적
요인

TSH 0~5(정상)
5~

82.69±23.86
91.52±22.54

1157.5 77.90±29.13
77.51±32.77

1433.0 101.71±29.21
93.57±33.27

1234.0 35.38±15.84
34.57±18.47

1410.0

Tg 0~10(정상)
10~

85.76±23.32
83.42±25.74

1212.5 79.62±30.29
71.46±29.34

1081.5 102.30±28.19
89.17±35.57

1030.5 34.70±16.21
36.46±18.03

1180.5

심리적
요인

심리사회적
고통

1.Q1(1~20점)
2.Q2(21~38점)
3.Q3(39~53점)
4.Q4(54~106점)

108.37±13.31
83.57±20.68
84.60±18.05
63.93±18.89

30.822***
(1>2,3>4)

107.40±25.52
81.60±20.80
68.23±25.32
53.93±19.23

29.620***
(1,2>3>4)

125.73±15.65
106.23±20.89
99.10±22.91
66.83±27.14

37.065***
(1>2,3>4)

36.17±17.97
30.23±14.70
35.40±17.62
38.83±15.21

1.437

상황적
요인

가족지지 1.Q1(11~33점)
2.Q2(43~44점)
3.Q3(45~51점)
4.Q4(52~55점)

80.60±24.92
86.61±24.25
82.15±22.75
92.30±22.41

1.382 68.73±29.66
72.12±29.50
79.45±29.02
94.07±26.78

4.337**
(1,2,3,<4)

89.40±31.82
95.93±33.92
104.03±27.41
109.53±25.05

2.519 33.93±17.28
34.52±14.46
34.94±16.52
37.62±18.60

.259

저요오드
식이이행

1.Q1(10~21점)
2.Q2(22~24점)
3.Q3(25~28점)
4.Q4(29~35점)

82.23±24.82
82.64±21.78
81.93±22.44
94.96±24.30

2.054 67.37±23.81
71.32±27.91
79.43±30.16
96.18±31.89

5.891**
(1,2,3<4)

94.40±30.90
98.25±29.01
96.33±30.50
110.81±30.06

1.724 35.31±17.02
36.04±14.64
35.33±18.05
33.85±16.8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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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요요요인인인

증상경험 요인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표 14>와 같다.
증상빈도에 따른 신체적 안녕(X2=52.089,p=.000),심리적 안녕(X2=9.528,p=.023),

사회적 안녕(X2=19.730,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Duncantest
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과 증상빈도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신체적 안녕은 Q1>Q2>Q3>Q4양상을 보였고,심리적
안녕은 Q1,Q2>Q4양상을 보였으며,사회적 안녕은 Q1,Q2>Q3,Q4양상으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증상빈도에 따른 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X2=4.058,p=.255).
증상강도에 따른 신체적 안녕(X2=47.933,p=.000),심리적 안녕(X2=13.848,p=

.003),사회적 안녕(X2=20.025,p=.000),영적 안녕(X2=8.010,p=.046)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Duncantest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과
증상강도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신체적 안녕은
Q1,Q2>Q3>Q4양상을 보였고,심리적 안녕은 Q1,Q2,Q3>Q4양상을 보였으며,사
회적 안녕은 Q1,Q2>Q3,Q4양상을 보였고,마지막으로 영적 안녕은 Q1,Q2>Q4양
상으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증상고통에 따른 신체적 안녕(X2=41.219,p=.000),심리적 안녕(X2=9.047,p=.029),

사회적 안녕(X2=21.444,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Duncantest
를 이용한 사후검정(PostHocTest)결과 증상고통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신체적 안녕은 Q1>Q2>Q3>Q4양상을 보였고,심리적
안녕은 Q1,Q2>Q4양상을 보였으며,사회적 안녕은 Q1>Q3>Q4양상으로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증상고통에 따른 영적 안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6.279,p=.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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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증상경험 요인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N=120)

*p<.05 **p<.01 ***p<.001

변수 구분
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 안녕

M±S.D. X2
(Duncan) M±S.D. X2

(Duncan) M±S.D. X2
(Duncan) M±S.D. X2

(Duncan)

증상빈도
1.Q1( 0~7점)
2.Q2(8~13점)
3.Q3(14~17점)
4.Q4(18~29점)

106.46±11.79
88.22±18.09
74.00±17.10
63.19±23.46

52.089***
(1>2>3>4)

90.29±27.16
77.43±29.90
69.10±24.36
68.86±32.29

9.528*
(1,2>4)

115.21±26.09
105.38±24.81
84.66±29.67
87.59±34.51

19.730***
(1,2>3,4)

30.76±14.84
34.94±17.79
36.67±29.68
87.59±34.51

4.058

증상강도
1.Q1( 0~6점)
2.Q2(7~12점)
3.Q3(13~16점)
4.Q4(17~27점)

105.11±12.71
89.26±18.41
73.30±17.74
64.88±23.47

47.933***
(1,2>3>4)

93.85±26.68
75.61±27.54
71.70±22.95
65.08±33.98

13.848**
(1,2,3>4)

116.22±26.94
104.97±22.18
89.62±29.45
80.83±35.62

20.025***
(1,2>3,4)

31.78±14.89
31.77±16.89
38.00±17.52
41.95±15.38

8.010*
(1,2>4)

증상고통
1.Q1( 0~5점)
2.Q2(6~11점)
3.Q3(12~15점)
4.Q4(16~27점)

104.04±12.58
89.84±19.16
76.50±18.55
65.88±23.78

41.219***
(1>2>3>4)

89.23±26.92
78.31±28.09
72.00±24.68
66.27±33.29

9.047*
(1,2>4)

119.77±20.13
101.47±28.09
90.47±25.87
84.46±36.19

21.444***
(1>3>4)

30.12±15.13
34.41±16.35
35.47±18.35
41.50±15.38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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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갑상선암 환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안녕의 관련요인을 각각 포함시켜 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신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

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포함시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안녕은
증상빈도와 심리사회적 고통,수입(월 수입 100만원 미만)변수에 의해 61.8% 설
명되었는데 증상빈도가 신체적 안녕을 49.6% 설명하였고(β=-.507,p=.000),심리사
회적 고통이 신체적 안녕을 10.3% 설명하였으며(β=-.343,p=.000),수입(월수입 100
만원 미만)이 신체적 안녕을 1.9% 설명하였다(β=-.153,p=.012).이 분석의 회귀식
y=124.300+(-9.159)x를 검정한 결과,Durbin-Watson은 1.958,분자팽창지수(VIF)는
1.071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신계획 유무,심리사회적

고통,가족지지,저요오드 식이이행,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포함시켜 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은 심리사회적 고통과 저요오드 식이이행,가
족지지에 의해 44.1% 설명되었는데 심리사회적 고통이 심리적 안녕을 39.5% 설명
하였고(β=-.563,p=.000),저요오드 식이이행이 심리적 안녕을 3.0% 설명하였으며(β
=.157,p=.034),가족지지가 심리적 안녕을 1.1% 설명하였다(β=.150,p=.043).이 분
석의 회귀식 y=65.419+0.433x를 검정한 결과,Durbin-Watson은 1.741,분자팽창지
수(VIF)는 1.114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직업유무,임신계획

유무,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포함시켜 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안녕은 수입(월수입 100만원 미만)과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60.2% 설명되었는데 심리사회적 고통이 사회적 안녕을 53.8% 설명하였고(β
=-.666,p=.000),수입(월수입 100만원 미만)이 사회적 안녕을 6.4% 설명하였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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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p=.000).이 분석의 회귀식 y=139.071+(-20.752)x를 검정한 결과,Durbin-
Watson은 1.891,분자팽창지수(VIF)는 1.072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
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유무,직업유무,증상강

도를 포함시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적 안녕은 종교유무,직업유무,증상
강도에 의해 38.0% 설명되었다.종교유무는 영적 안녕을 27.0% 설명하였고(β
=-.556,p=.000),직업유무는 영적 안녕을 7.8% 설명하였으며(β=.303,p=.000)증상
강도는 영적 안녕을 3.2% 설명하였다(β=.194,p=.009).이 분석의 회귀식 y=
137.117+0.388x를 검정한 결과,Durbin-Watson은 2.188,분자팽창지수(VIF)는 1.010
으로 나와 자기상관이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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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N=120)

*p<.05 **p<.01 ***p<.001

종속변수 요인 B β t p R
2

Adj R
2

F
Durbin-

Watson
VIF

신체적 constant 124.300

안녕 증상빈도 -1.878 -.507 -7.464 .000*** .500 .496 112.996***

심리사회적고통 -.357 -.343 -4.925 .000
***

.606 .599 86.175
***

수입(월소득 100

만원 미만)
-9.159 -.153 -2.548 .012* .628 .618 62.431*** 1.958 1.071

심리적 constant 65.419

안녕 심리사회적고통 -.728 -.563 -7.761 .000*** .400 .395 76.719***

저요오드식이이행 .910 .157 2.142 .034
*

.435 .425 43.858
***

가족지지 .433 .150 2.046 .043
*

.455 .441 31.450
***

1.741 1.114

사회적 constant 139.071

안녕 심리사회적고통 -.893 -.666 -10.744 .000*** .542 .538 130.010***

수입(월소득 100

만원 미만)
-20.752 -.270 -4.349 .000*** .609 .602 85.047*** 1.891 1.072

영적 constant 40.893

안녕 종교유무 -18.799 -.556 -7.530 .000
***

.277 .270 44.332
***

직업유무 10.097 .303 4.104 .000
***

.359 .348 32.201
***

증상강도 .514 .194 2.656 .009
**

.396 .380 24.948
***

2.18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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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는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다.본 논의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
해 봄으로써 추후 이들에 대한 간호학적 계획 및 중재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가 19.2%,여자가 80.8%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정도

많았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양성 갑상선종과 갑상선암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
이상 많이 나타난다고 한 것(AmericanCancerSociety,2005)과 유사하였다.지금
까지 여성암은 암의 심각성 때문에 유방암과 자궁암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점
차 진단률이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향
후 갑상선암 여성의 역할과 부담감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체 대상자 중 12명(10.3%)이 임신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

상자가 20대 13명(10.8%),30대 21명(17.5%)인 점을 감안하면 가임 연령층의 35%
에 해당된다.고용량의 방사성 옥소(radioactiveiodine,일명 radioiodine)치료를
받은 남성의 경우 일시적인 불임 가능성이 있고,여성은 난소에 영향을 받으며 월
경불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러한 부작용은 치료 후 1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
복된다고는 하나(AmericanCancerSociety,2005)이로 인해 결혼 및 임신계획이
있는 환자는 임신을 연기하거나 재발이 잦은 경우 임신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때문에 갑상선암으로 인해 임신계획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는 자아개
념,자존감,대인관계 및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해 의
사는 물론 외래는 물론 병동 간호사들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와 보호자를
상담하고 교육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 중 106명(88%)이 stageⅢ~Ⅳ에 해당되었고,약 24%가 2회 이상 수술을

받았으며 약 48%가 2회 이상 방사성 옥소치료를 받았다.이와 같은 반복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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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수술 상흔,방사성 옥소치료와 이를 위한 준비과정 등이 갑상선암 환자로서
의 삶이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갑상선암 치료는 stageI인 경우 종양의 크기가
1Cm 보다 작으면 lobectomy수술을 받거나 near-totalthyroidectomy수술을 받
는다.연령이 45세 이상이거나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 수술 6주 정도 후에
저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를 병행한다.어떤 의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central
compartmentneck dissection 수술을 실시하기도 한다.stage Ⅱ~Ⅳ인 환자는
near-totalthyroidectomy 또는 totalthyroidectomy,centralcompartmentneck
dissection 수술을 받고,종양이 다른 경부 림프절까지 퍼진 경우에는 modified
neckdissection수술을 받는다.수술 후 저용량 또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고,흔하지는 않지만 종양이 방사성 옥소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요법
(chemotherapy)과 체외 방사선 조사(externalbeam radiationtherapy)치료를 받
는다(AmericanCancerSocietu,2005).따라서 환자와 가족이 검사와 치료과정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심리적 지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질병진행에 대한 두려
움이었고,다음으로 허약감,재검사 및 치료에 대한 두려움,불안정한 정서상태,
정보 및 정서적 지지 부족,신체상 손상 등의 점수가 높았다.이는 Stajduhar등
(2000)이 2년간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
구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은 암 경험 인식,고립감,치료경험 인식,치료장애에 관한
이해 등을 경험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Fitch& McGrath(2003)가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은 환자가 치료 후 가정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진 경험
이 있고,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다양하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갑상선암 수술후 검사와 치료과정은 다른 암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은 자신의 질
병상태와 예후,치료 결정 과정과 연관되어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Gallaway& Graydon(1996)은 암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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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르는 불확실한 것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환자는 질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도 있고,가정내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의료진은 환자 개인의 성
향을 고려하면서 현재 상황과 치료에 대한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고,정기적인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의 자조모임 같은 것을 마련하여 환자들
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자의 증상의 빈도,강도,고통 점수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피로였다.이
는 암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증상이 피로라는 다른 연구결과(Galloway&
Graydon,1996;허혜경 등,2002)와 일치하였다.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증상
은 얼굴부종과 구강건조였는데 피로는 장기적인 중재가 필요한 대신 얼굴부종과
구강건조는 주로 갑상선호르몬 제제 중단시기,방사성옥소 치료와 관련된 것이므
로 담당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사항을 잘 설명한다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반면 타액선 통증,행동이 둔해짐,안구 불편감은 평균이 1.0미만으로 가
끔 경험하는 수준이었다.타액선 통증은 방사성 옥소 치료 24시간 후부터 4일 이
내가 가장 심하고 1주 정도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본 연구가 후향적으로 조사되
었기 때문에 옥소 치료 후 경과기간으로 인한 기억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
된다.행동이 느려짐과 안구불편감은 갑상선 기능저하 시 발생 가능한 증상인데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갑상선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혈
중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증상이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횡단적인 조사연구의 제한점으로 인해 갑상선암 진단 시부터
수술,검사 전 처치과정,방사성 옥소치료 시기에 따른 증상경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따라서 향후 치료 및 검사시기를 통제한 반복 측정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주 증상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요구된다.또한 조사시점에 따른 증
상변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증상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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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증증증상상상경경경험험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증상빈도의 관련요인은 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과 심리사회적 고통이었고,증상
강도의 관련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이었으며,증상고통의 관련요인은 동거가족의
유무,심리사회적 고통이었다.Tishelman,Taube,& Sachs(1991)는 인종,성별,연
령,결혼상태,응집력(밀착력),치료형태의 복합적인 영향이 증상을 67% 설명한다
고 하였고,Galloway& Graydon(1996)은 대장암 환자에서 성별과 교육에 따라 증
상에 차이가 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
거가족 유무만이 유의한 변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교육수준,종교유무,
직업유무,결혼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대단위 연구를 통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이들 관련요인을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증상경험의 영향요인과 영

향정도는 다음과 같았다.심심심리리리사사사회회회적적적 고고고통통통이 증상빈도를 25.7%,증상강도를
26.4%,증상고통을 27.1% 설명하였고,최최최종종종 수수수술술술 후후후 경경경과과과기기기간간간이 증상빈도를 5.6%
설명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암환자의 세계에 좀 더 실제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는 생리적인 증상 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인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Smith,Holocombe,& Stullenbarger(1994)의 주장과 개인적/심리사회적 변수는 증
상(symptom distress)을 38% 설명한다는 Tishelman,Taube,& Sachs(1991)의 연구
결과,의학적/임상적 변수는 증상(symptom distress)을 18% 설명하고,특히 암 치
료 빈도는 증상을 48.2% 설명한다는 Tishelman,Taube,& Sachs(1991)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반면 가족 기능에 대한 만족도(FamilyAPGAR)는 증상(symptom
distress)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Family APGAR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symptom distress)점수가 낮았고,가족지지/친구관계가 증상을 46.6% 설명한다
는 연구결과(Tishelman,Taube,& Sachs,199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단,본 연구
에서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빈도의 관
계에서 가족지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고,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강도,심리사
회적 고통과 증상고통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이 매개변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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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는 모든 교육 및 상담 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킴으로써 가족지지를 강화하고,저
요오드 식이이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 대상의 영양교육과
상담,요리법 소개 등을 보다 활발하게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요구되며
환자의 심리적 안정,피로 중재,신체상 변화에 대한 지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에 다른 암 환자에게 시행해왔던 명상,이완요법,음악요법,최면요법,맛사지 요
법과 함께 새로운 중재방안을 시도하고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또한 본 연구에
서는 가족형태가 동거가족의 유무,즉 명목변수로 측정되어 가족지지와의 상관성
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동거가족의 유무는 가족지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가족지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Lenz등은 불쾌증상이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Lenz,Suppe,Gift,

Pugh,& Milligan,1995)각각의 영향요인이 개별적으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가 1997년 수정 이론에서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즉 생리
적,심리적,상황적 요인의 상관성을 강조하였다.본 연구에서 이들 요인의 상관성
을 검증한 결과 심리사회적 고통과 가족지지,심리사회적 고통과 저요오드 식이이
행 간에만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이처럼 요인간의 상관성이 부분적 지지만을
받은 것은 먼저 TSH(n=103)와 Tg(n=104)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
하지 못한 점과 갑상선암 환자의 심리적 요인의 특징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개념을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추후 갑상선암 환
자의 심리적 요인으로 두드러진 개념들,즉 불확실성,두려움,신체상,정보요구,
불안,우울 등의 개념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된다.또한 이은현(2000)은 불쾌증상이
론은 내적 일관성(internalconsistency)이 부족하므로 이론의 실증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영향요인간의 복잡성,상호관계,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증상과 수행
력 간의 매개효과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개념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매개효과 등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어 추후 불쾌증상이론의 완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다변량 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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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요인은 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의 빈도,강
도,고통이었다.심리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임신계획 유무,심리사회적 고통,가족
지지,저요오드 식이이행,증상의 빈도,강도,고통이었고,사회적 안녕의 관련요인
은 연령,직업유무,임신계획 유무,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의 빈도,강도,고
통이었으며 영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종교유무,직업유무,심리사회적 고통,증상의
강도였다.
이들 관련요인을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

인과 영향정도는 다음과 같았다.증증증상상상빈빈빈도도도는 신체적 안녕을 49.6%,증증증상상상강강강도도도는
영적 안녕을 3.2% 설명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수술을 받은 식도암 환자에서 증상
이 삶의 질과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Sweed,Schiech,Barsevick,Babb,&
Goldberg(2002)의 연구결과,증상의 개수와 삶의 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한 Chang,Hwang,Feuerman,& Kasimis(2000)의 연구결과,신체증상이 삶의
질의 영향요인이라는 McMillan& Small(2002),Schreier& William(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갑상선암 환자들은 방사성 옥소 치료 시에는 독실에서 외로운
투병 경험을 해야 하고,퇴원 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인과 다름없는 대접을
받고,의료인들조차 종종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치료 및 검사에 따른 갑상선암 환자의 주 증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증상의 예
방 및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심심심리리리사사사회회회적적적 고고고통통통은 신
체적 안녕을 10.3%,심리적 안녕을 39.5%,사회적 안녕을 53.8% 설명하였다.이러
한 결과는 검사 및 치료 과정이 갑상선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Dow,Ferrell,& Anello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Fitch& McGrath(2003)는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
이 유의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적절
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갑상선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담당 간호사,보건관계자들은 이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상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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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편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은 우울(r=-.602),스트레스(r=-.436)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7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추후 건강한 중년여성과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에서 저저저요요요오오오드드드 식식식이이이이이이행행행은 심리적 안녕을 3.0% 설명하였는데
저요오드 식이이행 시 발생되는 생리적 변화와 저요오드 식이와 동시에 이행하여
야 하는 갑상선호르몬 복용중단이 함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가가가족족족지지지지지지
는 심리적 안녕을 1.1% 설명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족이며,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김미
숙(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종종종교교교유유유무무무는 영적안녕을 27.0% 설명하였다.종교
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년기의 종교를 통한 영적 요구의 충족은 중년기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녕감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영휘,2002).직직직업업업유유유무무무는 영적 안녕을 7.8% 설명하였
다.대부분의 삶의 질 연구들이 하위범주별 분석을 소홀히 하여 직업과 영적 안녕
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다만 본 연구의
삶의 질 측정도구(Dow 등,1997)는 영적 안녕 범주에 불확실성,질병으로 인한 생
활의 변화,삶의 목표,희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따라서 향후 국내 문화권에서 본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재검증 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수수수입입입(((월월월소소소득득득 111000000만만만원원원 미미미만만만)))은 신체적 안녕을 1.9%,사
회적 안녕을 6.4% 설명하였다.이는 수입이 높은 대상자 군이 다른 대상자 군에
비해 삶의 질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이영휘,2002).특히 본 연구
에서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삶의 질이 뚜렷하게 낮았는데 이는 인구사
회경제학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갑상선암 치료와 연관되어 현
재 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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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는 일 대학 병원 핵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갑상선암 환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2.본 연구는 후향적 자료로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최근 편향으로 인한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3.갑상선암 환자의 슬픔,불안,우울,기억,사고력,각성력,주의집중 정도는 갑
상선 호르몬 투여 중단 시기와도 연관이 있다.본 연구 대상자의 TSH 중 정상범
위 5μU/ml를 초과한 대상자는 33명(27.5%)이었다.TSH가 5μU/ml보다 높은 이유
는 갑상선암의 재발 또는 남아있는 조직 때문일 수도 있고,방사성 옥소 치료나
검사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또는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4.갑상선 절제술 후 25일이 지나면 Tg는 5～10ng/mL미만으로 떨어지므로 수
술과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Tg가 5～10ng/mL이하로 측정되어야
한다.본 연구 대상자의 Tg중 정상범위 10ng/ml을 초과한 대상자는 28명(23.5%)
이었다.대상자 중에는 혈중 Tg수치가 유의하게 높아 조사 당시 의사로부터 재
치료를 권유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조사시점을 통제
하지 못하였다.

5.본 연구는 Cohen(1987)의 대상자 수 결정공식에 따라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
본 수 97명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12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전자의
무기록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한 생리적 요인,즉 TSH(n=103)와 Tg(n=10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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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하지 않은 대상자도 있었다.결국 두 변수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았고,갑
상선암 환자에서 중요한 혈액 검사치를 회귀분석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영향요
인 분석에 제한점이 되었다.

6.연구자가 개발한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즉 증상의 빈도,강도,고통 척
도의 신뢰도는 Cronbach'sα=.7640~.7865이었다.최종성(2000)은 알파값이 .60이상
이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으나 유사실험 연구나 다변량 분석에 사용되
기에는 도구의 신뢰도가 크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연구,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들,불쾌

증상이론과 삶의 질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설
명하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또한 Lenz등(1997)의 불쾌증상이론에서 증상경험의
결과변수로서 수행능력(performance)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불쾌증상이론이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간호연구 측면
외국의 경우 치료 및 검사와 관련된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심리상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는 5편에 불과하고,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본 연구는 갑상선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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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첫 시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간호연구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다른 암 환자보다 예후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암환자에 대한 관심

에서 소외되어 온 갑상선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고통,가족지지,저요오드 식이이
행,중상경험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간호사 및 의료진이 고려해
야 할 교육내용과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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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근거로 선정하여 국내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
향요인을 규명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갑상선암 절제술과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은 갑상선암 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 소재 암 전문병원 1곳의 핵의학과에서 수술과 방사성
옥소 치료 후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편의 추출한 120명이다.
연구 측정변수는 문헌을 참조하여 생리적 요인으로는 TSH와 Tg를,심리적 요인

으로는 심리사회적 고통(QSC-R23)을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
이이행을 조사하였고,증상경험은 Lenz등(1997)의 증상에 대한 정의에 근거하여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을 조사하였으며,건강관련 삶의 질은 Ferrell등의
암환자의 삶의 질 모델을 근거로 건강관련 삶의 질 하위범주인 신체적 안녕,심리
적 안녕,사회적 안녕,영적 안녕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으며,외래에서 연구자

가 직접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12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자료분석은 SPSS10.0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기술적 통계,피어슨 상관분석,일원배치분산분석,T검정,Mann-Whitney
검정,Kruskal-Wallis검정,단회귀분석,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1.생리적 요인은 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 혈청 티로글로불린(Tg)을 이용하였
다.대상자의 TSH는 최소 0.02,최대 93.63,평균 3.57μU/ml이었고,정상범위 5μ
U/ml이내가 87명(72.5%),5μU/ml초과가 33명(27.5%)이었다.대상자의 Tg는 최
소 0.6,최대 880.50,평균 21.57ng/ml이었고,정상범위 10ng/ml이내가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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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0ng/ml초과가 28명(23.5%)이었다.

2.심리적 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QSC-R23)을 측정하였는데 대상자의 심리사회
적 고통의 평균점수는 39.41,범위는 1~106까지였으며,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
항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허약감,재검사 및 치료에 대한 두려움,불안정한 정서
상태,정보,정서적지지 부족,신체상 손상 등이었다.

3.상황적 요인은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을 측정하였는데 대상자의 가족
지지의 평균점수는 42.04,범위는 0~55점이었고,저요오드 식이이행의 평균점수는
24.36,범위는 10~35이었다.

4.증상경험은 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1.4점 이상
의 점수를 보인 증상은 피로,얼굴부종,구강건조였으며 평균 1.0점 미만의 점수를
보인 증상은 안구통증,타액선 통증,행동이 둔해짐이었다.

5.건강관련 삶의 질은 하위범주인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영
적 안녕을 각각 측정하였다.대상자들은 임신,수작업,운전,집안일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능력 측면에서는 평균 8.2이상으로 삶의 질 문항들 중 가장 점수가 높
았고,변비,수술과 검사 후 통증,대인관계,부부관계,일에 대한 의욕,여가시간
활용,외로움,희망에 관련된 삶의 질 문항들도 평균 7.0이상으로 양호하였다.그
러나 병의 재발,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평균 3.0미만이었고,다른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자아개념의 변화,종교생활,피로,재검사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삶의
질 측면도 평균 3.0~5.0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6.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간에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증상빈도의 관련요인은 최종 수술후 경과기간,심리사회적 고통이었고,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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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관련요인은 심리사회적 고통,증상고통의 관련요인은 동거가족의 유무,심
리사회적 고통이었다.

8.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
적 고통과 증상빈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고,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강도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였으며,심리사회적 고통과 증상고통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저요오드 식이이행
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증상경험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는 다음과 같다.증상빈도는 심리사회적 고
통에 의해 25.7%,최종 수술 후 경과기간에 의해 5.6% 설명되었고,증상강도는 심
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6.4% 설명되었으며,증상고통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27.1% 설명되었다.

10.신체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
고통이었고,심리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임신계획 유무,심리사회적 고통,가족지
지,저요오드 식이이행,증상빈도,증상강도,증상고통이었으며 사회적 안녕의 관
련요인은 연령,직업유무,임신계획,수입,심리사회적 고통,증상빈도,증상강도,
증상고통이었고,영적 안녕의 관련요인은 종교유무,직업유무,증상강도이었다.

11.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과 영향정도는 다음과 같다.신체적 안녕은 증
상빈도에 의해 49.6%,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10.3%,그리고 수입(월소득 100만
원 미만)에 의해 1.9% 설명되었고,심리적 안녕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39.5%,
저요오드 식이이행에 의해 3.0%,그리고 가족지지에 의해 1.1% 설명되었다.사회
적 안녕은 심리사회적 고통에 의해 53.8%,수입(월소득 100만원 미만)에 의해
6.4% 설명되었고,영적안녕은 종교 유무에 의해 27.0%,직업 유무에 의해 7.8%,
증상강도에 의해 3.2%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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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해마다 진단율이 급증하고 있는 중요 질환이다.생명에 위협적이지
는 않지만 사회적 역할이 가장 왕성할 때인 중년기에 많이 발병한다.그러나 아직
까지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의학적 치
료효과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환자로서의 경험,치료 및 검사시기를 고려한 갑상선
암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건강한 중년 성인과의 비교 등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이들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덜어주고 증상을 완화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갑상선암 치료와 검사시기,갑상선호르몬 복용중단 시기를 통제하여 갑상선
암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관찰하는 대단위 전향적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2.심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다른 단일 개념들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3.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저요오드 식이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신뢰

도가 높은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4.중년기 갑상선암 환자와 건강한 중년 성인과의 삶의 질 비교 연구를 제언한

다.
5.갑상선암 여성의 역할과 부담감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6.갑상선암 치료로 인해 임신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임신을 포기한 여성의 경험

에 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7.갑상선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와 검사에 관한 지식과 이행정도를 파

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8.갑상선암 환자와 가족의 정보․정서적 지지 요구,심리적 안정,신체적 증상

완화,피로 중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중재 또는 대체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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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제언한다.
9.방사성 옥소치료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제

언한다.
10.Dow,Ferrell,& Anello(1997)의 TheQOL-Thyroidversion은 미국 문화에서

검증된 QOL도구이다.따라서 국내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11.보건정책 수립 시 갑상선암 치료와 연관되어 현재 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

지 않은 고가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재고할 것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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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No.______No.______No.______No.______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및 및 및 및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으로 환자분들의 생리, 심리, 상황적 

   요인들이 증상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수술과 수술과 수술과 수술과 

            방사성 방사성 방사성 방사성 옥소 옥소 옥소 옥소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시 시 시 시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증상과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현재의 신체신체신체신체, , , , 심리 심리 심리 심리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설문지를 작성

   하게 되십니다. 

     귀하의 응답은 귀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환자분들의 환자분들의 환자분들의 증상관리 증상관리 증상관리 증상관리 및 및 및 및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 질 질 질 향상향상향상향상을 위하여 향후 의료진이 어떤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

   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분석결과로만 제시될 뿐 개별적으로 제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절대 절대 절대 비밀이 비밀이 비밀이 비밀이 보장됨을 보장됨을 보장됨을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약속드립니다약속드립니다약속드립니다.... 따라서 평소 

   느끼고 경험하신 바를 솔직하게 표시하고 기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오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김창희 올림 

                                                 (연락처: 019-330-3749)

         * 본인은 위의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들었고, 이 동의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 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      월      일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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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질문지

I. I. I. I. 증상에 증상에 증상에 증상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다음 중 수술 수술 수술 수술 후부터 후부터 후부터 후부터 방사성 방사성 방사성 방사성 옥소치료를 옥소치료를 옥소치료를 옥소치료를 받은 받은 받은 받은 후까지 후까지 후까지 후까지 귀하께서 경험한 증상이  

   있으면, 해당되는 증상에 대해 1) 얼마나 자주 증상을 경험했는지, 

                                2) 얼마나 심하게 경험했는지, 

                                3) 그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각각 “동그라미(○)”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증상 증상 증상 경험경험경험경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심하게 심하게 심하게 심하게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고통스러웠는지고통스러웠는지고통스러웠는지

전혀 

경험

하지 

않았

다

가끔

경험

했다 

자주

경험

했다 

거의 

항상

경험

했다

전혀 

심하

지 

않았

다

별로 

심하

지 

않았

다

약간

심했

다

매우 

심했

다

전혀 

괴롭

지 

않았

다

별로 

괴롭

지 

않았

다

약간 

괴로

웠다

매우 

괴로

웠다

  1. 위, 아래 턱 주위로 

    통증이 있다(타액선 통증)
0 1 2 3 0 1 2 3 0 1 2 3

 2. 메슥거리거나 구토를   

   한다. 
0 1 2 3 0 1 2 3 0 1 2 3

 3. 입안이 마른다. 0 1 2 3 0 1 2 3 0 1 2 3

 4. 입맛이 없다. 0 1 2 3 0 1 2 3 0 1 2 3

 5. 피곤(피로)하다. 0 1 2 3 0 1 2 3 0 1 2 3

 6. 얼굴이 붓는다. 0 1 2 3 0 1 2 3 0 1 2 3

 7. 체중이 늘었다. 0 1 2 3 0 1 2 3 0 1 2 3

 8. 전보다 찬물이나 냉기에 

   민감해졌다.
0 1 2 3 0 1 2 3 0 1 2 3

· 9. 행동이 둔해졌다. 0 1 2 3 0 1 2 3 0 1 2 3

10. 눈이 아프고 불편하다. 0 1 2 3 0 1 2 3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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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심리상태에 심리상태에 심리상태에 심리상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QSC-R (QSC-R (QSC-R (QSC-R 23)23)23)23)

◇ 다음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열거한 것입니다. 

* 각 상황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제일 앞 0점 칸에 “√”표시를 하시고, 

* 상황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1점~5점(1점 ‘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하여 “√”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

0000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111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1111

2222 3333 4444
5555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 자주 피곤하고 약해진 것 같다. 0 1 2 3 4 5

 2.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0 1 2 3 4 5

 3. 다른 사람에게 불신이 생긴다. 0 1 2 3 4 5

 4. 원인모르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0 1 2 3 4 5

 5. 질병이 심해질 까봐 겁이 난다. 0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은 자주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0 1 2 3 4 5

 7. 병이 진행된 이후 몸을 간호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

 8. 통증이 심해질 까봐 두렵다. 0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기분이다.
0 1 2 3 4 5

 10. 다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 0 1 2 3 4 5

 11.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12. 병이 진행될수록 운동 같은 취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0 1 2 3 4 5

 13. 종종 잠을 잘 못 잔다. 0 1 2 3 4 5

 14.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0 1 2 3 4 5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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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는 나는 ~~~~

0000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111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그렇그렇그렇그렇

지 지 지 지 

않다않다않다않다1111

2222 3333 4444
5555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그렇그렇그렇

다다다다

 15.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0 1 2 3 4 5

 16. 자주 긴장이 되고 신경질적이 된다. 0 1 2 3 4 5

 17. 병이 진행된 이후로 부부관계(성관계)

    를 거의 갖지 못했다.
0 1 2 3 4 5

 18. 사회적/경제적인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

    를 많이 듣지 못했다.
0 1 2 3 4 5

 19. 내 상황에 대해 가족과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5

 20. 암에 걸린 이후로 (영화, 외식, 친구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0 1 2 3 4 5

 21. 내 병에 관해서 의사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0 1 2 3 4 5

 22. 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
0 1 2 3 4 5

 23. 배우자/파트너가 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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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관계에 관계에 관계에 관계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귀하와 가족과의 관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1111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222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3333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4444

자주 자주 자주 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5555

항상 항상 항상 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가족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2. 가족은 나에게 회복될 수 있다고 

    용기와 격려를 준다.

 3.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4. 가족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5.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6. 가족은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7.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8.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9. 가족은 나와 집안일을 의논한다.

 10. 가족은 나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준다.

 11. 가족은 내가 외로워하거나 괴로워

    할 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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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저요오드 저요오드 저요오드 저요오드 식이요법 식이요법 식이요법 식이요법 실천에 실천에 실천에 실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귀하께서 저요오드 식이요법을 실행할 당시를 생각하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1111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222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3333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4444

거의  거의  거의  거의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5555

항상 항상 항상 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나는 저요오드 식이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2. 나는 저요오드 식이를 위해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 나와 내 가족은 저요오드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4. 착각 때문에 (실수로) 나도 모르게 

    일반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

 5. 가족은 내가 저요오드 식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다.

 6. 저요오드 식이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

    에서 장애가 되어 어려움을 느낄 때

    가 있었다.

 7. 나는 저요오드 식이를 지침(안내문)

    대로 이행하였다.



- 109 -

V. V. V. V.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QOL-THYROID (QOL-THYROID (QOL-THYROID (QOL-THYROID SCALE)SCALE)SCALE)SCALE)

◇ 귀하의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상태와 상태와 상태와 상태와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깝다고 가깝다고 가깝다고 가깝다고 생각생각생각생각되는 문항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않다않다않다않다

 1. 피곤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2. 입맛이 변했다. (입맛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3. 수술, 검사부위에 통증이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4. 잠을 잘 못 잔다. 0  1  2  3  4  5  6  7  8  9  10   

 5. 변비가 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6. 임신, 출산계획을 미루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7. 체중이 늘었다. 0  1  2  3  4  5  6  7  8  9  10   

 8. 차거나 더운 것에 민감해졌다. 0  1  2  3  4  5  6  7  8  9  10   

 9.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

    에 변화가 생겼다.
0  1  2  3  4  5  6  7  8  9  10   

 10. 목소리가 변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손으로 하는 작업이 불편해졌다. 0  1  2  3  4  5  6  7  8  9  10   

 12. 얼굴이나 팔다리가 붓는다. 0  1  2  3  4  5  6  7  8  9  10   

 13. 전반적인 나의 신체건강은 좋은 

     편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14. 나는 병과 치료과정에 잘 대응하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15. 나는 전반적인 나의 삶의 질에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6. 나는 행복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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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그렇다

 않다

 17. 나는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18. 나는 나의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19. 집중을 하거나 무엇을 기억하는 

     것은 잘 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20.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21. 병과 치료 이후에 나의 외모가 

     변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22. 병과 치료 이후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개념 )이 변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23. 불안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24. 우울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25.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두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26. 다른 암이 생길까봐 두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27. 병이 재발될까봐 두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28. 병이 전이될까봐 두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29.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0  1  2  3  4  5  6  7  8  9  10   

 30.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31. 병이 난 이후 다른 사람과 사귀기

     가 어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32. 병이 난 이후 부부관계( 성관계 )

     에 문제가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33. 직장 또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0  1  2  3  4  5  6  7  8  9  10   

 34. 나는 더 이상 일( 직장 )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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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않다않다않다않다

 35. 병이 난 이후 내가 해야 할 일

     ( 작업량 )을 완수하는 것이 힘들다.
0  1  2  3  4  5  6  7  8  9  10   

 36. 병이 난 이후 일을 잘 해 내는 

     것이 힘들다. (일의 질이 떨어졌다)
0  1  2  3  4  5  6  7  8  9  10   

 37. 병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38. 병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39. 식사 준비가 힘들다. 0  1  2  3  4  5  6  7  8  9  10   

 40. 여가시간을 즐기지 못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41. 병과 치료 때문에 혼자 있게 되어

     외롭다.
0  1  2  3  4  5  6  7  8  9  10   

 42. 병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43. 교회나 절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44. 영적인 활동들(예: 명상, 기도)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45. 병이 난 이후 영적( 신앙 ) 생활의 

     변화는 내게 더욱 중요해졌다.
0  1  2  3  4  5  6  7  8  9  10   

 46.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47. 병은 나의 삶( 생활 )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0  1  2  3  4  5  6  7  8  9  10   

 48. 나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49. 나는 희망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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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VI. VI. VI.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    표 표 표 표 해 해 해 해 주시거나 주시거나 주시거나 주시거나 직접 직접 직접 직접 기입해 기입해 기입해 기입해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연령:   만 ______세

2. 성별:  ___남자   ___여자

3. 종교:  ___없음   ___기독교   ___천주교   ___불교   ___기타[                ]

4. 결혼상태:  ___미혼   ___기혼     ___이혼   ___사별   ___별거

5. 동거 가족: ___미혼 자녀와 산다   ___결혼한 자녀와 산다  

             ____혼자 산다         ___부부만 산다

6. 교육정도:  ____무학   ___초졸    ___중졸   ___고졸   ___대졸   ___대학원 이상

7. 현재 직업:  ___없음      

              ___있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진단을 받은 이후 직업(직장)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가정의 월 평균 총 수입:   ___100만원 이내          ___100~200만원 미만   

                            ___200~300만원 미만      ___300~400만원 미만

                            ___400~500만원 미만      ___500만원 이상   

10. 향후 출산 계획:  ___있다       ___없다

11. 현재 키와 체중:     키 _________cm     체중__________Kg

                 - - -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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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환자 기초병력 조사지

환자 환자 환자 환자 기초병력 기초병력 기초병력 기초병력 조사지 조사지 조사지 조사지 

    

조사일__________________    Pt. ID.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   성별______   나이______

주치의________________   최초 진단 시 연령________

수술명(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131 치료(날짜, 치료용량) <1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갑상선 갑상선 갑상선 갑상선 기능 기능 기능 기능 상태상태상태상태

* 해당되는 칸에 결과를 기록하되, 환자분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점에 ○표 

  

  검사치               날짜

 Total T3 (triiodothyroxine)

 Total T4 (thyroxine)

 Free T4

 TSH

 Tg (thyroglobulin)

 Levothyroxine 용량  

 Triiodothyroxine 용량

  치료 도중 발병한 다른 질환

   또는 주요 합병증

   (발병 시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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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형태형태형태형태         (해당 되는 칸에 √ 표) 

1. 유두암인 유두암인 유두암인 유두암인 경우경우경우경우

___순수 유두암 (pure papillary carcinoma) 

___유두-여포 혼합형 (mixed papillary-follicular)

___여포성 변종 (follicular variant)            

___고형 변종 (solid variant)   ___유두상미소암 (papillary microcarcinoma)

___키큰세포 변종 (tall-cell variant)            

___원주세포 변종 (columnar-cell variant)

___미만성경화성 유두암 (diffuse sclerosing papillary carcinoma)

2. 여포암인 여포암인 여포암인 여포암인 경우경우경우경우

___극소침입(minimally invasive)   ___광범위침입(widely invasive)  

___허들세포(Hurthle-cell) 변종

수술 수술 수술 수술 종류종류종류종류        (해당 되는 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___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___아전절제술 또는 근전적출술 (near total thyroidectomy)

___엽절제술 (lobectomy)   ___경부근치수술(radical neck dessection)    

___림프절 단순 절제

질병 질병 질병 질병 단계단계단계단계     (해당 되는 칸에 ○ 표) 

구분  내용

유두암 여포암

45세 

미만

45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종양의 크기     <1 I I I II

(          mm)
    1~4 I II I III

    >4 II III II III

종양의 소견  현미경으로 다중심성 I II I III

(             )
 육안적으로 다중심성, 

 피막침범
I II II III

 현미경으로 주위조직

 침범
I II I III

 육안적으로 주위조직

 침범
II III II III

 불량한 변화 - - III III

전이  경부 림프절 전이 I III I III

(             )
 경부 이외의 림프절 

 전이
III IV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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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고통 점수

                                                           (N=120)

                          문 항 M ± S. D.

 1. 자주 피곤하고 약해진 것 같다. 2.76±1.66

 2.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1.21±1.61

 3. 다른 사람에게 불신이 생긴다. 0.82±1.23

 4. 원인모르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1.13±1.58

 5. 질병이 심해질 까봐 겁이 난다. 3.11±1.78

 6. 다른 사람들은 자주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1.06±1.40

 7. 병이 진행된 이후 몸을 간호하기가 어렵다. 0.91±1.28

 8. 통증이 심해질 까봐 두렵다. 2.08±1.87

 9.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기분이다. 1.55±1.81

 10. 다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 2.68±1.98

 11.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2.35±1.75

 12. 병이 진행될수록 운동 같은 취미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1.02±1.48

 13. 종종 잠을 잘 못 잔다. 1.98±1.94

 14.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2.03±1.84

 15.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2.12±1.83

 16. 자주 긴장이 되고 신경질적이 된다. 2.64±1.70

 17. 병이 진행된 이후로 부부관계(성관계)를 거의 갖지 못했다. 1.34±1.69

 18. 사회적/경제적인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 1.93±1.94

 19. 내 상황에 대해 가족과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1.27±1.68

 20. 암에 걸린 이후로 (영화, 외식, 친구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0.69±1.23

 21. 내 병에 관해서 의사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0.73±1.21

 22. 전문가와 나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
2.37±2.11

 23. 배우자/파트너가 내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1.9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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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상자의 증상경험 점수

                                                           (N=120) 

    

문 항

증상빈도 증상강도 증상고통

M± S.D. M± S.D. M± S.D.

  1. 위, 아래 턱 주위로 통증이 있다

     (타액선 통증)
0.78±1.00 0.81± 1.01 0.78± 1.02

 2. 메슥거리거나 구토를 한다. 1.19±1.19 1.20± 1.19 1.23± 1.21

 3. 입안이 마른다. 1.44±1.08 1.32± .98 1.21± 1.00

 4. 입맛이 없다. 1.36±1.14 1.27± 1.11 1.20± 1.13

 5. 피곤(피로)하다. 1.84±1.03 1.64± .97 1.57± 1.02

 6. 얼굴이 붓는다. 1.52±1.17 1.38± 1.10 1.29± 1.12

 7. 체중이 늘었다. 1.14±1.27 1.07± 1.20 1.03± 1.18

 8. 전보다 찬물이나 냉기에 

    민감해졌다.
1.15±1.19 1.10± 1.13 1.05± 1.13

 9. 행동이 둔해졌다. 1.02±1.08 0.97± 1.05 0.92± 1.03

10. 눈이 아프고 불편하다. 0.94±1.07 0.93± 1.04 0.8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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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N=120)

구 분 문 항 M ± S. D.

  신체적 안녕  1. 피곤하다. 4.37±3.37

 2. 입맛이 변했다. (입맛이 없다) 6.43±3.65

 3. 수술, 검사부위에 통증이 있다. 7.71±3.19

 4. 잠을 잘 못 잔다. 6.46±3.75

 5. 변비가 심하다. 7.72±3.15

 6. 임신, 출산계획을 미루고 있다. 8.90±2.97

 7. 체중이 늘었다. 6.75±3.64

 8. 차거나 더운 것에 민감해졌다. 5.79±3.98

 9.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

    에 변화가 생겼다.
5.51±3.96

 10. 목소리가 변했다. 6.33±3.94

 11. 손으로 하는 작업이 불편해졌다. 8.39±2.73

 12. 얼굴이나 팔다리가 붓는다. 6.40±3.70

 13. 전반적인 나의 신체건강은 좋은 

     편이다.
5.46±3.14

  심리적 안녕 
 14. 나는 병과 치료과정에 잘 대응하고

     있다.
6.78±3.40

 15. 나는 전반적인 나의 삶의 질에 

     만족한다.
5.85±3.33

 16. 나는 행복하다. 6.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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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20)

구 분 문 항 M ± S.D.

  심리적 안녕  17. 나는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다. 6.09±3.08

 18. 나는 나의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6.12±3.14

 19. 집중을 하거나 무엇을 기억하는 것

     은 잘 한다.
5.06±3.17

 20.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6.89±3.08

 21. 병과 치료 이후에 나의 외모가 

     변했다.
6.13±3.73

 22. 병과 치료 이후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개념 )이 변했다.
3.97±3.43

 23. 불안하다. 5.50±3.50

 24. 우울하다. 5.78±3.55

 25.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두렵다.
4.93±3.90

 26. 다른 암이 생길까봐 두렵다. 3.14±3.53

 27. 병이 재발될까봐 두렵다. 2.73±3.37

 28. 병이 전이될까봐 두렵다. 2.99±3.54

  사회적 안녕  29.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6.76±3.35

 30.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6.76±3.61

 31. 병이 난 이후 다른 사람과 사귀기

     가 어렵다.
7.89±3.16

 32. 병이 난 이후 부부관계( 성관계 )

     에 문제가 있다.
7.75±3.20

 33. 직장 또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7.38±3.45

 34. 나는 더 이상 일( 직장 )을 갖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
7.0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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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20)

구 분 문 항 M ± S.D.

  사회적 안녕
 35. 병이 난 이후 내가 해야 할 일

     ( 작업량 )을 완수하는 것이 힘들다.
6.32±3.40

 36. 병이 난 이후 일을 잘 해 내는 

      것이 힘들다. (일의 질이 떨어졌다)
6.32±3.27

 37. 병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24±2.82

 38. 병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7.73±3.00

  39. 식사 준비가 힘들다.  8.20±2.59

 40. 여가시간을 즐기지 못한다. 7.63±3.23

 41. 병과 치료 때문에 혼자 있게 되어

     외롭다.
7.55±3.30

 42. 병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6.07±3.76

  영적 안녕
 43. 교회나 절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3.62±4.06

 44. 영적인 활동들(예: 명상, 기도)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3.71±4.16

 45. 병이 난 이후 영적( 신앙 ) 생활의 

     변화는 내게 더욱 중요해졌다.
3.44±4.10

 46.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6.08±3.81

 47. 병은 나의 삶( 생활 )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5.00±3.71

 48. 나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 6.32±3.69

 49. 나는 희망적이다. 7.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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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angHee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 wasto identify thefactorsaffecting symptom
experiencesandhealth-relatedqualityoflifeinthepatientswithdifferentiated
thyroidcancer.Theframeworkofthisstudywasguidedbytheconceptsand
propositionsderivedfrom thetheoryofunpleasantsymptomsbyLenz,etal.
and CityofHopeQOL modelbyFerrell,etal..Studydesign wasacross
sectionaldescriptive study.Data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2 and
November28,2005usingself-reportquestionnairesandclinicalelectronicchart.
Thesamplesizewas120 patients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mean
age=45years)who visited thenuclearmedicineoutpatientdepartmentata
cancercenterinSeoul.
Themain independentvariableswerephysiologicfactors(serum TSH and

serum Tg),psychologicfactors(psychosocialdistress),and situationalfactors
(familysupportandcomplianceoflow-iodinediet).Thedependent variables
were symptom experiences (symptom frequency, symptom intensity, and
symptom distress),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hysicalwell-being,
psychologicwell-being,socialwell-being,andspiritualwell-being).
ResearchMethodweredescriptiveandPearsoncorrelationanalysis,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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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T-test,Mann-Whitney test,Kruskal-Wallistest,phost-hoctestand
regressionanalysis.
Theresultsareasfollows:
1.Therelatedfactorstosymptom frequencyweretimesincefinalsurgery,

psychosocialdistress.Therelatedfactortosymptom intensitywaspsychosocial
distress.Therelated factorstosymptom distresswerethenumberoffamily
andpsychosocialdistress.
2.Psychosocialdistressandtimesincefinalsurgeryexplained31.3% ofthe

totalvarianceinthesymptom frequency.Psychosocialdistressexplained26.4%
ofthetotalvarianceinthesymptom intensityand27.1% ofthetotalvariance
inthesymptom distress.
3.The related factors to physicalwell-being were income,psychosocial

distress,symptom frequency,symptom intensity,and symptom distress.The
related factorsto psychologicwell-being werepregnancy need,psychosocial
distress,family support,complianceoflow-iodinediet,symptom frequency,
symptom intensity,and symptom distress.The related factors to social
well-beingwereage,occupation,pregnancyneed,income,psychosocialdistress,
symptom frequency,symptom intensity,and symptom distress.Finally,the
relatedfactorstospiritualwell-beingwerereligion,occupation,andsymptom
intensity.
4.Symptom frequency,psychosocialdistress,andincomeexplained61.8% of

thetotalvarianceinthephysicalwell-being.Psychosocialdistress,compliance
oflow-iodinediet,andfamilysupportexplained44.1% inthetotalvariancein
psychologic well-being.Psychosocialdistressand income (monthly income<
1,000,000 won)explained 60.2% ofthe totalvariance in socialwell-being.
Finally,religion,occupation,and symptom intensity explained 38.0% ofthe
totalvarianceinspiritual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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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 resultofthisstudy,the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distress,
family support,complianceoflow-iodinedieton symptom experiencesand
health-related quality oflifewereidentified.Therefore,itissuggested that
nursesandotherhealthcareprofessionalsshouldconsiderpsychosocialdistress,
familysupport,complianceoflow-iodinediet,andsymptom experiencesasa
explanatory variables or mediators on health-related quality oflife when
planningcareforthepatientswiththyroidcancer.

KeyWords:ThyroidCancer,Symptom Experiences,Health-relatedQualityof
Life,PsychosocialDistress,FamilySupport,Complianceof
Low-iodine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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