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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여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에 논문을 진행하여 완성되기까지 간절한 믿음과 기도
로 언제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힘든 가운데 기꺼이 연구에 협조해주신 장루보유자 환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논문이 있기까지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이끌어주시고,논문 진
행 속도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제자를 무한한
사랑과 감동의 기도로 지도와 격려를 주신 고일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또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힘든 과정
후에 환자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간호를 베푸는 과정이라고 격려해주시고 논문진
행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넓고 깊은 안목으로 섬세하고 예리한 조언으로 논문을
이끌어주신 유지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논문
의 완성을 위해 애써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장루간호사를 믿고 잘 이끌어주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남규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도록 허락해주신 세브란스병원의 간호국과 장루간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해주신 김인자 선생님과 전문간호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상처․장
루․실금 분야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
를 해주신 천자혜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논문과정에 관심과 건강걱정
으로 위로해준 정인선 간호부장님,박경희 파트장님과 논문 쓰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열심히 하도록 응원을 해주고 도움을 준 151병동 간호사여러분께도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기적으로 자료수집과 논문진행하기에 어려웠을 때 든든한 지원군역할을 해준

장루간호사 백미경,이윤진,김현숙,김윤경,한은진 간호사,외과병동 및 외래 간
호사와 언제든지 기꺼이 도움을 주는 김수현 선배님,대학원 동기 김정원에게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투병 중에도 온화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처럼 제자 걱정을 더 해주시고

학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대학교 은사이신 사랑하는 이강오 교수님,대학 때부
터 단짝 친구로 늦은 학업 과정에 있는 친구를 늘 걱정해주고 나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는 보석 같은 친구 윤영,미정,언제나 변함없이 언니를 지지하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절친한 후배 현주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안이 되어준 향숙
선배,오순 선배,바쁜 와중에도 멀리 미국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는 정희 선
배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조용한 모습으로 항상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크고 깊은 사랑과 무조건적

인 믿음으로 지켜봐주시는 어머니,누구보다도 큰 언니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
끼지 않는 소연,현경과 제부,비록 멀리 대만에 떨어져 있지만 든든한 송이,대학
원 과정동안 애쓰는 언니를 안타까워하며 걱정한 막내 길현이,그리고 귀여운 조
카들 채민이와 태윤에게 길고 힘들었던 과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힘
이 되어주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큰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이며 간호사의 길을 걷도록 희망하

고 일찍이 학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와 소중하고 그
리운 남동생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진리와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이 영광을 전하며 논문 진행 과정 내내
기도로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22)”

2008년 6월
구 주 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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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본 연구는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평가,삶의 질의 정도를 확

인하여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간호 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
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대장직장암 수술 후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은 장루보유자로서

2008년 4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에 소재해있는 3차 의료기관인 S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대상자와 치료 종결 후 추후 관리를 위해 대장암 전문
클리닉 및 외래를 방문한 장루보유자 55명이었다.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UIS (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Scale),불확실성 평가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불확실성 평가도구인 위험평가
도구(dangerappraisalscale)와 기회평가도구(opportunity appraisalscale),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European Organization forResearch and Treatmentof
Cancer-Quality ofLife Core30(EORTC-QOL-C30)과 ColorectalCancer-specific
CoreQuestionnaire(EORTC-QOL-CR38)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t-test,ANOVA,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165점 만점에 평균 95.18점(평균평점 2.88점)으
로 불확실성 정도는 보통이었다.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4가지 하위영역별 불확실성정도는 ‘애매모호성’은

42.35점(평균평점 3.26점),‘불일치성’은 18.27점(평균평점 2.61점),‘복잡성’은 17.51
점(평균평점 2.50점),‘불예측성’은 14.40점(평균평점 2.88점)순으로 ‘애매모호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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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위험평가는 40점 만점에 평균 18.49
점(평균평점 2.31점),기회 평가는 35점 만점에 평균 14.09점(평균평점 2.01점)으로
위험평가가 기회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장루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5.0점으로 보통보다

낮았고,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영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3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고,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 정도가 심해지는 증상
영역은 평균 29.19점으로 보통보다는 낮아,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은 낮았다.
3.장루보유자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높고 애매모호성과 불일치성이 높을수록

위험평가가 높아지고,기회평가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았다.또한 애매모호성,불일치성,불예측성
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낮았다.
4.남자 장루보유자보다 여자 장루보유자가 불일치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t=5.010,p<.05).종교가 있는 장루보유자가 종교가 없는 장루보유자보다 불예측성
이 낮았다(t=4.991,p<.05).직장암인 장루보유자가 대장암인 장루보유자보다 기회
평가가 높았다(t=5.018,p<.05).
5.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기

능영역,증상영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보통이었지만,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평가가 높았고 기회평가는 낮았다.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은 낮았으며 또한,불확실성에 대해 위험으로 평가할수
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고,불확실성에 대해 기회로 평가할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줄이고 기회평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
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 되는 말 :장루보유자,불확실성 정도,불확실성의 평가,삶의 질,EORTCQ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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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대장직장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암 발병률에서도 남성의 경우 폐암,간
암,위암에 이어 대장직장암이 4위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는 위암,유방암에 이어
대장직장암이 3위를 차지하며,미국에서는 사망원인 암 중 2위를 차지하여 발병빈
도가 높다(보건복지부,2005).이러한 경향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
의 향상으로 곡류위주의 식생활 습관에서 탈피하여 육류위주의 서구적인 식생활
로 위암의 감소와 대장,직장암의 증가를 가져왔다(신명균 등,1993).또한 대장암
의 발생 및 사망률 증가추세는 10대 암중 증가곡선이 가장 가파르며 10년 후엔
위암,자궁암 등을 제치고 대장암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보
건복지부,1999).2002년 대장암 발생률은 11.9%로 1998년에 비해서 16.7%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2003).
대장직장암의 근치수술을 실시하게 되면 결장과 직장을 통해 배변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장루 수술은 대장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장의 유통이 불가능해져서
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복벽에 대변을 배설하는 통로인 결장의 일부분에 인공
적으로 루(stoma)를 만들어 이를 통해 변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Black,1998;
Luckmann& Sorensen,1987).하부직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 항문을 보존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은데,항문을 포함한 직장암 절제는 수술 후 배변을 위해 복부에
영구적 결장 조루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직장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수술 전 방사선 치료로 인한 수술 후 일시적 회장루 또는 결장루를 조성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장루수술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홍동현
등,2002).국내에서 장루보유자 수는 2000년 11월 한국장루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약 3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www.ostomy.or.kr),일시적인 장루보유자 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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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한다면 장루보유자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루보유자는 장루형성술 후 생리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장루로

인한 신체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기능적인 변화로 생활적응 및 사회심리적인 적응
에 어려움이 많고,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남,1991;
Lehmann,1978;Thompson,2000).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 생활방식의 파괴를 초
래하여 삶의 만족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Wilson,1981).장루보유자는 신체
상의 변화로 배변에 대한 관념과 배변방법이 변화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며 항
문과 같은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배변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이현자,1999).
사회적으로 갑작스러운 장루의 형성으로 수술 전보다 가족에 더 의존하게 되고
사회활동이나 여가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최경숙,1995).장루보유자
들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중 종종 동반되는 것은 부정적인 신체상과 낮은
자아존중감,불안,우울,슬픔,분노이며,장애의식,자살충동,절망,자존감의 상실
을 경험한다(김지현,2002;Borwell,1997;Turns,2001).또한 신체상 변화로 인한
성적 매력의 상실과 함께,장루주머니에서의 지속적인 새어 나옴과 함께 부착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환자는 상대방과의 성적 친밀감을 상실할 뿐 아니라 환자의
성적 욕구와 매력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하였다(Borwell& Gregory,1997).장루보
유자의 변화 중에서도 치료의 효과나 생존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협의 신호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Lazarus& Folkman,1984).이런 정서변화 중에서도
치료의 효과나 생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협의 신호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Lazarus& Folkman,1984).또한 환자에게 생존의 기간이나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장 커다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김금순,함은미,1996)
이는 치료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질병에 비해
암 진단 후 치료에 따른 지속적인 증상을 경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정과
재발에 대한 공포로 인한 영향으로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Mast,1998).불확실성은 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회복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수(Comaroff& Macquire,1981)로,개인이 상황을 잘못 인식하거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이 발생된다(Calvin& Lane,1999;Mishel,
1981;198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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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질환의 특성상 배변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신체증상과
함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음으로써 신체상 변화와 관련
된 정서,심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겪는데(Koller& Lorenz,1998;
Thompson,2000),장루보유자의 삶에 위협을 주는 불확실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장직장암 진단 후 치료적 목적이거나 또는 고식적 목적으

로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평가
양상을 파악하고,이에 대한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여,불확실성을 감소시키
는 간호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루보유자가 경험하는 불확실성 정도,불확실성의 평가 양상
을 파악,그리고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달성하기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을 파악한다.
2)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을 파악한다.
3)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파악한다.
5)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장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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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병리적 원인에 의해 직장,결장을 통해 배변 기능을 할 수 없어 배변이 가
능하도록 복벽에 인공항문을 형성한 환자를 의미한다(Luckmann & Sorensen,
1987).
본 연구에서는 대장직장암 진단 후 치료목적이거나 고식적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아 복벽에 인공항문인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를 의미한다.

2)불확실성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질병의 경험과 관련된 친숙하지 못한 사건들,예측할
수 없는 증상들,불명확한 설명,정보의 부족,확신할 수 없는 치료효과,그리고
질병 진행과정에 대한 회환 정보부족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인지적 상태로,정도
와 평가가 있다(Mishel;1984,1988).

① 불확실성 정도

환자가 질병과 사건에 대해 적절한 주관적 해석을 형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환자가 의사결정자로서 대상과 상황에 대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는 상황,또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하며,애매 모호성,불예측성,불일치,명료성의 부족,정보의
부족,의사소통 부족과 관련된다(Mishel,1988).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이 개발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측정도구

MUIS(TheMishelUncertaintyinIllnessScale)를 정재원(2004)이 국문 번역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로써,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② 불확실성의 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로는 추론이나 착각의 과정을 통하여 위험이나 기회로 평
가되는 것을 말한다(Mishel,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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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Lazarus& Folkman(1984)의 WaysofCopingChecklist에서 도
출된 평가도구(Mishel & Sorenson, 1991)로써, 위험평가 도구 (danger
appraisalscale)와 기회평가 도구 (opportunityappraisal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삶의 질

삶의 질이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와 만족으로,오직 개인들에게 관련되어 있으며,신체적 안녕,정신적 안녕,사회
적 안녕 및 영적 안녕으로 개념화 된다(Ferrell,Wisdom,& Wenze,1989).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이란 환자가 이상적이라고 인지하는 기능상태와 비교되는

현재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지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EORTC,
2007)EuropeanOrganizationforResearchandTreatmentofCancer의 Quality
ofLifeQuestionnaireCore30(EORTC-QOL-C30)과 대장직장암 환자에게 적용되
는 ColorectalCancer-specificCoreQuestionnaire(EORTC-QLQ-CR38)를 사용하여
기능영역,증상영역,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한 것으로 기능영역 점수가 높고,증
상영역 점수가 낮고,전반적인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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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불확실성은 불확실한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한 각 개인의 인생경험이나 생의 단
계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Mishel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론(Theoriesof
UncertaintyinIllness)을 1988년에 처음 소개하였다(Mishel,1988).1990년 이후로
만성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재개념화 된 불확실성 이론을 발표하였다(Mishel,
1990).
Mishel(1981;1988;1990)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질병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질병의 경험과 관련된 친숙하지 못한 사건들,예측할 수 없는 증
상들,불명확한 설명,정보의 부족,확신할 수 없는 치료효과,그리고 질병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부족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인지적인 상태라고 하였다(Mishel,
1984).
불확실성은 질병관련 사건이나 사물에 정확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그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이러한 Mishel(
1988)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의는 Budner(1962)의 ‘사건이 불충분한 단서로 인해
조직 또는 분류될 수 없을 경우 그 사건은 불확실하다’를 근간으로 도출되었다.
Mishel(1988)은 불확실성을 충분하지 못한 단서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상이나 사건
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인지상태로,불확실성이 환자의 인지영역을 지배하게 될 경우 환자는 발
생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없어 이를 위협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인의 통달감,결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무력감을 증가시킴
으로써 위협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다.또한 불확실성은 환자가 질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주관적 해석을 형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애매모호
성,불예측성,명료의 부족,정보의 부족,의사소통의 부족이 사건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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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el은 Lazarus(1967,1974)의 인지적 평가 모델(Cognitiveappraisalmodel)을
근거로 하여 질병에 관한 불확실성 모델을 제시하였다.초기 Mishel(1981)의 연구
에서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두 요인으로서 애매모호성과 정보의 부족을 확인하였
다.이후 연구와 개념적 명명화를 진행하면서 불확실성 모델에서의 4가지 요인인
다음의 1)질병상태와 관련된 애매모호성(ambiguity),2)치료와 간호체계에 관한
복잡성(complexity),3)질병의 심각성과 진단에 대한 불일치성(inconsistency),4)
질환의 추이와 진단의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을 규명하였다(Mishel, 1983,
1990).애매모호성은 불확실성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으로서,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정의되며,자극이 애매모호하게 판단
될 때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된다.복잡성은 친숙하지 않는 의학용어의 사용 등으
로 인한 불완전한 설명이나 환자와 가족의 경험 부족,제한된 지적능력 등으로 인
한 이해부족의 결과로 일어나며,불일치성은 불확실한 진단 및 질병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불
예측성은 질환의 잦은 재발과 예측할 수 없는 병의 예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미
래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Mishel,1983).정보의 부족은 불확실한 진단
및 질병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서 경험하게 된다(Mishel,1988).
Mishel(1988)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이론은 불확실성의 선행요인,불확실성의

인지평가 과정,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의 네 부분으로 구성
되었다.이 이론은 환자가 질병과 관련된 사건의 의미를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
하여 대처하는지를 잘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사람들은 질환이나 치료에 관한 경
험을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지적 구조(의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있
고,이 인지적 구조 하에서 다음의 4가지 주요 단계가 제시되어진다.첫째,불확실
성을 일으키는 선행요인들,둘째,불확실성을 위험이나 기회로서 평가하는 과정,
셋째,위험으로 평가된 과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노력이나 기회로 평가되어진
불확실성을 유지시키려는 노력,넷째,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한 적응 상태로 구성
된 선형모형이다.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은 자극의 틀(Stimuliframe),인지적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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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capacity),구조적 제공자(Structureprovider)이며 선행요인은 불확실성
과 직접 및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자극의 틀(Stimuliframe)은 직접 불확실성에
관여하는 증상패턴(Symptom pattern:양식이나 형상을 지닌다고 지각될 만큼의
증상이 충분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도),사건의 친숙성(Eventfamiliarity:상황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정도),사건의 일치성(Eventcongruency:질병관련 사건의 기
대와 실제경험 사이의 일치정도)이다.인지적인 능력은 간접적으로 불확실성에 관
여하는 것으로,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정보에 대한 제한된 인지는 증상패턴,사
건의 친숙성,사건의 일치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구조적 제공자는 증
상패턴,사건의 친숙성,사건의 일치성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으로 불
확실성을 직접,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데,직접 감소는 환자가 구조적 제공자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석할 때이며,간접 감소는 구조 제공자가 자극적인 틀의 요소
들에 영향을 줄 때이다.구조적 제공자의 자원으로는 신뢰성 있는 권위자,사회적
지지,교육 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의 평가는 불확실성을 위험 또는 기회로 평가하는 과정이다.불확실성

은 개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상태이다.불확실성
의 평가에는 두 가지 과정이 포함되는데 추론(inference)과 착각(illusion)이 있다.
추론은 개인의 성격,성향을 통해 형성되며 학습된 자력(learnedresourcefulness),
통제력(mastery),통제위(locusofcontrol)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생의 사건을 주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추론의 결과로 질병
상태의 불확실한 사건은 객관적인 해석에 필요한 명백함이나 예측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개인은 이 사건이 자신의 과거 학습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불확실한 사건
을 다루기 어렵고 위험하다고 여긴다.반면에 착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견해를
지닌 신념의 구성으로서,상황의 유리한 측면을 염두에 둔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믿음 즉,개인이 좋아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에 의해 강화되어지는 착각은 불확실성에 의해 일반화 되는 것으로서 착

각을 통하여 불확실성은 기회로 평가되어진다.이것은 개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나 결과가 부정적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진다.불확
실성이 위험하다고 여겨질 때는 개인이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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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착각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회로 평가되어지면,또한 추론을 통해서도
상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개인이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이러한 경
우에 개인은 불확실성을 선호하고,희망적이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착각을 통한
일반화는 부정적 결과를 지닌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불확실성에서 대처는 적응의 최종적 결과와 함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적

응은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 심리 생리적인 행
동으로 정의되고,적응의 어려움은 불확실성 자체를 의미 한다기 보다는 환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ishel,1984).불확실성이 기회로 평가될 때,대처는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완
충(buffer)역할을 하며,문제 중심의 대응전략의 사용이 예상되는데,그 이유는 기
회란 많은 행위가 가능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불확실성을 기회로 본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띤다.그러나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평가되면,대처로 직접적 행
동,경계(vigilance),전략을 동원한 정보 찾기,감정관리,이탈(disengagement),인
지적 지지(cognitivesupport)를 사용하며,감정 중심의 대응 전략이 우세한데,위
험이란 상황이 이용 가능한 자기 행위로 조절할 수 없음으로 인지 평가되었기 때
문이다.따라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위험평가에 의해 일반화된 감정을 조절하
려는 방향으로 행해진다.대응전략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와 적응사
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가진다.불확실한 상황을 위험으로 평가한 후에 나타나는
대처방식은 불확실을 감소시키거나 위험평가의 결과로 발생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이러한 대처방식의 종류로는 직접적인 행동이나 정보
추구와 같은 능동적인 대처와 신념이나 희망적인 사고와 같은 정서중심의 조절기
제가 있다.착각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유익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정의되
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착각이 생겨날 때 불확실한 사건은 기회로 평
가되고,기회로 평가된 불확실성은 희망을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 방식이 사용된다.
Mishel(1988)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인지될 때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
는 중재법이,불확실성이 기회로 인지된 경우는 불확실성을 지지해주는 중재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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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el은 1990년 만성질환자가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불확실성
이론을 재개념화 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하였다.만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이 계속해
서 진행되므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된다는 사실을 원래이론에 통합시켜
설명하였다.즉,불확실성 이론의 조정(control)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중시
하는 인식과 더불어 확실성(certainty)과 적응(adaptation)만이 바람직하다는 편견
을 인정하여,‘불확실성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의 일부분
이다’라는 내용으로 원래이론을 재개념화 하였다.
Mishel(1990)은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보이다가 기회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생의

새로운 관점(new view oflife)이라고 설명했다.즉,질병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과거의 존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
험으로 유도된 성장을 의미하며,이전보다 새로운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거의 삶의 경험,생리적 상태,사회적 차원 및 건강정보 제공자였다.그러므로
사회적 자원과 개연론적 사고를 수용하는 건강관리제공자의 지지에 의해 환자는
이러한 새로운 생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정상적인 생의 일부분으로 인정된 불
확실성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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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이론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Modelofperceiveduncertaintyinillness(Mishel,1988)

불확실성의 측정도구(Mishel,1981)의 개발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이론을 바탕
으로 한 간호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심혈관질환과 말초혈관질환,신 질환,산부인과적

질환의 수술환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Levi,1989;Redeker,1990;Ronayne,
1989;Warrington& Gottlieb,1987;Wong& Bramwell,1992)가 진행되었다.환자
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살펴보면,유방암 환자(Northouse,Laten,& Reddy,1995;
Wong & Bramwell, 1992)와 부인과 암 환자(Mishel & Braden, 1988;
Wonghongkul& Deimling,2000),기타 부위의 암환자 (Christman,1990)에서의
불확실성 정도는 총점의 25~50%를 나타내었다.
국내에서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만성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유경

희,1997),전신성 홍반성 낭창환자(유경순,1995),일반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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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최은숙,1993;성은희,1995;조옥희,2000).관련 개념으로는 대응양상,희망,
우울,영적안녕 등의 연구들이 있으며(최은숙,박점희,김현미,1994;소향숙,1995;
이윤정,함은미,김금순,2001;유필숙,2004),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불확실성 정도는 총점의 68.5%로 나타났고(최은숙,박점희,
& 김현미,1994),Mishel(1981)과 Mishel과 Braden(1988)은 치료기간에 따라 암
환자의 불확실성이 변화된다고 하였다.소향숙 (1995)이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수술 후 3개월에 걸쳐 불확실
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불확실성 정도는 치료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고,이동숙과
이은옥(1997)이 위암 환자의 질병과정에 따른 사회적 지지요구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진단기,치료기,회복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하였다.조옥희 (2000)의 유방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경제상태,치료종류,수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수술 후 경과 기
간이 7~12개월 (1년)군에서 가장 높았다.또 민영숙 (1994)이 암 환아 가족의 질
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처 양상을 알아본 연구에서 질병의 경과 기간과 중증도
에 따라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르게 나타났다.이러한 불확실성 정도는 연령,
교육정도,경제상태,입원한 과,수술 여부,진단명 인지 여부,예후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강성실,1996).
불확실성의 인지개념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부인과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질병이나 치료 경험을 모호하게 인지하는
환자일수록 불확실한 사건을 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Mishel& Sorenson,
1991),불확실성 정도는 불확실성의 위험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반면
에 기회평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강윤희,2003;Bailey &
Nielsen,1993).불확실성,질병의 심각성,교육정도,연령이 불확실성을 위험과 기
회로 평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이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경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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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주로 사회학에서 다루
어온 사회지표(Socialindicator)라는 개념에서 유래되었다(Ferrans&Powers,1985).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관심이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심리적,사회적 욕구충족으

로 바꾸어짐에 따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과 증상 조절을 통한 간호중재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은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다차원적인 개념이므로 정의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데,Burckhardt(1985)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만족을 주관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Andrews등(1976)은 삶의 질이란 인간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생에 대한 만족의 정도이며 그 하위개념으로 행복감,만족감,
걱정의 정도,삶의 형편 및 장래 희망 등을 포함하였고,Spilker(1996)는 주관적이
고 다원적인 개념으로 질병치료 및 치료의 부작용과 관련된 주관적인 안녕감이라
고 하였다.세계보건기구(1993)에서 삶의 질(QOL)이란�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
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기대,규범,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Ferrell(1996)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신체적 안녕,심리적 안녕,사회적 안녕 및

영적 안녕으로 개념화하고,총체적인 삶의 질은 네 가지 영역 모두를 포함하며 개
인적 안녕감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으며,Padilla등(1990)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삶
의 질을 조사할 경우 신체적,정서적,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사정이 반드시 수행
되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Wilson과 Cleary(1995)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삶의 전반적
인 영역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감을 말하며,얼마나 행복한지 또는 얼마나 만
족하는 지로 측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인 인간 삶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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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각 학자마다 접근하는 관점,목적,방법에 따라 다르
게 말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 정의나 개념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두
가지 측면에서는 공통적 합의를 보고 있는데 즉,삶의 질은 개별성으로 개인이 지
각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다차원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삶의 질 개념은 의학
적 치료와 간호의 목적이 환자의 치유와 생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녕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였다(Joanna,Ferdinand,1985).
1980년대부터 간호학분야에서는 간호행위와 건강관리의 중요목표가 삶의 질이

되면서 투석환자,관절염환자,이식환자,뇌졸중 환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의 생명유지와 수명연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의
의미와 질적인 삶을 고려하는 것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Hinton &
Walker,1993).최근에는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한 초점이 점차 대상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 치료의 최종변수로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이
자옥,2003),이러한 삶의 질의 개념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질병의 과정과 치료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방법이 되고 있다(Juenger등,2002).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성별,결혼상태,교육정
도,종교 등),질병 특성(치료시점,치료형태,장루유무,통증 등),정서․인지적 특
성으로 우울,자아존중감,자가간호역량 및 자가 간호 지식정도 등과,환경적 특성
으로 사회적 지지,경제 상태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다른 암환자와는 달리 대장직장암 환자들은 암이라는 진단으로부터의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치료,영구
적 결장루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된 느낌 등 많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저하를 경험한다(Koller& Lorenz,1998).대장직장암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신
체적 불편감으로는 수술 후 배뇨장애와 성기능 장애이고 장루를 보유한 대상자들
은 배변습관의 변화,피부간호,부착기구 사용법 및 냄새,소리 조절 등의 신체적
문제와 부부관계의 어려움,우울,퇴행,수치심,자긍심 저하,사회생활의 위축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 등을 더 경험하게 된다(김영혜,권숙희과 이은
남,1990;김현경,2003).
특히 대장직장암 환자들 중 장루유무에 따른 비교연구에서 장루를 보유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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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삶의 질이 낮고,역할기능과 사회기능 등
에서도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Sprangers,1999).직장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과 관련된 연구는 복회음 절제술,저위전방술 등의 수술방법과 장루유무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신체일부에 이상이 있거나 기
능이 부족한 신체장애는 좌절감이나 열등의식을 유발하며(권기덕,1999),이런 심
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므로(이
숙,임승주,1993)장루보유자의 손상된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와 우울,불안
등의 행동장애를 유발한다(Klopp,1990).Piwonka와 Merino(1999)는 이러한 심리
적 적응을 결정하는 요소로 신체상의 손상이 감지되었다고 하였고,긍정적인 신체
상을 지닌 장루보유자는 생활적응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어(정면숙,1984)신체상은
장루보유자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다.
장루형성술로 인한 신체상 변화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문화적,성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이는 대상자가 장루형성술을 통해서 신체적
기능의 저하나,신체적 불완전성,위축감 등의 감정을 나타냄으로써(Black,2000)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Bekkers등(1995)은 이러한 신체상 변화에 대
한 정서적 반응의 정도는 제거되거나 모양이 손상되어 변화된 신체 부위의 기능
과 구조의 중요성보다는 신체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lack은(2000)질병이나 장루를 보유한 대상자의 성적 매력의 상실은 상대방 뿐

아니라 환자 자신에 대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장루
형태에 관계없이 환자를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상
대방 또한 성적 욕구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며,Borwell& Gregory(1997)는
이러한 신체상 변화로 인한 성적 매력의 상실과 함께,장루주머니에서의 지속적인
새어 나옴과 함께 부착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환자는 상대방과의 성적 친밀감을
상실할 뿐 아니라 환자의 성적 욕구와 매력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Offman(1995)은 장루형성술이 미치는 정신적 영향 정도가 신체적 영향보다도 크
며,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정서적 변화의 심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Borwell(1997)은 장루형성술 이후 환자는 장루주머니가 새거나,냄새,소리,성적
매력의 상실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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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mann등(2001)은 수술 전에는 정서,인지기능의 저하와 설사,변비,위장문
제의 불편감이 높았고,수술 후 6～9개월에서는 피로,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체
중감소,성기능 문제 등의 증상 불편감이 높았으나 수술 후 12～15개월에는 6～9
개월에 비해 기능상태가 호전되고 증상 불편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Jutta
등(2003)은 수술 후 1,2,3,4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하였는데,시간
이 경과할수록 기능 상태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임종미(2003)는 장루보유자 일반적 특성 중 연령,성별,교육 정도,수술 후 직업

유무,가족 수가 삶의 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질병관련 특성 중 장루 보유기
간,항암,방사선 치료유무,피부 보호판 부착 기간,자조모임 참석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장루주위 피부 관리 방법(박경희,2002),장루협회의 월
례모임 참석정도,월수입,수술과 병행한 치료,배변관리,장루로 인한 문제점,장
루 관리 시 도움을 주는 이,장루보유기간과 입원경험 유무(송경숙 ,1998),자가
간호가 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희망정도가 높을수록,가족지지도가 높
을수록,건강상태 지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송경숙 외,1999).또한 배변
관리형태(이현자,1999),비뇨기계 문제,소화기계 불편감 및 둔부 통증(Sprangers
등,1999),성생활 능력(박정숙 등,1998),수술 후 경과기간(이혜옥,1999),다른 결
장루 보유자와의 만남,결장루와 관련된 문제(최경숙 등,1997),건강상태지각 (장
미열,1995),가족지지,사회적 지지(장미열,1995;김영혜,권숙희,이은남,1990;김
채숙,강규숙,1986),자가 간호역량 (장미열,1995),자아 존중감 (Wilson,1981)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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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불확실성과 삶의 질,희망에 대한 연구(Staplesetal,1997)에서는 관상동맥 측부
순환술 하기 전에 심장환자와 배우자 2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환자의 희망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2)환자보다 배우자가 환
자의 심장질환에 대해서 더 불확실했고 삶의 질도 높았다.3)여성 환자가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질병의 치료 단계에 따른 환자의 반
응을 보면,수술 전 진단시기가 가장 괴로웠다고 보고하였고 (83%),그 다음이 퇴
원 후 가정에 돌아간 뒤의 시기 (11%),입원하여 치료받던 시기 (6%)로 나타나 환
자 자신은 경험해야 될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가 가장 괴
롭다고 보고되었다(Northouse,1989).
유방암 환자의 치료단계에 따른 불확실성과 삶의 질에 관한 이인숙(2004)의 연

구에서 불확실성은 치료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이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삶의 질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는 유의한 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삶의 질과 불확실성에 대한 기회평가는 유의한 긍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삶의 질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태 만족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간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영적요구와의 관계를 파악한 강병금
(2004)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영적요구는 약한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Christman(1990)이 유방절제술 후 방사선 요법을 받는 동안 시간경과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 불확실성 정도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며,불확실성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확실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는 없었다.
대장직장암 환자들인 경우 일반적인 암환자와는 달리 질환의 특성 상 배변기능

의 변화와 관련된 신체증상과 함께 영구적이나 일시적인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음
으로서 신체상 이미지와 함께 영구적이나 일시적인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음으로
서 신체상 이미지와 관련된 정서적,심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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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Koller& Lorenz,1998;Thompson,2000)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장루보유자의 삶에 위협을 주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인 증

상과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정,재발에 대한 공포와 이로 인한 영향에서 오는 삶
의 질과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파악하여 장루보
유한 대장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444...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CCCooonnnccceeeppptttuuuaaalllFFFrrraaammmeeewwwooorrrkkk)))

Mishel(1988)은 불확실성 이론에서 첫째,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선행요인,둘째,
불확실성을 위험이나 기회로서 평가하는 과정,셋째,위험으로 평가된 과정을 감
소시키기 위한 대응노력이나 기회로 평가되어진 불확실성을 유지시키려는 노력,
넷째,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한 적응상태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첫

째,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보
았고,둘째,장루보유자가 지각하는 불확실성 정도이며,셋째,불확실성을 위험이
나 평가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넷째,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한 결
과인 적응의 한 측면으로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그림
2〉.

그림 2.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삶의삶의삶의삶의 질질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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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특성인구사회학적특성인구사회학적특성인구사회학적특성

질병관련특성질병관련특성질병관련특성질병관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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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평평

가가가가

불확실성불확실성불확실성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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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대장직장암 진단을 받고 장루형성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
성 정도,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
술적 상관관계연구(cross-sectionaldescriptivecorrelationstudy)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대상자는 대장직장암으로 수술 후 장루형성술을 시행받은 대상자로서 서울
에 소재해있는 3차 의료기관인 S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대상자와 치
료 종결 후 추후 관리를 위해 대장암 전문 클리닉 및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를 근
접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임의표출 하였다.

① 의학적으로 대장직장암 진단을 받고 고식적 또는 치료적 목적으로 수술 후 일
시적인 인공항문이나 영구적 인공항문 시술을 받은 자
② 장루보유를 한 대상자 중 수술 후 7일 이상 경과한 대상자로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영구적 결장루보유자들은 수술 후 2주일 경이 되면 퇴원을 하
게 되는데(Myers,1996;미국 DRG :10일),장루보유자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7일-14일정도 퇴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삶의 질 측정 도구 문항
이 지난 1주일간을 기준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③ 대장직장암 관련 입원 치료를 받는 대상자와 외래로 통원치료를 하면서 일상
생활에 임하는 대상자
④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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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G power3.0.5software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연구에서 효과크기 0.3,⍺수준 0.05,검정력 0.70을 입력한 결과 표본크기가 49명으
로 산출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탈락을 고려하여 58명을 선정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써,내용은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관한 13문항,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6문항,질환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에 관
한 33문항,불확실성의 평가에 관한 15문항,삶의 질에 관한 60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1)인구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나이,성별,종교,교육정도,직업,배우
자,월평균수입,경제적인 부담감,치료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주 간호제공자,다른
질환,동거 가족,장루의 주된 관리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도구로 총 13문항
이다.
질병관련 특성은 진단명,수술방법,장루보유기간,장루종류,항암방사선치료여

부,Stage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도구로 총 6문항이다.

2)불확실성 정도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이 수정하여 개발한 33문항의 불확실성 척도(MUIS)
를 정재원(2004)이 도구 사용 허가를 받아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이인
숙(2004)이 예비조사를 거친 도구를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불확실성의 4가지 하위
영역인 애매모호성 13문항,복잡성 7문항,불일치성 7문항,불예측성 5문항과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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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부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1개의 문항으로,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MUIS
는 질병에 대해 인지된 불확실성 정도는 5점 척도로서,�매우 그렇다�의 5점,
�그렇다�가 4점,�그저 그렇다(보통)�가 3점,�아니다�2점,�전혀 아니다�
의 1점으로 최저 33점에서 최고 165점까지의 점수를 가진다.점수가 높을수록 불
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Mishel(1988)의 당시 MUIS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91-.93이었으며,정재

원(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85였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83이었다.

3)불확실성의 평가

불확실성의 평가(appraisal)는 Lazarus& Folkman(1984)의 WaysofCoping
Checklist를 Mishel과 Sorenson(1991)이 문항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사용한 15개
문항의 평가 도구(appraisalscale)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2개의 하부영역인 위
험평가(dangerappraisalscale)8문항과 기회평가(opportunityappraisalscale)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혀 없다�의 0점에서 �아주 많이 있다�의 5점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형 6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Mishel& Sorenson(1991)의 연구에서 위험 평가 도구 신뢰도

Cronbach's⍺=.87,기회평가 도구 신뢰도 Cronbach's⍺=.82였고,이인숙(2004)
의 연구에서 위험평가도구의 신뢰도 Cronbach's⍺=.87이었고,기회평가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평가도구의 신뢰도 Cronbach's⍺=.87이었고,기회평가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91이었다.

4)삶의 질 측정도구

삶의 질 측정도구는 암환자의 일반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인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ofCancer-Quality ofLif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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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EORTC-QOL-C30)과 대장직장암환자에게 적용되는 ColorectalCancer-specific
CoreQuestionnaire(EORTC-QLQ-CR38)의 EORTC QLQ-C30-version 3한국어판
번역본을 EORTCCenter에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질,기능영역,증상영역으

로 살펴보았다.전반적인 삶의 질은 일반적인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QLQ-C30의 전반적인 건강상태(globalhealthstatus):(1문항),삶의 질(1문
항)등 총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기능영역은 일반적인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QLQ-C30
의 신체(5문항),역할(2문항),정서(4문항),인지(2문항),사회(2문항)등 15문항과 대
장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QLQ-CR38의 신체상(3문항),미래
인식(1문항),성기능(2문항),성적 즐거움(1문항)등 7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증상영역은 일반적인
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EORTC-QLQ-C30의 피로(3문항),통증(2문항),오
심구토(2문항),호흡곤란(1문항),불면증(1문항),식욕저하(1문항),설사(1문항),변비
(1문항),경제적 어려움(1문항)등 13문항과 대장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
인 EORTC-QLQ-CR38의 배뇨문제(3문항),위장문제(5문항),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3문항),체중감소(1문항),성별에 따른 성기능의 문제(남녀각각 2문항),장루를 가
진 대상자만 답하는 장루관련문제(7문항)등 23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이 높아져서 삶의 질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EORTC-QLQ-C30,CR38은 EORTC(version3.0)scoringmanual에 따라 0-100점

까지의 점수범위로 환산되며 전반적 삶의 질 점수가 높고,기능영역 점수가 높고,
증상영역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EORTC-QOL-C30은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도는 Cronbach's

⍺=.65～.73(김현경,2003),Cronbach's⍺=.87(이윤진,2006)이었고,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85로 나타났다.
EORTC-QLQ-CR38은 대장직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

=0.78～0.92(Sprangers,etal,1999),Cronbach's⍺=.77～.80(이윤진,200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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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 .84,기능영역 신뢰도는
Cronbach's⍺=.84,증상영역 신뢰도는 Cronbach's⍺=.83으로 나타났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4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일 대학교 병원의 대장직장

암 수술 전문의의 동의하에 해당 병원의 간호국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서 자
료를 수집하였다.대장직장암 진단 후 치료적이거나 고식적으로 수술 후 장루형성
술 7일째이상 경과한 대상자들과 퇴원 후 병원의 대장암 클리닉 외래 추후 내원
한 회복기의 대상자들 대장직장암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연구자가 외래 방문 시
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질병 관련 특성 및 수술에 관해서는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기록하였고,일반적인

특성,불확실성 정도,불확실성 평가,삶의 질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장루전문간
호사)들이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구조화된 설문지
에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자료 수집하였다.그러나 대상자가 원하거나 노안
으로 설문지 작성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대상자의 응답을 기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 작성 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설문지는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연
구 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적 측면을 보
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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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SPSSWIN 12.0 forWindow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산통계처리 하였다.
1)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였다.
2)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불확실성 평가,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불확실성정도,불확실성평가,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Analysis를 사용하였다.
4)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불확실성 평가,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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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성별,배우자,종교,교육정도,직업,
동거가족,가족의 월 평균수입,경제적 부담.치료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주 간호
제공자,장루의 주된 관리자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1〉.
대상자는 남자가 67.3%,여자가 32.7% 로 남자가 많았다.연령대는 최저 30세에

서 최고 79세로 평균 연령은 59.71세(±11.56)이었고, 65세 미만이 67.3%,65세 이
상이 32.7%로 65세 미만이 많았다.배우자 유무는 있다가 76.4%,없다가 23.6%로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었다.종교가 있는 경우가 60.0%,없다가 40.0%로,종교가 있
는 대상자가 많았다.교육정도는 중졸 40.0%,고졸 27.3%,대학교 졸업27.3%로 대
상자의 50%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졌다.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65.6%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고,있는 경우 34.5%로 회사원과 자영업,단순노무직,기타는 농사
가 각각 7.3%로 나타났다.동거가족은 배우자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
45.5%,기타 7.2%로 이중 혼자가 3.6%,친지 3.6%로 나타났다.가구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41.8%,100-200만원,200만 원 이상이 각각 29.1%로 대상자의 50% 이상
이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경제적인 부담 정도는 있다가 80.0%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아주 많이 부담스럽다가 56.4%로 대부분이 부담스러운 것
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용부담은 부부부담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본인이 40.0%,배우자

21.8%,다음으로 자녀가 32.7%,기타로는 부모형제자매친척이 5.5%로 나타났다.
주 간호 제공자는 배우자가 60.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자녀가 27.3%,부모
형제자매가 9.1%,기타는 친지간병인 3.6%로 나타났다.
장루의 주 관리자는 본인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타인이 4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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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n=55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7(67.3)

여 18(32.7)

연령 65세 미만 37(67.3) 59.71±11.56
65세 이상 18(32.7)

배우자 유 42(76.4)
무 13(23.6)

종교 유 33(60.0)
무 22(40.0)

교육정도 중졸이하 22(40.0)
고졸 15(27.3)
대졸이상 18(32.7)

직업 유 19(34.5)
무 36(65.5)

동거가족 배우자 26(47.3)
가족 25(45.5)
혼자 2(3.6)
기타 2(3.6)

가족의 월평균수입 100만원 미만 23(41.8)
100-200만원 미만 16(29.1)
200만원 이상 16(29.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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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계속)
n=55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경제적인 부담감 유 44(80.0)

무 11(20.0)

치료비용부담자 부부 34(61.8)
자녀 18(32.7)
기타 3(5.5)

주 간호제공자 배우자 33(60.0)
자녀 15(27.3)
기타 7(12.7)

장루의 주 관리자 본인 32(58.2)
배우자 17(30.9)
자녀 5(9.1)
기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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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질병과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는 진단명,수술방법,장루보유기간,장루
종류,항암방사선 치료여부,병기(Stage)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2〉.
진단명은 직장암이 85.5%,대장암이 14.5%로 직장암이 많았다.
수술방법은 영구적인 결장루를 갖게 되는 복회음절제술(Miles'soperation)을 시

행 받은 대상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저위전방절제술+일시적 회장루술
(LAR+Divertingileostomy)이 25.5%,하트만(Hartmann)이 10.9%,최저위전방절제
술+대장항문문합술+일시적회장루술(uLAR+CAA+Divertingileostomy)이 9.1%,저
위전방절제술+결장루술(LAR+Colostomy)이 5.5%,기타는 복강경 우측 반 대장절
제술(LaparoscopicRt.hemicolectomy)로써 3.6%로 나타났으며,결장루가 58.2%,
회장루가 41.8%로 결장루를 가진 대상자가 많았다.
장루보유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최저 7일에서 최고 1825일로 평균 249.29일이었

으며,6개월 미만이 6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병기분류에 의하여 Ⅲ기(DukeC1.2)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항암방사선 치료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무 20.0%,항암제 25.5%,방사선치료 7.3%,항암방사선 치
료(CCRTx)가 4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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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 분포
n=55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진단명 직장암 47(85.5)

대장암 8(14.5)

수술방법 복회음절제술(Miles) 23(41.8)
하트만(Hartmann) 6(10.9)
저위전방절제술+결장루술
(LAR+Colostomy) 3(5.5)
저위전방절제술
+일시적회장루술
(LAR+Divertingileostomy)

14(25.5)

최저위전방절제술
+대장항문문합술+일시적회장루술
(uLAR+CAA+Divertingileostomy)

5(9.1)

전결장직장절제술+회장루술
(TotalProctocolectomy+ileostomy) 2(3.6)
복강경 우측 반 대장절제술
(LaparoscopicRt.hemicolectomy) 2(3.6)

장루보유기간 6개월 미만 36(65.5) 249.29±403.96
6개월 이상 19(34.5) (일)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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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 분포 (계속)
n=55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장루종류 결장루 32(58.2)
회장루 23(41.8)

항암방사선치료 무 11(20.0)
항암제 치료 14(25.5)
방사선 치료 4(7.3)
항암제+방사선 치료 26(47.3)

Stage Ⅰ기 10(18.2)
Ⅱ기 13(23.6)
Ⅲ기 30(54.5)
Ⅳ기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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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1)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표 3〉과 같다.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최소 54점에서 최대 117점이었고 총 165점 만점

의 총 대상자의 불확실성은 95.18±12.95점(평균평점 2.88± .39)으로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의 4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하면,‘애매모호성’은 42.35점(평균

평점 3.26점),‘불일치성’은 18.27점(평균평점 2.61점),‘복잡성’은 17.51점(평균평점
2.50점),‘불예측성’은 14.40점(평균평점 2.88점)이었다.
즉,애매모호성은 보통보다는 높게,불예측성,불일치성,복잡성은 보통보다는 약
간 낮았으며 ‘애매모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의 전체 및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n=55

영역 평균 ±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불확실성 정도 95.18± 12.95 2.88± 0.39

애매모호성 42.35± 8.46 3.26± 1.06
복잡성 17.51± 2.74 2.50± 0.39
불일치성 18.27± 3.47 2.61± 0.49
불예측성 14.40± 2.57 2.88± 0.51
기타 2.65± 1.09 2.65± 1.09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4가지 하위영역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부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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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정도의 하위영역별 문항의 내용을 보면,애매 모호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3.96점)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2.64점)이었다.
복잡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쓰

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3.16점)였고,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2.07점)이었다.
불일치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궁금한 것이 많

다”(3.62점)였으며,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
단명을 말해주지 않았다”(1.87점)였다.
불예측성 영역에서는 “나는 내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3.67

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의료진은 내 병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1.91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평가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위험평가는 최소2점-최대34점이었

고 40점 만점에 평균점수 18.49점(평균평점 2.31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회 평가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5점이었으며 35점 만점에 평균점수 14.09점(평균
평점 2.01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위험평가가 기회평가보다 높게 나타
났다.

〈표 4〉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평가
n=55

불확실성 평가 문항수 평균 ± 표준편차 평균평점± 표준편차
위험평가 8 18.49± 8.00 2.31± 1.00
기회평가 7 14.09± 7.38 2.0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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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전반적 삶의 질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7점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45.0점이었다.기능영역
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31점으로 기능상태가 보통이었고,증상영역은 100점 만
점에 평균 29.19점으로 불편감 정도가 보통보다는 낮아,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

〈표 5〉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n=55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삶의 질(Globalqualityoflife) 45.00±19.615
기능영역(Functionalscores) 55.31±9.68
증상영역(Symptom scores) 29.19±12.26

기능영역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인지기능이 75.76점으로 가장 높았고,신체기
능 75.04점,정서기능 69.40점,역할기능 65.76점,사회기능 43.94점 순이었고,가장
낮은 점수는 성기능으로 18.79점이었다. 성생활에 활발한 대상자만 응답하는 성
적 즐거움은 총 23명이 답하였는데 34.78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신체상과
미래에 대한 인식은 각각 52.52점과 61.82점으로 나타났다.
증상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59.39점으로 가장 높아 증상영역 중 가장 큰 불편

감을 나타냈으며,장루관련 문제는 48.40점,남성성기능 문제는 46.39점,성교를 한
적이 있는 여성만이 답하는 여성 성기능 문제에 있어서는 18명중 12명이 답하여
31.94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이외에도 피로가 36.36점,위장문제
35.15점,체중감소 29.09점,항암부작용 27.07점,통증 26.36점 순이었다.가장 낮은
불편감 점수를 보인 것은 오심구토가 8.49점이었고,변비가 9.70점이었다(부록2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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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불확실성 평가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coefficient로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평가와의 관계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불확실성 정도는 불확실성의 위험평가와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519,p<.001),하부영역인 애매모호성(r=.557,p<.001),불일치성(r=.579,p<.001)
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확실성 정도는 불확실성의 기회평가와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r=-.514,p<.001),하부영역인 애매모호성(r=-.525,p<.001),불일치성(r=-.389,
p<.01)과 유의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위험평가가 높았고 특히,애매모호성과 불일치성이 높

을수록 위험평가 수준도 높았다.반대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회평가가 낮았으
며 특히,애매모호성과 불일치성이 높을수록 기회평가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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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평가와의 관계
n=55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정도
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위험평가
.519

(.000)***
.557

(.000)***
-.203
(.136)

.597
(.000)***

.067
(.625)

기회평가
-.514

(.000)***
-.525

(.000)***
-.016
(.908)

-.389
(.003)**

-.19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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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 평가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coefficient로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반적 삶의 질과 불확실성 정도는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490,p<.001),불확실성정도의 하부영역인 애매모호성(r=-.457,p<.001),불일치
성(r=-.342,p<.01),불예측성(r=-.301,p<.05)과는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다.
전반적 삶의 질과 위험평가(r=-.510,p〈.001)는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기회평가 (r=.545,p<.01)와는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았다.특히 불

확실성의 애매모호성,불일치성,불예측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낮았다.또한 불확실성의 위험평가가 클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낮았으며,불확실
성의 기회평가가 클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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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평가와 삶의 질 관계
n=55

항목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평가

애매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위험평가 기회평가

전반적
삶의 질

-.490
(.000)***

-.457
(.000)***

-.095
(.490)

-.342
(.010)**

-.301
(.025)*

-.510
(.000)***

.545
(.000)***

기능영역 -.098
(.478)

-.060
(.664)

-.254
(.062)

-.016
(.907)

-.017
(.905)

-.198
(.148)

.147
(.284)

증상영역 .160
(.244)

.112
(.416)

.177
(.197)

.141
(.305)

.004
(.974)

.205
(.133)

-.255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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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질을 포함한 기능․증상영역의 삶의 질과 불확실 정
도,평가와의 각 영역별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부록 3참조).
기능영역 중 ‘사회기능’과 ‘불확실 정도’(r=-.553,p〈.001),‘애매모호성’(r=-.547,

p〈.001),'불일치성‘(r=-.402,p〈.01)과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신체상’은 ‘불확실 정도’(r=.292,p〈.05),‘애매모호성’(r=.314,p〈.05)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미래인식’은 ‘애매모호성(r=.349,p〈.01)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로,’성기능‘은 ’복잡성‘(r=-.278,p〈.05)로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증상영역 중‘경제적 어려움’은 ‘불확실 정도’(r=.432,p〈.01),‘애매모호성’(r=.363,

p〈.01),‘불일치성’(r=.328,p〈.05)로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애모모호성,불일치성이 높을수록 ‘사회기능’은

낮았고 복잡성이 높을수록 ‘성기능’이 낮았으며,불확실성 정도,애매모호성,불일
치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평가의 하부영역 중 위험 평가와 ‘전반적 삶의 질’(r=-.510,p<.001),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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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역 중 ‘정서기능’(r=-.547, p<.001), '인지기능‘(r=-.314, p<.05), '사회기능
‘(r=-.390,p<.01),’미래인식‘(r=-.292,p<.05,),‘성적 즐거움’(r=-.434,p<.05)과는 모두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증상영역 중 '장루문제'(r=.293,p<.05)와는 유의한 긍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불확실성 평가의 하부영역 중 기회평가와 ‘전반적 삶
의 질’(r=.545,p<.001),‘정서기능’(r=.305,p<.05),'인지기능’(r=.388,p<.01),'사회기
능‘(r=.310,p<.05),’신체상‘(r=.304,p<.05),'미래인식'(r=.388,p<.01)은 유의한 긍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정서기능,인지기능,사회기능,

미래인식,성적 즐거움은 낮았으며,장루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정서기능,인지기능,사회기능,신체상,미래인식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8 -

666...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1)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

본 연구에서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불확실성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없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영역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과 불일치성(t=5.010,p<.05),종교와 불예측성(t=4.991,p<.05),주 간호제공자와 애
매모호성(F=3.577,p<.05)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불일치성의 경우 남자가 17.57점,여자가 19.72점으로 남자

보다 여자가 불일치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불예측성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13.79점,종교가 없는 경우 15.32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
우보다 불예측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주 간호제공자가 배우자,자녀,기타
에 따라 애매모호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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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정도
n=55

특성(명) 불불불확확확실실실
정정정도도도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37) 94.22±13.76 42.46±8.91 17.41±2.91 17.57±3.33 14.35±2.66

여(18) 97.17±11.21 42.11±7.70 17.72±2.44 19.72±3.37 14.50±2.45

t(p) .623(.433) .020(.888) .158(.692) 5.010(.029)* .040(.843)
연령
65세미만
(37) 95.59±13.83 42.57±8.80 17.35±2.95 18.68±3.73 14.41±2.35

65세이상
(18) 94.33±11.27 41.89±7.95 17.83±2.30 17.44±2.77 14.39±3.07

t(p) .113(.738) .076(.783) .368(.547) 1.538(.220) .000(.982)
배우자
유(42) 95.24±13.51 42.33±8.59 17.71±2.99 17.93±3.25 14.67±2.75

무(13) 95.00±11.48 42.38±8.38 16.85±1.62 19.38±4.03 13.54±1.71
t(p) .003(.954) .000(.985) .991(.324) 1.771(.189) 1.932(.170)
종교
유(33) 93.12±13.74 41.21±8.92 17.61±2.38 17.88±3.83 13.79±2.57

무(22) 98.27±11.28 44.05±7.61 17.36±3.27 18.86±2.81 15.32±2.35
t(p) 2.130(.150) 1.492(.227) .101(.752) 1.063(.307) 4.991(.030)*
학력
중졸이하
(22) 97.95±10.92 43.45±8.02 17.68±2.81 19.27±3.39 14.64±3.07

고졸(15) 91.60±16.71 41.20±11.13 17.47±2.06 16.67±3.86 14.00±2.42
대졸이상
(18) 94.78±11.59 41.94±6.55 17.33±3.25 18.39±2.85 14.44±2.09

F(p) 1.089(.344) .338(.715) .079(.924) 2.685(.078) .268(.766)

*p＜.05,**p＜.01,***p＜.0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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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정도 (계속)
n=55

특성(명) 불불불확확확실실실
정정정도도도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직업
유(19) 91.63±16.20 40.32±1.51 17.42±3.38 18.00±4.29 13.68±2.98

무(36) 97.06±1065 43.42±7.09 17.56±2.39 18.42±3.00 14.78±2.29

t(p) 2.228(.141) 1.690(.199) .029(.865) .176(.676) 2.289(.136)

동거가족
배우자(26) 93.77±13.66 41.92±8.28 17.27±2.80 3.33±.65 3.07±.60

가족(25) 97.28±12.35 43.24±8.54 17.64±2.88 3.63±.72 1.99±.39

기타(4) 91.25±13.02 39.50±10.78 18.25±1.50 2.06±1.03 2.87±1.43
F(p) .658(.522) .389(.680) .265(.768) 1.851(.167) .238(.789)
경제적
부담감
유(44) 96.09±13.20 42.43±9.03 17.77±2.81 18.64±3.35 14.52±2.54

무(11) 91.55±11.80 42.00±5.98 16.45±2.25 16.82±3.71 13.91±2.77

t(p) 1.084(.302) .022(.881) 2.065(.157) 2.480(.121) .493(.485)

*p＜.05,**p＜.01,***p＜.0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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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정도 (계속)
n=55

특성(명) 불불불확확확실실실
정정정도도도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주 간호
제공자
배우자(33) 96.00±12.10 43.36±7.42 17.61±3.12 18.12±3.16 14.33±2.57

자녀(15) 98.40±12.21 43.67±8.45 17.67±2.28 19.67±3.75 14.53±2.82

기타(7) 84.43±14.72 34.71±10.40 16.71±1.70 16.00±3.36 14.43±2.44

F(p) 3.175(.051) 3.577(.035)* .330(.721) 2.937(.062) .030(.970)
장루
주관리자
본인(32) 92.69±13.38 40.18±9.11 17.50±2.46 17.56±3.82 14.34±2.53

배우자(17) 96.24±12.34 43.18±7.69 16.94±2.96 18.71±2.75 14.53±2.89

자녀(5) 104.00±6.24 47.20±2.77 18.40±3.13 21.00±2.00 14.20±2.49

기타(1) 113.00±.0 53.00±.0 23.00±.0 20.00±.0 15.00±.0

F(p) 1.909(.137) 1.523(.220) 1.829(.154) 1.710(.177) .045(.987)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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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

본 연구에서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불확실성의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없었다.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불확실성 정도는 직장암의 경우 93.83점으로 대

장암의 경우 103.13점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장루종류에 따
른 불확실성 정도는 회장루가 97.48점으로 결장루 93.53점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tage는 Ⅳ가 106.00점으로 Ⅰ의 93.50점 보다 불확실성 정
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 외에 장루보유기간,항암방사선치
료여부,수술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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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
n=55

특성(명) 불확실정도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진단명
직장암(47) 93.83±13.28 41.40±8.56 17.38±2.84 18.21±3.52 14.19±2.54

대장암(8) 103.13±7.18 47.88±5.51 18.25±2.12 18.63±3.37 15.63±2.61

t(p) 3.693(.060) 4.233(0.45) .677(.414) .095(.759) 2.157(.148)

장루종류
결장루(32) 93.53±13.67 41.25±8.88 17.53±2.98 17.81±3.77 14.34±2.88

회장루(23) 97.48±11.80 43.87±7.78 17.48±2.44 18.91±2.96 14.48±2.15
t(p) 1.247(.269) 1.288(.262) .005(.945) 1.353(.250) .036(.851)
장루
보유기간
6개월미만(26) 95.83±13.56 42.28±9.26 17.89v2.74 18.19±3.24 14.83±2.23
6개월이상(19) 93.95±11.98 42.47±6.93 16.7±92.67 18.42±3.96 13.58±3.02
t(p) .260(.612) .007(.936) 2.029(.160) .052(.820) 3.054(.086)
항암
방사선
무(11) 92.73±16.06 41.36±11.98 17.09±1.92 17.82±3.65 14.00±2.49
항암제(14) 96.79±9.35 43.64±5.28 18.50±2.34 17.21±2.60 14.93±3.14

방사선(4) 103.00±10.92 47.00±6.97 18.25±3.20 18.25±2.21 16.50±1.73
항 암 방 사 선
(26) 94.15±13.58 41.35±8.43 17.04±3.13 19.04±3.90 13.96±2.28

F(p) .732(.538) .670(.574) 1.046(.380) .914(.441) 1.454(.238)

*p＜.05,**p＜.01,***p＜.0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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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 (계속)
n=55

특성(명) 불확실정도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tage
Ⅰ(10) 93.50±15.66 41.80±11.70 17.50±1.84 17.60±3.53 14.10±2.18
Ⅱ(13) 96.08±11.96 42.92±6.82 17.54±3.25 18.08±4.38 14.85±3.26
Ⅲ(30) 94.63±12.81 41.67±8.04 17.50±2.93 18.40±3.10 14.40±2.48

Ⅳ(2) 106.00±9.89 51.50±3.53 17.50±.70 21.00±2.82 13.00±1.41
F(p) .545(.654) .872(.462) .001(1.000) .550(.651) .358(.784)
수술종류¹⁾
Miles's 93.52±13.64 40.70±9.13 17.78±2.99 18.04±3.66 14.30±2.61

Hartmann's 95.17±14.28 41.33±9.68 18.83±.75 17.17±3.48 15.50±3.50
LAR+colosto
my 90.33±17.78 45.33±6.42 13.00±1.00 17.33±6.35 12.33±3.51

LAR+D․I 94.57±12.55 43.00±8.92 17.14±2.28 18.43±3.08 13.50±1.65
uLAR+CAA+
D․I 104.60±8.79 47.00±5.38 18.00±3.80 21.20±.83 15.60±2.19

T.P+I 91.50±10.60 38.50±3.53 18.50±.70 15.50±3.53 16.00±1.41

기타 106.00±2.82 47.50±4.95 17.50±.70 20.00±.00 17.00±2.82

F(p) .821(.559) .654(.687) 1.901(.100) 1.053(.404) 1.524(.191)
¹⁾n=복회음절제술(Miles)23명

하트만(Hartmann)6명
저위전방절제술+결장루술(LAR+Colostomy)3명
저위전방절제술+일시적회장루술(LAR+Divertingileostomy)14명
최저위전방절제술+대장항문문합술+일시적회장루술(uLAR+CAA+Divertingileostomy)5명
전결장직장절제술+회장루술(TotalProctocolectomy+ileostomy)2명
내시경적 우측 반 장절제술(LaparoscopicRt.hemicolectomy)2명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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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본 연구에서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성별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중 위험평가에

서 남성은 17.32점,여성은 20.89점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기회평가에서는
남성이 14.46점,여성이 13.33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연령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의 위험평가에서는 65세 미만이 65세 이상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기회평가에서는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직업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의 위험평가에
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고,기회평가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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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n=55

특성(명) 위험평가 기회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37) 17.32±7.87 14.46±8.44
여(18) 20.89±7.98 13.33±4.61
t(p) .278(.600) 1.209(.277)
연령
65세미만(37) 19.38±7.95 13.41±7.44
65세이상(18) 16.67±8.02 15.50±7.26
t(p) 1.398(.242) .974(.328)
배우자
유(42) 18.10±7.71 14.19±7.46
무(13) 19.77±9.12 13.77±7.41
t(p) .429(.515) .032(.859)
종교
유(33) 17.52±8.38 14.58±7.77
무(22) 19.95±7.35 13.36±6.86
t(p) 1.230(.272) .351(.556)
학력
중졸이하(22) 20.41±8.34 11.39±5.81
고졸(15) 15.33±7.86 17.27±9.29
대졸이상(18) 18.78±7.29 14.78±6.42
F(p) 1.866(.165) 3.208(.049)
직업
유(19) 16.79±6.68 15.47±7.22
무(36) 19.39±8.58 13.36±7.46
t(p) 1.318(.256) 1.018(.318)
*p＜.05,**p＜.01,***p＜.0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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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계속)
n=55

특성(명) 위험평가 기회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동거가족
배우자(26) 7.85±1.54 7.52±1.47
가족(25) 7.93±1.58 1.50±11.65
기타(4) 10.04±5.02 6.89±3.44
F(p) .844(.436) .208(.813)
경제적부담감
유(44) 19.16±8.36 14.25±7.43
무(11) 15.82±5.99 13.45±7.50
t(p) 1.547(.219) .100(.753)
치료비용 부담자
부부(22) 19.00±8.74 14.06±7.67
자녀(12) 17.94±6.98 13.39±7.35
기타(21) 16.0±06.24 18.67±2.08
F(p) .249(.781) .649(.527)
주간호제공자
배우자(33) 18.82±8.09 13.36±7.47
자녀(15) 19.87±7.51 13.47±6.57
기타(7) 14.00±8.20 18.86±7.86
F(p) 1.368(.264) 1.716(.190)
장루주관리자
본인(32) 16.44±6.72 14.50±7.03
배우자(17) 20.94±9.96 13.76±9.11
자녀(5) 22.20±5.84 12.60±3.97
기타(1) 24.00±.0 14.00±.0
F(p) 1.827(.154) .106(.956)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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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본 연구에서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평가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진단명과 기회평가에서 직장암인 장루보유자가 대장암인 장루보유자보다 기회

평가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018,p〈.05).즉,직장암인 장루보유자
가 대장암인 장루보유자보다 기회평가가 높았다.
장루종류와 불확실성의 위험평가에서 회장루가 결장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Stage와 위험평가에서는 Ⅳ기가 24.00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기회평가에서는 Ⅰ기가 16.5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장루보유기간,항암방사선치료여부,수술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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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n=55

특성(명) 위험평가 기회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진단명
직장암(47) 18.26±8.11 14.98±7.25
대장암(8) 19.88±7.71 8.88±6022
F(p) .276(.602) 5.018(.029)*
장루종류
결장루(32) 17.34±7.94 14.47±7.70
회장루(23) 20.09±8.00 13.57±7.05
F(p) 1.587(.213) .197(.659)
보유기간
6개월미만(26) 18.33±8.86 14.00±8.04
6개월이상(19) 18.79±6.28 14.26±6.14
F(p) .040(.843) .016(.901)
항암방사선
무(11) 17.00±10.21 16.27±9.21
항암제(14) 16.86±8.08 14.29±6.70

방사선(4) 22.00±9.09 14.00±8.48

항암방사선(26) 19.46±6.88 13.08±6.97
F(p) .692(.561) .473(.703)

*p<.05, **p<.01,***p<.0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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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 (계속)
n=55

특성(명) 위험평가 기회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Stage
Ⅰ(10) 17.50±9.20 16.50±8.63
Ⅱ(13) 19.54±6.62 11.77±6.80
Ⅲ(30) 18.00±8.20 14.70±6.88
Ⅳ(2) 24.00±11.31 8.00±11.31
F(p) .464(.709) 1.329(.275)
수술종류¹⁾
Miles's 16.39±7.26 15.83±7.04
Hartmann's 16.67±8.71 14.50±8.38
LAR+colostomy 26.00±9.16 4.00±3.60
LAR+D․I 19.64±8.26 12.43±6.12
uLAR+CAA+D․I 22.00±5.43 16.40±5.77
T.P+I 19.00±18.38 21.00±14.14
기타 19.50±6.36 7.00±4.24
F(p) .966(.458) 2.209(.058)

¹⁾n=복회음절제술(Miles)23명
하트만(Hartmann)6명
저위전방절제술+결장루술(LAR+Colostomy)3명
저위전방절제술+일시적회장루술(LAR+Divertingileostomy)14명
최저위전방절제술+대장항문문합술+일시적회장루술(uLAR+CAA+Divertingileostomy)5명
전결장직장절제술+회장루술(TotalProctocolectomy+ileostomy)2명
내시경적 우측 반 장절제술(LaparoscopicRt.hemicolectomy)2명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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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관련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유
의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과의 관계만 살펴보았다.

1)장루보유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장루보유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다음과 같다〈표 12〉.전반적인 삶의 질
은 남성의 경우가 46.62점으로 여성의 41.6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기능영역
은 남성 57.47점,여성 54.80점으로 남성이 높았으며,증상영역은 남성 28.04점,여
성 31.24점으로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장루보유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

항목
남(n₁=37) 여(n₂=18)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6.62 ±20.82 41.67 ±16.91 .877 .384
기능영역
(Functinalscores) 57.47 ±10.27 54.80 ±8.32 1.150 .255
증상영역
(Symptom scores) 28.04 ±12.91 31.24 ±10.84 -.732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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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각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능영역에서는 신체
기능,역할기능,정서기능,인지기능,신체상,성기능,성적 즐거움이 남성이 여성
보다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증상영역에서는
‘장루관련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t=-2.47,p<.05).‘성기능 문제’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질문 내용이 다르나,‘남
성 성기능 문제’(t=4.05,p<.001)의 평균점수가 여성 성기능 문제(t=-2.91,p<.0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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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이 외의 항목에서
는 ‘경제적 어려움’은 남성의 경우 58.56점으로 여성의 경우 61.11점으로,여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변비’,‘오심구토’의 순으
로 남성이 낮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록 4
참조).

2)장루보유자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65세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 삶의
질은 65세 미만이 43.24점,65세 이상이 48.61점으로 65세 이상이 다소 높은 점수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기능영역에서 65세 미만이 평균평점
56.35점,65세 이상이 평균평점 57.11점으로 65세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증상영역은 65세 미만이 평균평점 28.12점,65세 이상이
평균평점 31.09점으로 6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표 13〉.

〈표 13〉 장루보유자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항목
65세미만
(n₁=37)

65세이상
(n₂=18)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3.24 ±19.91 48.61 ±19.01 -.952 .346
기능영역
(Functinalscores) 56.35 ± 9.92 57.11 ±9.43 .470 .640
증상영역
(Symptom scores) 28.12 ±11.94 31.09 ±13.02 -.950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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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각 영역별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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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5세 미만이 76.58점,65세 이상이 71.86점으로 65세 미만이 높게 측정되어 높
은 삶의 질을 보였으며,‘인지기능’과 ‘정서기능’,‘역할기능’순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성기능’(t=2.362,p<.05)은 65세 미만에서 65세 이상보
다 삶의 질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증상영역면을 살펴보면 '남성성기능문제‘(t=-2.340,p<.05)는 65세 이상이 65.38점

으로 65세 미만의 36.11점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경제적 어려움�은 65세 이상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낮은 삶의
질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 이외의 항목에서 ‘오심구토’,‘변
비’의 순으로 두 집단 각각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부록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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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관련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제
시한 장루유형별,일시적영구적,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하였다.

1)장루유형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결장루와 회장루 2가지로 구분된 장루유형별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은 다음과
같다〈표 14〉.전반적인 삶의 질은 결장루의 경우가 49.22점으로 회장루의 39.13
점으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영역은 결장루 57.31점,회장루 55.60점으로
결장루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증상영역에서는 결장루 28.94점으로 회장루의
29.30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 결장루 환자가 회장루 환자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질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4〉 장루유형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항목
결장루
(n₁=32)

회장루
(n₂=23)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9.22±18.61 39.13±19.85 1.928 .059
기능영역
(Functinalscores) 57.31± 9.95 55.60± 9.41 1.007 .318
증상영역
(Symptom scores) 28.94±12.92 29.30±11.57 -.027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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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유형별 장루보유자의 각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능영역 면에서 ‘신체
기능,’역할기능‘,’정서기능‘은 회장루에서 보다 결장루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
를 보여 높은 삶의 질을 나타냈으나 기능영역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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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신체상‘과 ’미래에 대한 인식‘은 결장루보다 회장루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증상영역 면에 있어서는 ‘남성 성기능문제’(t=2.363,p<.05)면에서는 결장루 43.64

점,회장루 21.3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설사’에서는 회장루
의 특성 상 결장루 14.69점에 비해 20.29점으로,‘피로’에서는 결장루 33.68점에 비
해 회장루 40.10점,‘수면장애’에서는 결장루 19.79점,회장루 33.33점으로 각각 높
은 점수를 나타내어 불편감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배뇨문제’에
서 결장루 25.69점,회장루 18.36점으로 점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장루유형에 따른 배변 질의 차이로 ‘변비’에서 결장루 환자가 다소
높은 점수로 낮은 삶의 질로 불편감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루관련문제’에서는 회장루의 배변특성 상 회장루 환자가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록 6참조).

2)일시적 장루보유자와 영구적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장루복원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시적 장루보유자와 영구적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를 영구적 인공항문 조성술을 받은 복회음절제술과 항
문괄약근 보존을 위해 저위전방절제술이나 최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대장
항문문합술 시행과 함께 일시적 회장루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대장자중 하트만 술식 후 결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았거나 가족성 용종증으로 직
장암 수술 후 전결장직장절제술과 함께 회장루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장루복원
가능성 유무가 추후 불확실하여 통계에서 제외하였다.전반적 삶의 질 면에서는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와 영구적 장루 보유자(결장루)가 각각 40.53점과 50.36
점으로 나타났으며,기능영역은 일시적 장루보유자 55.53점 영구적 장루보유자가
57.21점으로 나타났고,증상영역에서는 일시적 장루보유자가 29.71점,영구적 장루
보유자가 28.80점으로 모두 영구적 장루보유자가 일시적 장루보유자보다 전반적
인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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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일시적 장루보유자와 영구적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항목
일시적
(n₁=22)

영구적
(n₂=23)

평 균 ±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0.53±21.56 50.36±16.57 1.720 .093
기능영역
(Functinalscores) 55.53±10.49 57.21±10.20 .750 .457
증상영역
(Symptom scores) 29.71±13.73 28.80±12.27 -.210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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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장루보유자와 영구적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각 영역별에서
살펴보면 기능영역면에서 ‘신체기능’,‘역할기능’,‘정서기능’,‘인지기능’,‘사회기능’
면에서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보다 영구적 장루 보유자(결장루)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 높은 삶의 질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상’과 ‘미래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장루복원술 후 항문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의 경우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기능’,‘성적 즐거움’에서는 장루 배변 특성과 관련하여 영구적 장루보유자(결

장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증상영역 면에서는 ‘수면장애’(t=-2.014,p<.05)에서는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

의 경우 34.85점,영구적 장루보유자(결장루)에서 17.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장루특성상 배변양상과 관련하여 ‘설사’가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가 18.18점,

‘변비’가 영구적 장루보유자(결장루)에서11.59점으로 각각 높게 나타나 불편한 점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다른 증상 영역면에서 ‘경제적 어려
움’,‘배뇨문제’는 영구적 장루보유자(결장루)에서 더 높은 점수를,‘피로’,‘장루관
련문제’는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낮은 삶의 질은 나
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부록 7참조).



- 57 -

3)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수술 후 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삶의 질을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적 삶의
질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경우 41.19점,6개월 이상의 경우 51.67점,기능영역
에서도 6개월 미만 평균평점 55.20점,6개월 이상 평균평점 59.04점으로 6개월 이
상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증상영역에서
6개월 미만 평균평점 31.01점,6개월 이상 평균평점 25.73점으로 6개월 이상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여 불편감이 나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6〉.

〈표 16〉 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

항목
6개월 미만
(n₁=35)

6개월 이상
(n₂=20)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1.19±18.84 51.67±19.60 -1.954 .056
기능영역
(Functinalscores) 55.20± 9.51 59.04± 9.72 -1.295 .201
증상영역
(Symptom scores) 31.01±13.16 25.73±9.95 1.59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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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삶의 질의 각 영역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능영역 면에
서 ‘역할기능’(t=-2.002,p<.05)에서 6개월 미만이 58.93점,6개월 이상의 경우 72.84
점으로 역할기능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기간이 지날수록 삶
의 질 정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신체기능’,‘정서기능’,‘사회기능’.‘신체
상’,‘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증상
영역에서는 ‘피로’(t=2.117,p<.05)가 6개월 미만이 42.85점,6개월 이상이 29.62점을
보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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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t=2.608,p<.05)은 6개월 미만에서 36.30점,6개월 이상에서 16.04점,‘식욕
저하’(t=2.525,p<.05)는 6개월 미만에서 33.33,6개월 이상에서 13.58점,‘위장문
제’(t=2.231,p<.05)는 6개월 미만에서 40.95,6개월 이상에서 29.13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술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수가 낮아져 삶의 질이 향
상되는 것을 나타냈다.
‘체중감소’(t=2.364,p<.05)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기타 다른 증상영역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배뇨문제’,
‘여성성기능문제’에 있어서는 수술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수가 높아져 낮은 삶
의 질 정도를 나타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부록 8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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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해 알아보고,불확실성과 삶의 질과의 연
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111...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

본 연구의 결과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정도는 165점의 범위 내에서 평균
95.18점(평균평점 2.88점)으로,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 정도를 살펴본 최은숙,박점희,김현미(1994)의
연구에서 불확실성 정도는 총점의 68.5%(54.78점)로 나타났고,본 연구와 같은 도
구를 사용하여 유방암 환자의 불확실성을 측정한 이인숙(2004)의 연구에서의 92.45
점,정형외과 수술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수술 전 불확실성을 측정한 김세은
(2006)의 연구에서 94.93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장루보유자들이 전반
적으로 치료단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다른 암환자보다 높았다.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4가지 하위영역별 불확실성 정도는 ‘애매모호성’은

42.35점(평균평점 3.26점),‘불일치성’은 18.27점(평균평점 2.61점),‘복잡성’은 17.51
점(평균평점 2.50점),‘불예측성’은 14.40점(평균평점 2.88점)으로 ‘애매모호성’에 대
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았다.이는 애매모호성이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Mishel(1981,1983,1988,1991)의 견해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장루보유자들은
수술과 질환의 치료와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그에 대해 궁금
한 것이 많으며,그날그날 상태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서 불확실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질환상태에 대해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예측할 수 없
는 상황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며,의료진의 질환과 치료과정에 관
한 설명에 대해 이해력이 낮고,의사와 간호사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하
지 못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의료진들이 전문용어가 아닌 알아
듣기 쉬운 용어로,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면 수술과 수술 후 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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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질병치료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이로써 불확실성은 낮
아지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장루보유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위
험평가는 40점 만점에 평균 18.49점(평균평점 2.31점),기회 평가는 35점 만점에 평
균 14.09점(평균평점 2.01점)으로 위험평가가 기회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또한
불확실성의 애매모호성과 불일치성이 높을수록 위험 평가가 높았고,반대로 애매
모호성과 불일치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평가 중 기회 평가가 낮았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커지는 결
과는 이윤정 등(2001)과 Mishel과 Sorenson(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이는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의 효과나 생존기
간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루보유자의 종교와 불확실성 정도의 불예측성 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어,종교가 있는 장루보유자가 종교가 없는 장루보유자보다 불예측성
정도가 낮았다.이는 불확실성에 관한 이인숙(2004)의 연구에서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절대자에 의지하는 마음과 희망감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장루보유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평가에서 직장암인 장루보유자가

대장암인 장루보유자보다 기회평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암 환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불확실성은 나이,교육수준(Mishel,1981),수

술 후에는 암의 병기(소향숙,1995),수술 경과기간(조옥희,2000),월수입(강성실,
1996;성은희,1995;조옥희,2000)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또는 질병관련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후 반복 연구
를 통해 관련성을 밝혀볼 필요가 있으며,대상자 간호에 있어서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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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본 연구에서 장루보유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45.00점
으로 보통보다 낮았고,기능영역은 100점 만점에 55.3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
으며,증상영역은 100점 만점에 29.19점으로 불편감 정도가 보통보다는 낮아 장루
보유자의 삶의 질은 낮았다.EORTCQLQ-C30을 사용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측
정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이재훈
(2003)의 연구에서 위암환자의 전반적 삶의 질 평균은 남자 54.8점,여자 50.3점이
었고,박정미(2005)의 연구에서 남성비뇨생식기암 환자의 삶의 질 평균은 58.7점이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45.00점으로 전반적 삶의 질이 낮았다.이는 본 연구의 대
상자가 암 치료를 위해 치료적 목적이거나 고식적 목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한
장루보유자들이므로 일반적인 암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 뿐 만 아니라 장
루보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사회적 문제들 또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전반적 삶의 질 정도는 남자 46.62

점,여자 41.67점으로,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과 기능영역과 성기능
이 더 높게 나타났고,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부분 기능영역의 점수가 낮고 증상영
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낮은 삶의 질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이는 Hamashima(2002)의 연구에서도 장루를 가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고,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장루로 인해
불안,당혹감을 더 느끼며 자신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와 생활습관(lifestyle)의 변
화를 민감하게 느낀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기능과 성적즐거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영역 중 ‘여성 성기능문제’보
다 ‘남성 성기능문제’의 불편감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생활
이 더 활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성기능 문제는 중요도 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낮게 보고 되었다는 연구결과(Black,2000)와 여성에 있어서의 성문제는
남성이 경험하는 성기능의 문제만큼 심각하게 성교통과 질 건조증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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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gaetal,2000)는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여성에서의 성기능 문제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라 여성이 성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고,성기능에 관한 문제점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으로 사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과 관련하여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65%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더라도,65세 이상에서 전반적 삶의 질과 기능영역의 정서기능,인지기능,
사회기능이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난 반면에 신체기능,역할기능과 증상영역의 대부
분이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서 삶의 질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현경(2003)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이나 연
령,Rauch,Miny,Conroy,Neyton과 Guillemin(2004)의 연구에서 성별,고용상태
등이 대상자의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일반적으로 젊은 연령 군에서 삶의 질과 기능상태가 좋을 것으로 생
각되어지나 70세 이상 대상자가 70세 이하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성기능은 낮
았지만 더 좋은 정서 상태를 보였다는 연구(JuttaEngeletal,2003)결과들과 관련
지어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장루유형 별 전반적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결장루를 가진 대상자가 회장루를

가진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증상영역 중
남성성기능 문제가 결장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증상영역에서 일시적 장루보유자(회장루)가 영구적 장루보유자(결장루)보다 ‘수

면장애’에 관한 불편감이 더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이는 배
변양상의 특성상 밤에도 자주 주머니를 비워야함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으로 사료
된다.
장루유형별,복원가능성,수술 종류별에 따른 삶의 질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은 Hallbook등(1997)의 연구에서 삶의 질이 장의 기능보다는 장루로 인
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가정생활의 제약과 더 관련된다는 결과와 연관되어 설명
되어질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치료적․고식적 목적으로 수술과 관련하여 인공항문형성술을 받은

장루보유자들은 배변습관의 변화,신체상의 급격한 변화로 성기능장애,수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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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활의 위축,사회적 고립감등 여러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
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고,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는 방법을 익히는 동
안 자가 간호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신체적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정신
적,사회적,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을 보면 6개월 이상 장루보유자와 6

개월 미만 장루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6개월
이상 장루보유자의 경우 역할기능이 6개월 미만 장루보유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
타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또한 기능영역을 포함한 증상영역
인 피로,통증,식욕저하,위장문제,체중감소에서 6개월 이상 장루보유자가 6개월
미만 장루보유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수술 후 경과기간이 지날수록 기능영역과 증상영역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나타냈
다.국내 이윤진(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고,Jutta등(2003)의 시간
이 경과할수록 기능 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와 Grumann등
(2001)의 수술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능상태가 호전되고 증상 불편감이 줄어들
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333...장장장루루루보보보유유유자자자의의의 불불불확확확실실실성성성과과과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본 연구에서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평가,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장루보유자의 전체적인 불확실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았고 불
확실성의 4가지 하부영역인 애매모호성,불일치성,불예측성과 전반적 삶의 질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이는 삶의 질은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진다고 보고한 Sammarco(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기능,성기능이 낮았고,경제적 어려움은 높았다.

이는 장루형성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체적 문제는 물론 정
서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Persson& Hellstrom(2002)
의 연구결과와,장루보유자들에게 신체상 변화와 자아의 상실감과 더불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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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 중 성생활의 장애가 가장 심하여 삶의 질의 저하됨을 보고한 Sprangers,
Taal,Aaronson,TeVelde(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았고,정서기능,인

지기능,사회기능도 낮았다.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기회평가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높았으며 정서기능,인지기능,사회기능도 높았다.이는 이인숙(2004)의
연구에서 삶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불확실성 정도,경제 상태,불확실
성에 대한 위험평가와 기회평가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으로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정도,평가와 삶의 질을 살펴본 결과 불확실성

이 높을수록 위험평가가 높아지고 기회평가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애매모호성이었는데,이 애매모호성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정의되며,자극이 애
매모호하게 판단될 때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한다(Mishel,1983,1988).이는 의료진
간의 통일되지 못한 정보제공과 이해하기 힘든 용어의 사용 등으로 유발되는 것
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간호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
킬 필요가 있다.또한 정보제공과 간호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을 일관성
있게 포함시킴으로서 환자와 가족 간의 혼란을 줄이고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그리고 장루보유자를 간호함에 있어 치료과정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술 후 변화된 신체상으로 배변습관의 변화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수술 전⋅후
관리 등에 관해 쉬운 용어로 설명해주고,실질적인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는 간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명료한 정보제공은 장루보유자
의 애매모호한 감정을 줄여주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이로 인해 위험평가를 낮
추고 기회평가를 높이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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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평가,삶의 질의 정도를 확
인하여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간호 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
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대장직장암 수술 후 장루형성술을 시행 받은 장루보유자로서

2008년 4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에 소재해있는 3차 의료기관인 S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대상자와 치료 종결 후 추후 관리를 위해 대장암 전문
클리닉 및 외래를 방문한 장루보유자 55명이었다.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UIS (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Scale),불확실성 평가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불확실성 평가도구인 위험평가
도구(dangerappraisalscale)와 기회평가도구(opportunity appraisalscale),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European Organization forResearch and Treatmentof
Cancer-Quality ofLife Core30(EORTC-QOL-C30)과 ColorectalCancer-specific
CoreQuestionnaire(EORTC-QOL-CR38)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t-test,ANOVA,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165점 만점에 평균95.18점(평균평점 2.88점)으로
불확실성 정도는 보통이었다.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4가지 하위영역별 불확실성정도는 ‘애매모호성’은

42.35점(평균평점 3.26점),‘불일치성’은 18.27점(평균평점 2.61점),‘복잡성’은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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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평균평점 2.50점),‘불예측성’은 14.40점(평균평점 2.88점)순으로 ‘애매모호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위험평가는 40점 만점에 평균 18.49

점(평균평점 2.31점),기회 평가는 35점 만점에 평균 14.09점(평균평점 2.01점)으로
위험평가가 기회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장루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5.0점으로 보통보다
낮았고,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영역은 100점 만점에 평
균 55.3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고,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 정도가 심해지는
증상영역은 평균 29.19점으로 보통보다는 낮아,장루보유자의 삶의 질은 낮았다.
3.장루보유자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높고 애매모호성과 불일치성이 높을수록 위
험평가가 높아지고,기회평가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았다.또한 애매모호성,불일치성,불예측성
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낮았다.
4.남자 장루보유자보다 여자 장루보유자가 불일치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t=5.010,p<.05).종교가 있는 장루보유자가 종교가 없는 장루보유자보다 불예측성
이 낮았다(t=4.991,p<.05).직장암인 장루보유자가 대장암인 장루보유자보다 기회
평가가 높았다(t=5.018,p<.05).
5.장루보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기능
영역,증상영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보통이었지만,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평가가 높았고 기회평가는 낮았다.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은 낮았으며 또한,불확실성에 대해 위험으로 평가할수
록 전반적 삶의 질은 낮고,불확실성에 대해 기회로 평가할수록 전반적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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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연구 변수별로 균형 있는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장루보유자의 치료단계 별 불확실성과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3)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프로

그램을 개발하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를 줄이고 기회평가를 높이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적 사정도구의 개발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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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영역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n=55

영역 문항 평균 ± 표준
편차

애매모호성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3.96± .81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3.60± 1.09
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3.56± .87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모르겠다. 3.49± .97
통증(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3.43± 1.08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 지 모르겠다. 3.38± 1.16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달라진다. 3.36± 1.14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 3.25± 1.19
내가 더 좋아질지,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3.25± 1.19
내가 받는 치료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2.85± 1.12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
겠다. 2.83± 1.07
내 증상들은 계속해서 바뀐다. 2.75± 1.05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2.64± 1.09

복잡성
*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3.16± 1.01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
료이다. 2.89± 1.06
*나는 통증(증상)이 있을 때,내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 2.64± 1.02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2.40± .85
*나는 내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2.24± .79
*나는 필요할 때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1± .65
*나는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2.07± .7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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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의 영역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계속)
n=55

영역 문항 평균 ± 표준
편차

불일치성

나는 궁금한 것이 많다. 3.62± 1.04

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다. 3.38± .99

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
한다. 2.60± .95

의사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스럽다. 2.49± .97

내 문제에 대해 의료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2.18± .72

검사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다. 2.13± .74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해주지 않았다. 1.87± .81

불예측성

*나는 내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3.67± .88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3.16± 1.23

*대개 나는 그날 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2.95± .98

*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2.71± 1.06

의료진은 내 병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 할 것이다. 1.91± .61

기타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 지 알 수
없다. 2.65± 1.09

전체 2.78± .70

*역코딩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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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장루보유자의 영역별 삶의 질
n=55

항목 문항수 평균 ± 표준편차
전반적 삶의 질(Globalqualityoflife) 45.00 ± 19.615
기능영역(Functionalscores) 53.07 ± 26.09
C30 신체기능 5 75.04 ± 17.74

역할기능 2 65.76 ± 26.52
정서기능 4 69.40 ± 25.25
인지기능 2 75.76 ± 25.01
사회기능 2 43.94 ± 25.33

CR38 신체상 3 52.52 ± 27.33
미래에 대한 인식 1 61.82 ± 32.97
성기능 2 18.79 ± 25.47
성적 즐거움¹⁾ 1 34.78 ± 29.26

증상영역(Symptom scores) 29.19 ± 26.71
C30 피로 3 36.36 ± 23.95

오심구토 2 8.49 ± 13.56
통증 2 26.36 ± 30.54
호흡곤란 1 20.00 ± 24.51
수면장애 1 25.45 ± 30.06
식욕저하 1 23.64 ± 30.54
변비 1 9.70 ± 18.89
설사 1 17.03 ± 23.85
경제적 어려움 1 59.39 ± 34.36

CR38 배뇨문제 3 22.62 ± 22.01
위장문제 5 35.15 ± 20.34
체중감소 1 29.09 ± 33.97
항암요법 부작용 3 27.07 ± 26.43
장루관련 문제 7 48.40 ± 21.42
남성 성기능 문제 ²⁾ 2 46.39 ± 38.51
여성 성기능 문제 ³⁾ 2 31.94 ± 34.42

¹⁾=23명 ²⁾=37명 ³⁾=12명
*p<.05**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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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평가와 영역별 삶의 질 관계
n=55

항목
불확실 정도 불확실평가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위험

평가
기회
평가

전반적
삶의 질

-.490
(.000)***

-.457
(.000)***

-.095
(.490)

-.342
(.010)*

-.301
(.025)*

-.510
(.000)***

.545
(.000)***

기능영역

C30 신체기능 -.070
(.609)

-.066
(.634)

-.071
(.607)

-.003
(.984)

-.047
(.732)

-.263
(.052)

.246
(.070)

역할기능 -.007
(.957)

-.037
(.789)

.037
(.788)

-.039
(.779)

.083
(.548)

-.134
(.331)

.062
(.652)

정서기능 -.180
(.189)

-.184
(.179)

.070
(.610)

-.243
(.074)

.015
(.913)

-.547
(.000)***

.305
(.024)*

인지기능 -.215
(.114)

-.206
(.130)

.002
(.989)

-.203
(.137)

-.093
(.501)

-.314
(.019)*

.388
(.003)**

사회기능 -.553
(.000)***

-.547
(.000)***

-.091
(.508)

-.402
(.002)**

-.263
(.053)

-.390
(.003)**

.310
(.021)*

CR38신체상 .292
(.030)*

.314
(.020)*

-.046
(.736)

.250
(.065)

.050
(.717)

.240
(.077)

.304
(.024)*

미래인식 .254
(.062)

.349
(.009)**

-.204
(.136)

.233
(.087)

-.048
(.728)

-.292
(.031)*

.388
(.003)**

성기능 -.012
(.929)

-.008
(.952)

-.278
(.040)*

.090
(.515)

.156
(.257)

.098
(.479)

.032
(.816)

성적즐거움¹⁾ .146
(.506)

.106
(.631)

-.187
(.392)

.350
(.102)

.052
(.815)

-.434
(.038)*

.268
(.216)

*p<.05 **p<.01 ***p<.0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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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장루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평가와 영역별 삶의 질 관계 (계속)
n=55

항목
불확실 정도 불확실평가

애매
모호성 복잡성 불일치성 불예측성 위험

평가
기회
평가

증상영역

C30 피로 .060
(.666)

.022
(.876)

.024
(.864)

.037
(.788)

.127
(.355)

.138
(.314)

-.290
(.032)*

오심구토 -.121
(.378)

-.163
(.234)

-.009
(.948)

.023
(.866))

-.115
(.404)

-.249
(.067)

.097
(.480)

통증 .093
(.499)

.076
(.580)

.079
(.565)

.024
(.860)

.066
(.632)

.151
(.272)

-.202
(.138)

호흡곤란 .019
(.888)

-.115
(.403)

.313
(.020)*

.044
(.750)

.009
(.949)

.098
(.475)

-.184
(.178)

수면장애 -.102
(.458)

-.126
(.358)

-.026
(.849)

-.025
(.857)

-.079
(.564)

-.025
(.859)

-.118
(.390)

식욕저하 .050
(.717)

-.003
(.983)

.170
(.216)

.050
(.719)

.003
(.985)

-.068
(.621)

-.066
(.630)

변비 -.051
(.712)

-.130
(.345)

.332
(.013)*

.035
(.800)

-.176
(.199)

.077
(.575)

-.202
(.140)

설사 -.169
(.216)

-.074
(.590)

-.129
(.348)

-.102
(.457)

-.304
(.024)*

-.014
(.918)

.175
(.202)

경제적어려움 .432
(.001)**

.363
(.006)**

.186
(.175)

.328
(.014)*

.235
(.084)

.207
(.030)*

-.243
(.074)

CR38배뇨문제 .186
(.175)

.162
(.237)

.023
(.866)

.247
(.069)

-.030
(.826)

.171
(.213)

-.062
(.651)

위장문제 .279
(.039)*

.235
(.084)

-.026
(.853)

.343
(.010)*

.077
(.577)

.192
(.161)

-.174
(.204)

체중감소 .011
(.938)

.082
(.552)

.043
(.758)

-.032
(.814)

-.152
(.268)

.055
(.691)

.026
(.851)

항암요법부작용 .071
(.607)

.080
(.559)

.073
(.599)

.123
(.371)

-.161
(.240)

.280
(.038)*

-.284
(.036)*

장루문제 .176
(.198)

.134
(.329)

-.010
(.942)

.179
(.192)

.082
(.553)

.293
(.030)*

-.192
(.160)

남성 성기능
문제²⁾

.063
(.711)

.007
(.969)

.210
(.213)

-.106
(.534)

.197
(.242)

.126
(.457)

-.107
(.527)

여성 성기능
문제³⁾

.237
(.459)

.204
(.526)

.060
(.853)

.234
(.465)

-.033
(.920)

.301
(.342)

.282
(.375)

¹⁾n=23 ²⁾n=37 ³⁾n=1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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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장루보유자의 성별에 따른 영역별 삶의 질

항목
남(n₁=37) 여(n₂=18)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6.62 20.82 41.67 16.91 .877 .384
기능영역(Functinalscores)
C30 신체기능 77.12 18.62 70.75 15.36 1.25 .21

역할기능 66.22 27.63 64.82 24.84 .18 .85
정서기능 72.75 25.50 62.50 23.95 1.42 .160
인지기능 78.83 24.73 69.45 25.08 1.31 .19
사회기능 43.25 25.89 45.38 24.78 -.29 .77

CR38신체상 53.45 25.50 50.62 32.83 .35 .72
미래에 대한 인식 59.46 32.52 66.67 34.30 -.75 .45
성기능 21.17 27.11 13.89 21.58 .99 .32
성적 즐거움¹⁾ 20.18 24.15 18.96 19.88 .18 .85

증상영역(Symptom scores)
C30 피로 36.34 25.48 36.42 21.15 -.01 .99

오심구토 6.31 13.23 12.96 13.47 -1.74 .08
통증 24.77 32.34 29.63 27.15 -.54 .58
호흡곤란 17.12 23.06 25.93 26.94 -1.25 .21
수면장애 25.22 28.76 25.93 33.44 -.08 .93
식욕저하 20.72 27.61 29.63 35.95 -1.01 .31
변비 7.21 13.91 14.82 26.12 -1.41 .16
설사 18.02 26.75 15.00 16.88 .43 .66
경제적 어려움 58.56 34.61 61.11 34.77 -.25 .79

CR38배뇨문제 21.92 22.75 24.07 20.96 -.33 .73
위장문제 32.07 19.55 41.48 21.02 -1.63 .10
체중감소 31.53 35.95 24.07 29.82 .76 .45
항암요법 부작용 24.32 26.03 32.72 27.07 -1.10 .27
장루관련문제 43.63 20.15 58.20 21.14 -2.47 .01*
남성 성기능 문제²⁾ 46.40 38.51 4.05 .000***
여성 성기능 문제³⁾ 9.43 1.80 -2.91 .005**

¹⁾n=23남17명,여6명 ²⁾n=37 ³⁾n=12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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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장루보유자의 연령에 따른 영역별 삶의 질

항목
65세미만
(n₁=37)

65세이상
(n₂=18)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3.24 19.91 48.61 19.01 -.952 .346
기능영역(Functinalscores)
C30 신체기능 76.58 18.23 71.86 16.73 .925 .359

역할기능 66.22 26.49 64.82 27.34 .182 .856
정서기능 66.67 28.25 75.00 16.91 -1.151 .255
인지기능 74.32 25.33 78.71 24.78 -.606 .547
사회기능 42.34 27.38 47.22 20.80 -.666 .508

CR38 신체상 54.65 28.97 48.14 25.56 .811 .421
미래에 대한 인식 59.46 34.6 66.67 30.25 -.758 .452
성기능 23.42 27.90 9.26 16.39 2.362 .022*
성적 즐거움¹⁾ 35.08 30.37 33.33 27.21 .106 .916

증상영역(Symptom scores)
C30 피로 37.83 22.47 33.33 27.21 .651 .518

오심구토 7.68 11.51 10.19 17.28 -.645 .522
통증 25.67 30.83 27.77 30.78 -.237 .813
호흡곤란 18.92 25.50 22.22 22.86 -.466 .643
수면장애 25.23 29.82 25.93 31.42 -.080 .936
식욕저하 24.32 31.08 22.22 30.25 .237 .813
변비 9.01 18.67 11.11 19.80 -.384 .702
설사 16.31 24.31 18.52 23.49 -.320 .750
경제적 어려움 56.75 34.12 64.81 35.18 -.814 .420

CR38 배뇨문제 18.62 20.12 30.86 23.97 -1.988 .052
위장문제 37.11 21.91 31.11 16.49 1.028 .309
체중감소 29.72 32.18 27.77 38.34 .198 .844
항암요법 부작용 27.03 25.59 27.16 28.83 -.017 .986
장루관련문제 46.46 20.88 52.38 22.57 -.961 .341
남성 성기능 문제²⁾ 36.11 35.66 65.38 37.55 -2.340 .025*
여성 성기능 문제³⁾ 25.93 31.30 50.00 44.09 -1.054 .316

¹⁾n=2365세미만 19명,65세이상 4명 ²⁾n=3765세미만 24명,65세이상 13명
³⁾n=1265세미만 9명,65세이상 3명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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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장루유형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영역별 삶의 질

항목
결장루(n₁=37) 회장루(n₂=18)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9.22 18.61 39.13 19.85 1.928 .059

기능영역(Functinalscores)
C30 신체기능 76.25 19.66 73.34 14.90 .597 .553

역할기능 70.32 24.94 59.42 27.90 1.520 .134
정서기능 72.40 25.08 65.22 25.45 1.040 .303
인지기능 76.57 22.74 74.64 28.36 .279 .781
사회기능 43.76 25.66 44.21 25.43 -.065 .949

CR38신체상 52.08 26.24 53.14 30.51 -.038 .891
미래에 대한 인식 58.33 31.68 66.67 34.81 -.923 .360
성기능 21.87 27.57 14.49 22.07 1.062 .293
성적 즐거움¹⁾ 21.17 24.14 17.85 20.80 .531 .598

증상영역(Symptom scores)
C30 피로 33.68 23.52 40.10 24.56 -.980 .332

오심구토 6.25 10.15 11.59 16.99 -1.456 .151
통증 26.56 28.03 26.09 34.38 .056 .955
호흡곤란 20.83 26.43 18.81 22.07 .295 .769
수면장애 19.79 23.73 33.33 36.23 -1.675 .100
식욕저하 18.75 25.31 30.43 36.11 -1.412 .164
변비 12.50 20.30 5.80 16.36 1.306 .197
설사 14.69 22.23 20.29 26.09 -.857 .395
경제적 어려움 65.63 33.31 50.72 34.62 1.610 .113

CR38배뇨문제 25.69 22.83 18.36 20.54 1.225 .226
위장문제 33.75 19.45 37.10 21.82 -.599 .552
체중감소 32.29 38.32 24.64 27.00 .822 .415
항암요법 부작용 25.69 27.13 28.99 25.89 -.452 .653
장루관련문제 44.94 19.16 53.21 23.83 -1.424 .160
남성 성기능 문제²⁾ 43.64 40.46 21.30 23.92 2.363 .022*
여성 성기능 문제³⁾ 11.24 16.48 17.13 20.52 -1.179 .244

¹⁾n=33결장루 16명,회장루 7명 ²⁾n=37결장루 24명,회장루 13명
³⁾n=12결장루 6명,회장루 6명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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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일시적 장루보유자와 영구적 장루보유자의 영역별 삶의 질

항목 일시적(n₁=22) 영구적(n₂=23)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0.53 21.56 50.36 16.56 1.720 .095
기능영역(Functinalscores)
C30 신체기능 73.04 19.78 77.40 18.39 .766 .449

역할기능 58.33 28.98 71.02 24.72 1.582 .121
정서기능 62.51 25.42 72.83 26.37 1.336 .189
인지기능 69.70 28.92 76.81 22.88 .917 .364
사회기능 44.70 28.81 45.65 25.72 .118 .907

CR38신체상 58.08 31.60 47.34 25.34 -1.260 .214
미래에 대한 인식 71.21 33.00 52.17 33.07 -1.932 .060
성기능 16.67 23.00 25.36 30.09 1.085 .284
성적 즐거움¹⁾ 33.33 30.86 38.88 31.24 .391 .700

증상영역(Symptom scores)
C30 피로 38.88 25.83 34.29 22.94 -.631 .531

오심구토 11.36 17.35 7.97 11.08 -.785 .437
통증 29.54 37.06 30.43 27.82 .091 .928
호흡곤란 18.18 22.36 23.19 29.18 .644 .523
수면장애 34.85 36.33 17.39 19.76 -2.014 .050*
식욕저하 33.33 37.09 20.29 24.07 -1.406 .167
변비 7.58 17.61 11.59 19.09 .733 .468
설사 18.18 26.68 13.19 19.34 -.721 .475
경제적 어려움 49.99 38.14 63.76 33.20 1.293 .203

CR38배뇨문제 20.20 23.41 25.60 21.56 .806 .425
위장문제 33.33 21.08 37.10 20.38 .609 .546
체중감소 28.78 31.36 28.98 33.79 .020 .984
항암요법 부작용 30.30 26.60 26.09 27.13 -.526 .602
장루관련문제 52.59 21.77 43.89 19.31 -1.420 .163
남성 성기능 문제²⁾ 36.11 33.20 45.09 39.42 .664 .513
여성 성기능 문제³⁾ 30.55 30.57 26.67 41.83 -.173 .868

¹⁾n=20회장루 8명,결장루 12명,²⁾n=29회장루 12명,결장루 17명,³⁾n=11회장루 6명,결장루 5명
일시적:저위전방절제술+일시적회장루술(LAR+Divertingileostomy)

최저위전방절제술+대장항문문합술+일시적회장루술(uLAR+CAA+Divertingileostomy)
영구적:복회음절제술(Miles'soperation)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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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장루보유기간에 따른 장루보유자의 영역별 삶의 질

항목
6개월미만
(n₁=35)

6개월이상
(n₂=20)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삶의 질
(Globalqualityoflife) 41.19 18.84 51.67 19.60 -1.954 .056

기능영역(Functinalscores)
C30 신체기능 71.19 20.53 79.02 13.54 -1.674 .101

역할기능 58.93 27.39 72.84 24.07 -2.002 .050*
정서기능 68.76 28.38 70.07 22.07 -.192 .849
인지기능 75.59 27.39 75.93 22.80 -.049 .961
사회기능 40.48 26.61 43.53 23.88 -1.035 .305

CR38신체상 50.79 20.15 54.32 25.66 -.468 .642
미래에 대한 인식 59.52 39.91 64.20 24.33 -.527 .601
성기능 23.21 25.79 14.20 24.76 1.323 .192
성적 즐거움# 41.02 27.73 26.66 30.63 1.161 .260

증상영역(Symptom scores)
C30 피로 42.85 24.70 29.62 21.57 2.117 .039*

오심구토 9.52 14.64 7.41 12.51 .577 .566
통증 36.30 35.15 16.04 20.91 2.608 .012*
호흡곤란 23.81 27.00 16.05 21.42 1.183 .242
수면장애 22.62 30.16 28.39 30.24 -.709 .461
식욕저하 33.33 32.71 13.58 24.90 2.525 .015*
변비 8.33 17.27 11.11 20.67 -.540 .592
설사 19.05 26.33 14.94 21.27 .638 .527
경제적 어려움 54.99 39.40 61.90 31.46 .714 .479

CR38배뇨문제 21.90 20.43 23.89 25.04 -.302 .765
위장문제 40.95 22.85 29.13 15.59 2.231 .029*
체중감소 39.28 34.01 18.51 31.12 2.364 .022*
항암요법 부작용 30.56 28.30 23.46 24.33 .999 .323
장루관련문제 49.32 23.76 47.44 19.11 .324 .747
남성 성기능 문제## 49.01 36.07 44.16 41.27 .382 .705
여성 성기능 문제### 22.92 28.08 50.00 43.03 -1.143 .213

¹⁾n=236개월 미만 14명,6개월 이상 9명
²⁾n=376개월 미만 22명,6개월 이상 15명
³⁾n=126개월 미만 10명,6개월 이상 2명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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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루보유자의 회복과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이며,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장루보유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귀하와 같은 장루보유자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문제를 파악하
여 좀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하며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문제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문
항에 답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으며,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오며,질문지 문항이 누
락되면 사용할 수 없사오니 끝까지 빠짐없이 신중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연구자 ;구주연(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생,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연락처 :02-2228-9151,E-mail:jykoozoa@hanmail.net
2008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구 주연 올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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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해당하시는 번호에 ∨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성별 :①남 ②여
2.나이 :만 세
3.배우자 :①있다 ②미혼 ③이혼 ④사별 ⑤별거 ⑥동거 ⑦기타
4.종교 :①없다.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5.교육정도:①무학②초등학교졸업③중학교졸업④고등학교졸업

⑤대학교졸업⑥대학원졸업
6.직업 :1)현재 취업중(보기에서 ∨표시하여주십시오) 10)현재 무직

7.가족의 월 평균 수입: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만원 이상

8.치료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아주 많이 부담스럽다. ②조금 부담스럽다.
③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④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9.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①본인 ②배우자 ③부모 ④형제나 자매 ⑤자녀

⑥기타
10.주간호제공자 :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형제나 자매⑤친지⑥간병인⑦기타
11.현재 다른 앓고 계신 질환이 있습니까?
①없다.②고혈압 ③당뇨 ④간(liver)질환 ⑤결핵 ⑥기타

12.동거 가족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혼자 ⑤기타
13.장루의 주된 관리자 :①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④기타

①공무원②전문직③사무직④회사원⑤자영업⑥서비스업⑦단순노무직⑧학생⑨기타()



- 90 -

Ⅰ.아래 문항은 신체적 기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무거운 쇼핑 백이나 가방을 옮길 때처럼 힘을
쓰는 일을 할때 곤란을 느끼십니까? 1 2 3 4

2.오오오래래래 걷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1 2 3 4

3.집 밖에서 잠잠잠깐깐깐 걷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1 2 3 4
4.낮 시간 중에 자리(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기대
고 싶습니까? 1 2 3 4

5.식사 도중 혹은 옷을 입는 동안,세면을 할 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1 2 3 4

Ⅱ.다음은 귀하가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지지난난난 한한한 주주주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일을 하거나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
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7.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8.숨이 가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9.통증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0.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1.숙면을 취하는데 곤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2.몸이 허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3.식욕이 감퇴하셨습니까? 1 2 3 4
14.속이 메스꺼운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5.구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Copyright1995EORTCQualityofLifeGroup.Allrightsreserved.Versio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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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난난난 한한한 주주주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변비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7.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8.피로를 느끼셨습니까? 1 2 3 4
19.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20.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집중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21.긴장감을 느끼셨습니까? 1 2 3 4
22.걱정에 시달리겼습니까? 1 2 3 4
23.짜증을 느끼셨습니까? 1 2 3 4
24.우울함을 느끼셨습니까? 1 2 3 4
25.기억력 감퇴를 느끼셨습니까? 1 2 3 4
26.귀하의 건강상태나 의약치료가 귀하의 가정생
활에 어떤 곤란을 야기했습니까? 1 2 3 4

27.귀하의 건강상태나 의약치료가 귀하의 사회생
활에 어떤 곤란을 야기했습니까? 1 2 3 4

28.귀하의 건강상태나 의약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1 2 3 4

*다음 문항을 읽고 1에서 7까지 번호 중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간간간의 전반적인 귀하의 건강상태를 평가한다면 어디에 해당하십
니까?

1 2 3 4 5 6 7

매우 나쁨 아주 좋음

30.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간간간의 전반적인 귀하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면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2 3 4 5 6 7

매우 나쁨 아주 좋음

ⓒCopyright1995EORTCQualityofLifeGroup.Allrightsreserved.Versio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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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환자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나 문제들을 호소합니다.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다음의 증상이나 문제들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표시하십시오.

Ⅳ.다음은 앞으로의 건강과 관련된 견해와 성생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지지난난난 444주주주 동동동안안안 귀하가 어떠했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지난난난 444주주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6.자신의 앞으로의 건강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7.성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흥미를 느끼셨습니까? 1 2 3 4
48.성생활에 어느 정도의 흥미를 느끼셨습니까? 1 2 3 4
49.성성성생생생활활활에에에 활활활발발발하하하셨셨셨던던던 분분분만만만 답답답하하하세세세요요요...
성생활이 어느 정도나 즐거웠습니까? 1 2 3 4

ⓒCopyright1995EORTCQualityofLifeGroup.Allrightsreserved.Version3.0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낮에 자주 소변을 보셨습니까?5-6회 안 시원함 1 2 3 4
32.밤에 자주 소변을 보셨습니까? 1 2 3 4
33.소변 볼 때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4.배에 가스가 찬 느낌이 있었습니까? 1 2 3 4
35.배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6.엉덩이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7.과도한 가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8.트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9.체중이 줄었습니까? 1 2 3 4
40.입안이 마른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1.병이나 치료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생기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2.음식이나 음료 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3.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자신의 센체적인 매력이
전보다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4.질병이나 치료로 여성다움/남성다움이
줄었다고 느껴져 왔습니까? 1 2 3 4



- 93 -

***남남남자자자만만만 답하십시오.

지지지난난난 444주주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0.발기가 힘들거나 유지하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1.사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1 2 3 4

*성성성교교교를를를 한한한 적적적 있있있는는는 여여여자자자만만만 답하십시오.

지지지난난난 444주주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성교 시 질이 건조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3.성교 시 통증이 있었습니까? 1 2 3 4

Ⅴ.다음은 장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4.다른 사람이 당신의 장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렵습니까? 1 2 3 4

55.다른 사람이 당신의 대변 냄새를 맡게 될까봐
두려운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6.장루주머니가 샐까 봐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7.장루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1 2 3 4
58.장루 주위 피부가 자극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9.장루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60.장루 때문에 덜 완벽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Copyright1994EORTCStudyGrouponQualityofLife.Allrightsreserved.
(phaseⅢ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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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현현현재재재 어어어떻떻떻게게게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지지지에 대해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 해 주십시오.

문문문 항항항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555))) (((444))) (((333))) (((222))) (((111)))
1.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다. 5 4 3 2 1
2.나는 궁금한 것이 많다. 5 4 3 2 1
3.내가 더 좋아질지,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5 4 3 2 1

4.통증(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5 4 3 2 1

5.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
을 이해하지 못한다. 5 4 3 2 1

6.나는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5 4 3 2 1

7.나는 통증(증상)이 있을 때,내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 5 4 3 2 1

8.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5 4 3 2 1

9.내 증상들은 계속해서 바뀐다. 5 4 3 2 1
10.나는 설명 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
다. 5 4 3 2 1

11.의사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스
럽다. 5 4 3 2 1

12.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5 4 3 2 1
13.내가 받는 치료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5 4 3 2 1

14.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효과
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5 4 3 2 1

15.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
임지는지 알 수 없다. 5 4 3 2 1

16.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
할 수 없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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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항항항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전전전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555))) (((444))) (((333))) (((222))) (((111)))
17.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날
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5 4 3 2 1

18.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
해야할 지 모르겠다. 5 4 3 2 1

19.내 문제에 대해 의료진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5 4 3 2 1

20.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5 4 3 2 1

21.대개 나는 그날 그날 내 상태가 좋을
지 나쁠지 안다. 5 4 3 2 1

22.검사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다. 5 4 3 2 1
23.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 5 4 3 2 1
24.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5 4 3 2 1

25.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5 4 3 2 1
26.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달라진다. 5 4 3 2 1

27.의료진은 내 병에 대해서 더 이상 아
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5 4 3 2 1

28.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들에
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5 4 3 2 1

29.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
해 주지 않았다. 5 4 3 2 1

30.나는 내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5 4 3 2 1

31.나는 필요할 때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4 3 2 1

32.나는 내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5 4 3 2 1

33.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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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현현현재재재 느느느끼끼끼는는는 기기기분분분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설설설명명명한한한 것것것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귀하가 매매매일일일 화가 난 기분이 든다면 5점에,
때때때때때때로로로 화화화가가가 난난난다다다면 2점에,전전전혀혀혀 화화화나나나지지지 않않않으으으면면면 0점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문문 항항항
전전전혀혀혀
없없없다다다

거거거의의의
없없없다다다

약약약간간간
있있있다다다

다다다소소소
있있있다다다

많많많이이이
있있있다다다

아아아주주주
많많많이이이
있있있다다다

000점점점 111점점점 222점점점 333점점점 444점점점 555점점점

111...화화화 남남남 0 1 2 3 4 5

222...걱걱걱 정정정 0 1 2 3 4 5

333...기기기 분분분 좋좋좋 음음음 0 1 2 3 4 5

444...슬슬슬 픔픔픔 0 1 2 3 4 5

555...불불불 안안안 감감감 0 1 2 3 4 5

666...실실실 망망망 감감감 0 1 2 3 4 5

777...자자자 신신신 감감감 0 1 2 3 4 5

888...두두두 려려려 움움움 0 1 2 3 4 5

999...만만만 족족족 감감감 0 1 2 3 4 5

111000...죄죄죄 책책책 감감감 0 1 2 3 4 5

111111...희희희 망망망 감감감 0 1 2 3 4 5

111222...싫싫싫 증증증 남남남 0 1 2 3 4 5

111333...기기기 대대대 감감감 0 1 2 3 4 5
111444...행행행 복복복 감감감 0 1 2 3 4 5
111555...안안안 도도도 감감감 0 1 2 3 4 5
기기기타타타 :::다다다른른른 종종종류류류의의의 감감감정정정

(((특특특히히히::: )))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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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련 특성 (연구자가 기입합니다.기록하지 마십시오)

1.진단명:

2.수술 받은 일시: (pod# )

3.수술명:

4.암의 병기:Duke

5.전이 여부:①유 ②무
전이 부위:

6.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1)수술 2)수술+화학요법 3)수술+화학요법+방사선요법

**환자 등록번호:

**환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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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UUnnnccceeerrrtttaaaiiinnntttyyyaaannndddQQQuuuaaallliiitttyyyooofffLLLiiifffeee
iiinnnOOOssstttooommmaaattteeessswwwiiittthhhCCCooolllooorrreeeccctttaaalllCCCaaannnccceeerrrPPPaaatttiiieeennntttsss

Koo,JooYeo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appraisaland
quality oflifein ostomateswith colorectalcancer.Thisstudy employed a
descriptivecorrelationandcross-sectionalsurveydesignresearchwiththeaim
ofproviding basicmaterialfordeveloping anursing mediation program to
improvepatients'qualityoflifebymeansofnursingmediation toalleviate
uncertainty ofostomatesbased on measuring the degree and appraisalof
uncertaintyandqualityoflife.
Thestudysubjectsareostomateswhohad stomaformation aftercolorectal

cancersurgery.Thesubjectswereatotalof55ostomateswithcolorectalcancer
whowererecruitedfrom oneuniversityhospitalizedatatertiarymedicalcenter,
"S"hospitalinSeoulduringtheperiodofApril28~June11,2008,inaddition
toostomateswhowereoutpatientsataspecializedcolorectalcancerclinicand
"S"hospitalreceivingfollow-upcareafterfinishingcancertreatments.Informed
consentwasobtained from each participant.A structured questionnairewas
used.Foruncertaintymeasuring,MUIS(Mishel'sUncertaintyin IllnessScale)
wasused.Wealso madeuseofadangerappraisalscaleand opportunity
appraisal scale, which are uncertainty measuring tools, for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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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estimation phase.The European Organization forResearch and
TreatmentofCancer-Quality ofLife Core 30 (EORTC-QOL-C30)and the
ColorectalCancer-specificCoreQuestionnaire(EORTC-QOL-CR38)wereusedto
measurequalityoflife.Thecollected materialswereanalyzed bydescriptive
statistics,t-test,ANOVA,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an
SPSS12.0program.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 asfollows:

1.Thedegreeofuncertainty ofostomatesaveraged 95.18points(average
point:2.88)outofatotalof165points,whichwasnormal.
Regardingthedegreeofuncertaintyofthe4subordinatefieldsofostomates� 

uncertainty,scoreswerehigherinorderof"Ambiguity"42.35points(average
point3.26),"Inconsistency"18.27points(averagepoint2.61),"Complexity"17.51
points(averagepoint2.50),"Unpredictability"14.40points(averagepoint2.88),
placing"Ambiguity"ashavingthehighestlevelofuncertainty.
Inthecaseofestimatingostomates'uncertainty,dangerappraisalaveraged

18.49points(averagepoint2.31)outofatotalof40points,andopportunity
appraisalaveraged14.09points(averagepoint2.01)outof35,indicatingthat
dangerappraisalwashigherthanopportunityappraisal.
2.With regard to the scores for QOL in "Globalquality oflife"for

ostomates,theaveragewas45.0pointsoutof100,which waslowerthan
normal,and in thefunctionalcategory,wherehigherscoresarebetter,the
averagewas55.31pointsoutof100,whichwasslightlyhigherthannormal.In
thesymptomscategory,whereahigherscoreindicatesahigherdegreeof
discomfort,the average was 29.19 points,which was lowerthan normal,
meaningthequalityoflifeforostomateswaslow.
3.Wefoundthatastheoveralluncertainty,ambiguityandinconsistencyfor

ostomatesincreased,dangerappraisalincreased aswell,while opportunity
appraisalbecomelower.Thehigherostomates'uncertainty,thelowerwa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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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qualityoflife.Inaddition,asdegreesofambiguity,inconsistencyand
unpredictabilitybecamehigher,globalqualityoflifebecamelower.
4.Comparedwithmaleostomates,femaleostomatesshowedahigherlevel

ofuncertainty on inconsistency (t=5.010,p<.05).Ostomates having religion
expressedlowerunpredictabilitythanthosewhodidn'thavereligion(t=4.991,
p<.05).Ostomateswith rectalcancerobtained higherscoresofopportunity
appraisalascomparedtoostomateswithcoloncancer(t=5.018,p<.05).
5.The demographic-sociologic feature and the disease-related feature of

ostomatesdidn'tshow anystatisticaldifferencebetweenglobalqualityoflife,
thefunctionalfieldandthesymptomsfield.

Consequently,theuncertaintyofostomateswasnormal.Thehigheruncertainty
was,however,thehigherdangerappraisalbecame,whileopportunityappraisal
becamelower.Asostomates'uncertaintybecamehigher,globalqualityoflife
became lower.In addition,ifwe estimated uncertainty as danger,global
qualityoflifedeclined,whileifestimatedasopportunity,globalqualityoflife
improved.
Therefore,weneed todevelop anursingmediation program in orderto

decreaseostomates'uncertaintywhichisabletodecreasedangerappraisalon
uncertainty and increaseopportunity appraisalso thatthey can beactually
appliedtofieldpractices.

Keywords:Ostomates,Uncertainty,Appraisal,QualityofLife,EORTC-Q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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