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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암환자에서 위절제술 후 환자가 인식하는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

 본 연구는 위암을 진단받고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장관 증상경험 

및 불확실성을 측정하여 회복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임상에서 위암환자의 위

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고 회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중재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2년 10월 20일에서 11월 12일까지 서울시내 소재 Y 대학 부속병원 위암전

문클리닉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외래를 내원환 환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6명(평균연령 54.66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외래에서 인터뷰

를 통하여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도구는 위장관 증상 등급산정척도(Gastrointestinal Symptoms Rating Scale, 

GSRS), 불확실성 도구 (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 회복

정도는 회복과 관련된 선행도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17문항

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처리 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및 Pearson’s 상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위절제슬 받은 대상자의 전체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는 총 34.77

점(±13.06)점으로, 여자의 위장관 점수가 남자보다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더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t=2.52, p=.013). 연령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은 50세 미만

의 대상자가(F=5.55, p=.005), 위암의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t=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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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7) 증상경험 점수가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위장관 증상경험은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r=.259, p=.002)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2. 위암환자의 불확실성 평균점수는 84.79(±13.52)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은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F=3.841, p=.024), 교육수준이 낮을수록(t=3.84, 

p<.001) 불확실성이 높았다. 추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교육수준이 

낮았음이 확인되었다(x²=25.594. p<.001). 위암의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가

(t=2.287, p=.024) 불확실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회복점

수가 낮게(r=-414, p<.001) 측정되었다.

3. 위암환자의 회복 평균점수는 59.46(±11.45)점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t=2.19, p=.030), 수술 후 기간이 10~12개월 경과한 대상자가(F=3.036, 

p=.019), 수술 전 상태와 비교한 100점 VAS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응답한 대

상자의(F=20.70, p<.001) 회복점수가 높았다.

4.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위장

관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점수도 높았으며(r=.259, p=.002), 불확실성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점수가 낮았다(r=-414, p<.001). 위장관 증상경험이 많을

수록 회복점수가 낮았다(r=-191, p=.023).

 본 연구결과에서 위암환자들의 회복정도는 위장관 증상경험 및 불확실성 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장관 증

상경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간호중재가 진단 시기 및 수술 전부터 각 치료단계별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상담시간을 통

한 정보제공이 지속적, 상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다학제간의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위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회복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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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순이고, 2010년 암에 

의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폐암(31.3명), 간암(22.5명), 위암(20.1명), 대장

암(15.4명)이다(통계청, 2009). 위암은 최근에는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지

만,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으로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40세 이후 발병률이 증가한다(정호영, 유완

식, 2002; Bickenbach, Strong, 2012). 위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외과적 절제와 

항암화학요법, 면역치료, 방사선치료 등이 있으나, 외과적 절제가 일차 치료이며, 

근치적 수술이 표준 치료이다(김시연 et al, 2011). 위암의 사망률은 점차 감소 

추세이며, 이는 암 조기검진에 따른 조기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짐과 확대영역 림

프절 곽청술,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김용일, 이준호, 

윤성현, 노성훈, 민진식, 2001) 등 방법의 개선으로 수술 후 장기간 생존하는 환

자들이 증가하였다(박준철 et al, 2009; 이승수, 한성원, 정혜원, 송재원, 정호영, 

유완식, 2010; 통계청, 2011). 그러나, 암 자체는 완치되었지만 위절제술 후 경

험하게 되는 여러 신체적 증상들과 사회적 기능 상실로 수술 후에 만족스러운 삶

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증가되었다(Svedlund, Sullivan, Liedman 

& Lundell, 1999; Olsson, Bosaeus, Svedlund & Bergbom, 2007; 이승수 et 

al, 2010).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역류증상, 감소된 음식섭취로 인한 활동제한, 

식후 빠른 음식물 통과, 덤핑증상, 저혈당 증상, 설사 증상 등 신체적 기능부전을 

경험하게 되며, 더 나아가 체중변화, 음식물 섭취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어 식

생활과 일상생활이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환자는 예후에 대한 불확

실한 감정, 걱정 등을 갖게 된다(Nakamura et al, 2008; Olsson, Bergb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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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eus, 2008). 

암환자는 치료 과정 중에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

성의 인지는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하여 질병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와 적응을 방

해하여(이인숙, 2004; 차경숙, 2012) 질병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ishel, 1981). 불확실성이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얻을 수 없고 사건을 적절하게 구조화하고 범주화 할 수 있는 인지 구조의 형성

이 늦어지며, 더욱이 상황을 적절히 인지하는 개인의 능력이 제한 받게 되어 상

황을 위협으로 인지하며, 결론적으로 질병에 부적응을 한다는 것이다(Mishel, 

1981). Mishel(1981)이 질병에 관한 불확실성을 개념화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를 발표한 이래 불확실성은 질병의 결과와 정신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오현숙, 안황란, 2005; 강윤희, 2006). 

 암환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증상, 치료의 결과에 대한 불예측성, 증상의 호전과 

악화 등은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질병과정에서 치료효과에 대한 불안

으로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하고, 이는 치료 후에도 계속된다. 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불편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질병 회복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응을 어렵게 한다(Mishel, 1981). 이와 같이 위암으로 진단받

고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여러 증상과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복귀하게 되면서 올바른 대처와 회복을 원하며,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허성순, 2011). 

 회복이란 에너지의 유지와 통합성의 복구와 안녕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Levin, 1991). 수술 후 회복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기능의 향상과 회복

되었음의 인지로 정의되고, 수술 후 회복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각각

의 요소들은 회복에 대한 자기인지와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요인들은 회복시 고

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Zalon, 2004). 수술 후 회복은 신체적 회복과 심리

적 회복, 사회적 회복, 습관적 회복의 4가지로 분류된다(Allvin, Berg, Idvall & 

Nilsson, 2006; Olsson, Bergbom & Bosaeus, 2008).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수술 후 회복은 대부분 신체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규옥, 손연정; 2006; 박형숙, 김남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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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심, 2009; Kawamura, Yokota, Homma & Kondo, 2010).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술 전후 관련된 변수들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항암화학요법 및 통증조절(김은미, 김희진, 김수진, 김보경, 2010), 삶의 

질（Myles, Weikamp, Jones　＆ Melick, 2000), 영양 상태 변화(유완식, 정호

영, 2002; 오정아 et al, 2010; 이문수, 2003; 김미옥, 김은경, 조의영, 2008), 

정보 및 교육 요구도(이종경, 이미순, 2002; Skalla et al, 2004；Faller, Koch, 

Reusch, Pauli, Allgayer, 2009)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위암환자의 사회

복귀 경험에 대한 소수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으로(허성순, 2011; 

Olsson, Bosaeus, Svedlund & Bergbom, 2006),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를 파

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임상

에서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고 회복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

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을 파  

    악한다.

2)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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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위장관 증상경험

(1) 이론적 정의

증상이란 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 변화를 반영

하는 주관적 경험이며, 정상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각된 지표이고 다차원적인 것

이다(Lenz, Suppe, Gift, Pugh, & Milligan,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위장관 증상경험이란 Svedlund et al (1988)이 위장관 증상 등

급산정 척도(Gastroinstestinal Symptoms Rating Scale, GSRS)를 개발한 15

문항을 이재성 등(2004)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위장관 증상 등급산정 척

도(GSRS)에 Nakamura(2008)의 위절제술 후 경험하는 기능부전 도구에서 연

구자가 적합한 문항을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절제

술 후 경험하는 위장관 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2)  불확실성 정도

(1) 이론적 정의

환자가 질환과 질병에 대해 적절한 주관적 해석을 형성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대상과 상황에 대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는 상

황, 또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한다(Mishel, 198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이 개발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측정도구인 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로 측정하였으며, 애매모호성, 복합

성, 불일치성, 불예측성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된다. 불확실성 점수는 최저 

33점부터 최고 16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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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 

(1)  이론적 정의 

수술 후 회복이란 기능의 향상과 회복되었다는 자각이다. 회복이란 에너지의 유

지와 통합성의 복구에 의해 안녕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Levin, 199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회복과 관련된 선행도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

한 17문항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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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통하여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는 위암환자가 경험하는 증상, 불확

실성 및 회복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

험, 불확실성, 회복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위절제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증상이란 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 변화를 반

영하는 주관적 경험이며, 정상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각된 지표이고 다차원적인 

것이다. 증상은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위암 수술후에 환자가 경험하는 위장관 증상은 수술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암의 수술에 있어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암의 병기, 위치, 조

직형, 예상 생존 기간 및 삶의 질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하부 위

암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고, 상부 위암은 위전절제술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기능의 상실은 불가피하다. 위절제술 후에는 위의 저장기능, 유문괄약근 기능이 

소실되고, 미주신경 절단과 재건술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뒤따

르게 되므로 다양한 장애와 증상이 나타난다(이현수 et al, 2005; 이승수 et al, 

2010; 김시연 et al, 2011).

 위절제술 후 경험하는 위장관 증상은 잔위의 기능, 빠른 음식물 통과속도, 음식

물 섭취감소 등과 연관된다(Hayami, Sechimo, Miyake, Shimizu & Kameoka 

2012; Nakamura, Kido & Egawa, 2007).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덤

핑증후군과, 빈혈, 골질환, 체중감소를 포함한 대사장애, 알칼리역류위염, 미주신

경 절단과 관련된 담석증, 설사, 위마비와 가슴앓이, 복부 팽만감, 오심과 구토, 

소화불량, 식욕 결핍, 변비 등 다양한 위장관증상과 수면장애, 식욕감퇴, 영양장

애, 복부 통증, 호흡곤란, 불면증 등 위절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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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2003; 유완식 et al, 2010; Olsson, Bergbom & Bosaeus, 2008; 

Faller et al, 2009). 

 경구섭취의 부족은 전신 쇠약감 및 활동량 감소로 연결되며 체중감소의 원인으

로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규언 et al, 2002; 이현수 et al, 

2005). 흡수장애와 부적절한 열량섭취로 영양장애와 체중감소가 발생하며, 이런 

영양장애는 위절제술 후 경험하게 되는 장기적인 합병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오

정아 et al, 2010). 체중 감소는 위절제술 후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으로 수술 후 

환자는 식이 섭취량이 줄어들어 반기아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수술 전에 비해 

약 6개월에 걸쳐 체중의 10%가 감소한다(Svedlund, Sullivan, Lideman & 

Lundell, 1999; 김시연 et al, 2011). 위절제술 환자에게 발생하는 영양장애는 

췌장기능부전과 박테리아 과잉성장, 음식의 빠른 통과시간, 소장 점막의 변화, 부

적절한 경구 섭취, 절제 범위 및 재건술식 등이 요인이 된다(이문수, 2003). 감

소된 영양상태, 근력저하 등은 수술 후 피로와도 연관 있으며, 수술에 적응하는 

내분비 대사에 중요하며 음식섭취를 감소시키고 활동에 방해요인 된다

(Christensen, 1993; 이승수 et al, 2010). 이러한 위장관 증상들은 수술 후 시

간이 경과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불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환자는 

불편함을 느끼며 불쾌한 증상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Nakamura, 

Kido & Egawa, 2007; Hayami, Sechimo, Miyake, Shimizu & Kameoka, 

2012). 

 

2. 불확실성

1)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고 불안정, 예측할 수 없는 애

매하고 모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양남영, 김명자, 2002). Mishel(1981, 

1984, 1988)은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질병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서, 질병의 경험과 친숙하지 못함, 예측할 수 없는 증상 경험들, 불명확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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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족, 확신할 수 없는 치료 효과, 질병진행 과정에 대한 회환 부족으로 야기

되는 인지적 상태를 말한다.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선행요인에는 자극적인 틀(stimuli frame), 인지적 능력

(cognitive capacity), 구조적 제공자(structure provider) 등이 있다. 자극요인

은 증상유형, 사건의 친숙함, 사건의 일치성이다. 증상 유형은 자극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서, 대상자는 의료진에게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네트웍을 종합

하여 정보를 일반화하고 증상의 정도, 강도, 횟수, 기간, 위치를 파악하는데, 여러 

요인의 다발적 자극은 자극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상을 구별하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지속되어 불확

실성이 더욱 높아진다(Mishel, 1988). 인지적 능력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으로 

일컬어지는데, 신체적 기능부전은 이러한 인지능력을 감소시킨다. 통증, 약물, 불

량한 영양상태, 신체적 불편감 등은 인지능력이 집중할 수 있는 감소시킨다. 교육

수준은 직접, 간접적으로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건과 관계된 자극

을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화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전후사정을 알게 한다. 구

조적 제공자는  증상패턴, 사건의 친숙성, 일치성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자원으

로 신뢰성 있는 권위자, 사회적 지지, 교육 등이 속한다, 사회적 지지는 사건에 

회환을 제공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있어 마주치게 되는 위기에 불확실성

을 예방한다. 사회적 지지체계와 토론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환자가 사건을 명확

히 하고 개요를 도식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뢰성 있는 권위자는 돌봄 제공자의 

신뢰와 자신감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의사, 간호사를 의미하며 

증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자극을 강화한다. 

2) 암환자의 불확실성 

 질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란 어떤 상황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복잡성과 정보부족

으로 인해서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하는 상태이다(양남영, 김명자, 

2002; 강윤희, 2006). 암이란 진단 자체는 확실하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

아 암 진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불확

실성은 애매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증상들,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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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호전 및 악화의 반복됨, 불확실한 진단, 불명확한 설명, 정보의 부족, 건강 

회복에 대한 불분명한 회한 부족의 형태로 논의되며(Mishel, 1981), 이러한 불

확실성의 특징으로 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거나 합병증, 

부작용 등을 경험할 때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치료가 없는 경우

에도 암의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진다(이인숙, 2004). 

 질병의 만성화를 경험하는 암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치료나 관리

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서지 않거나 질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때, 그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해 못하는 것과 관련

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불안이나 우

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한다(Mishel, 1988).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암환

자들은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수술에 대한 막

연한 두려움, 의사소통의 단절 등을 느끼게 됨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고, 

정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진다(Mishel, 1981). 질병에 대한 불확

실성은 질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뜻하고, 환자의 질병 회복에 영향을 주는 의

미 있는 변수이며, 구체적 증상, 진단과정, 의료진과의 상호관계 및 미래를 위한 

계획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Mishel, 1981). 특히 질병과 관련된 불확

실성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며, 질병과 관련된 

사건들을 의미있게 구조화하고 범주화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인지적 상태이다

(Mishel & Braden, 1988). 

 Mishel(1981)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두 요인으로 애매모호성과 정

보부족을 확인하였고, 이후 불확실성을 애매모호성, 복합성, 불일치성, 불예측성으

로 규명하였다. 불확실성의 네 가지 범주는, 첫째 불편감, 활동불능, 질병의 증상, 

둘째, 치료 과정의 부작용, 셋째, 의료진 그리고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 넷째, 미

래와 독립에 대한 사정으로 구분하였고,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질

병의 심각성, 교육 정도, 연령, 스트레스, 입원 과거력으로 구조화하였다(Mishel, 

1984).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자극에 영향을 미치며, 자극

이 불확실하게 인지될 때 범주화하거나 구조화 할 수 없다. 인지 구조는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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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평가, 치료, 입원기간 동안의 일련의 사건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극은 적응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며, 불확실성 정도가 높으면 방향제시, 정보검

색을 줄이게 되고 경계하고 회피하게 된다(Mishel, 1981). 

 암 환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이인숙, 2004; 정재원, 김문정, 이

미현, 도혜경, 2005; 안화진, 태영숙, 한영인, 2007; 차경숙, 2012), 우울, 종교 

유무, 교육정도, 소득수준, 가족력, 연령, 돌봄 제공자, 치료비 부담, 정서적 불편

감, 병기, 항암화학요법, 재발여부 등이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는 30세 이하이거나 61세 이상, 교육

정도가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종교적 믿음이 없고 우울을 

호소할수록, 피로하고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치료비 부담이 클수록 불확실

성 정도가 높았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신체적 증상이 있는 경우, 병기가 

높을수록, 병이 재발된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시기에 불확실성 정도가 높았

다.

 이와 같이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치료의 효

과가 불분명하고, 치료 기간 동안 반복되는 부작용, 장기간 입원, 신체적 변화, 치

료의 부정적 결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등으로 불확실성을 인지한다. 암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의 인지는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하여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암 환자가 인지하는 불확

실성을 질병회복을 위한 기회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이인숙, 2004; 차경숙, 2012).

3.  암 환자의 회복

 수술 후 회복은 많이 쓰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의하기 어렵다. 전인적인 관점

에서 회복의 정의는 간호의 근본이고 수술 후 간호발전에 필수이며(Allvin, 

Berg, Idvall & Nilsson, 2006), 수술 후 회복은 인간의 기능향상과 스스로 회

복되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Zalon, 2004). 더 나아가 에너지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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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합성의 복구로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Levin, 1991). 회복의 징후는 불

편한 신체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지되며 적절한 안녕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Olsson, Bergbom & Bosaeus, 2008). 퇴원 후 회복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며, 질병상태와 비교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으로 정의된다. 회복

의 과정은 신체적으로 회복 하는 단계, 기능적 활동을 풀가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음식섭취, 수면, 자가 간호, 앉아서 하는 활동(독서, TV보기)등을 하는 

단계, 질병전의 상태로 활동을 재개하는 단계로 나뉠 수 있으며, 질병상태 전의 

사회적 역할기능으로 돌아가는 회복 과정 중에는 몸에 신체증상, 특히 피로나 절

개부위 불편감, 반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좌절감을 겪게 된다(Baker, 

1989). Walker와 Avant(2005)에 의하면 수술 후 회복에 대한 정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계, 수술전과 비교하여 정상화와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단계,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기능을 회복하는 단계, 일상생활 활동이 수술전으로 

회복하여 개인의 적절한 안녕수준을 획득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수술 후 회복

은 일상생활동작,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 동통 및 불편감 정도에 의해 측

정되는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지각 정도에 의해 측정되는 심리적 측

면을 볼 수 있다. 신체적 건강의 지각 정도는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동통 및 불편감 정도는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심리적 건강의 지각

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암 수술 후 기능적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암의 위치, 병기, 동반질환, 

증상, 사회 심리적 상태, 치료, 인구학적 다양성, 기능 상태 등이다(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복부 수술 후 환자는 일반적으로 장 기능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수술 후 여러 요인들이 기능상태 회복과 회복된다는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수술은 신체적 증상을 더 악화시키며 우울감을 가중시키

며, 피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기능 상태에 더 영향을 주기 쉽다. 그러므

로 수술 직후 즉각적인 상황 관리뿐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전의 상태로 되

돌리기 위한 중재가 중요하다(Zalon, 2004). 

신체적 회복에는 증상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수술 후 겪게 되는 증상경험이 많

고 동반질환이 있을수록 회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Van Cleave, Egleston 



- 12 -

& McCorkle, 2011). 복부 수술 후에는 나이, 성별, 수술 전 피로 정도, 실제 체

중 등과 관계없이 피로는 증가되며, 피로 정도는 수술 후 한 달이 경과한 뒤에도 

증가되었고, 3개월과 6개월 회복에 더 영향을 주었으며, 수술 전 상태로 회복되

지 않았다. 피로는 청소나 쇼핑 같은 사소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힘없음으로 표

현되기도 하며, 수면 양상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ensen, 

1993; Holley, 2000). 위암환자의 증상경험은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 증상경험은 주기가 진행할수록 증가하며, 피로는 

우울, 불안, 적대감, 가족지지와 상관관계를 가지며(최진이, 2004), 이를 위한 정

서적인 간호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는 더 효율적인 자가간호행위를 통

해 피로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최진이, 2004; Zalon, 2004).

심리적 회복은 좀 더 복잡하며, 환자는 개인의 인지, 행동능력, 사회적 상호관계 

회복에 집중하게 된다(Olsson, Bergbom & Bosaeus, 2008). 회복 패턴간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지각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이 향상되었고, 

우울이나 통증, 불편감 정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이 감소하여, 부정적인 감정

이나 증상경험은 회복에 저해요인임을 알 수 있다. Olsson(2008)등이 위장관 암 

수술 후 3개월 된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회복으로 구분하여 환

자를 면담하였다. 환자들의 응답은‘심원에 빠짐(Down in the depths)’,‘외로움, 

실망감과 자포자기(Loneiness, disappointment and abdomen)’,‘나눔(Sharing)’,‘회

복의 징후와 자신을 찾음(To regain strength and energy as sign of recovery and 

‘finding myself’ again)’의 네 항목으로 범주화 되었다. 암 진단과 수술을 받음

으로써 피곤함, 힘의 결핍, 에너지 고갈과 허약감, 공포, 불안,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느끼며, 수술 후에는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고, 

증상이 점차 줄어듬으로 회복이 된다고 인지한다. 또한 회복 기간 동안 감정이나 

생각을 나눌수록 회복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쳐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암 

환자는 치료기간 동안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암의 재발에 대한 공포

를 느낀다. 불충분한 정보와 불확실성은 불안, 우울감과 연관 있고, 심리적 요인

은 신체증상에 영향을 주어 신체적 증상과 불안, 우울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다. 사회심리적 지지는 급, 만성 컨디션 회복에 중요하며, 우울, 불안감,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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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며, 긍정의 심리적 요인은 연결된 기전으로 인해 암 생존율을 증가시킨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감소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중재를 해야 하며, 간호

사는 임상에서 증상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암환자의 회복을 촉진시

켜야 한다(변영순, 정은주, 1999; 정복례, Yu Xu, 이은현, 2006).

 조기 위암 환자의 사회활동 복귀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을 통해 

회복된 자존감’, ‘재편된 대인관계’, ‘풍성해진 지지체계’, ‘향상된 건강관리’, ‘성숙

된 삶’, ‘증가된 죽음의 두려움’의 6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수술 후 암환자들은 신

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복잡한 상태로 사회활동으로 복귀함을 

알 수 있고,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정신적, 사회적으로 민감해진다. 이에 사회활

동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과 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중재가 필요하다(허성순, 2011). 

Young(2009)는 환자 개인의 기동성과 자가 간호 능력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이

나 사회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회복 촉진 요인으로 의료진의 전문

성, 사회적 지지, 의사결정, 종교, 개별적 간호, 격려, 생활요인, 목표성, 환경 등

이었고, 방해요인으로는 합병증, 동반질환, 불쾌한 증상경험, 고령을 밝힌바 있다.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 자존감, 긍정적인 생각, 지지체

계 등은 적적한 기능회복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 고찰을 통하여 회복은 신체적(Physiological), 심리적(Psychological), 

사회적(Social), 습관적(Life style) 회복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Allvin, 

Berg, Idvall & Nilsson, 2006, Olsson, Bergbom & Bosaeus, 2008), 암환자

의 증상경험을 감소시키고 인지된 불확실성 정도를 감소시켜 회복 및 사회복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중재가 진단 시기 및 수술 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

되어, 위암을 진단받고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

실성 및 회복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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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절제술 후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IRB 승인이후부터 2012년 11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3차 종합병원

에서 위절제술 후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다음의 기준에 의

하여 편의 표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만 20세 이상인 자

2) 위암으로만 진단받고 위절제술을 받은 자

3) 위장관 증상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질환(다른 암종 및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자

4) 위암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자

5)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

6)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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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

복에 대해 느끼는 바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위장관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 위장관 증상경험은 위장관 증상 등급산정척도(Gastrointestinal 

Symptoms Rating Scale, GSRS) 15문항에 Nakamura(2008)의 연구에서는 위

절제후 경험하는 기능부전에 대한 2항목을 더하여, 문항은 총 17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본 도구는 복부통증 3문항, 역류증상 2문항, 소화불량 4문항, 설사증상 3문

항, 변비증상 3문항의 15문항과 하부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2개의 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위장관 증상 등급산정척도(Gastrointestinal Symptoms Rating Scale, GSRS)

는 Svedlund et al (1988)이 개발당시 15문항 4점 척도였으나, Dimenas et 

al(1995)이 7점 척도로 변경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재성 등(2004)이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94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은 7점 척도도구로서, '전혀 불편하지 않음' 은 1점, '아주 

약간 불편함'은 2점, '약간 불편함'은 3점, '중간 불편함'은 4점, '약간 심한 불편

함'은 5점, '심한 불편함'은 6점, '아주 심한 불편함'은 7점으로, 범위는 최저 17

점에서 최고 119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경험이 많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Cronbach's ɑ는 .87였다. 

2)  불확실성 정도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이 개발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척도(MUIS)를 

정재원(2004)이 도구 사용 허가를 받아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한다. 

MUIS도구는 애매모호성 13문항, 복잡성 7문항, 불일치성 7문항, 불예측성 5문

항과 4가지 하부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1개의 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MUIS는 5점 척도 도구로서,‘매우 그렇다’의 5점, ‘그렇다’의 4점, ‘그저 

그렇다’가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의 1점까지이다. 총점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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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점부터 최고 16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ishel(1988)이 개발한 33문항의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93 이었으며, 정재원(2004)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ɑ는 .82였다. 

3)  회복 정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위암환자의 회복과 관련된 도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표로 비교분석하여 항목을 작성하였다. 회복은 신체적(Physiological), 심리적

(Psychological), 사회적(Social), 습관적(life style) 회복의 4가지 범주, 17문

항으로 구분되었다. Nakamura(2008)등이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기능부전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과 Enforced Social Dependency Scale(ESDS, 

Benoliel, McCorkle & Young, 1980), Olsson(2008)등의 연구에서 위암환자의 

회복에 대한 항목과 허성순(2011)의 연구에서 위암환자가 사회복귀 시 겪게 되

는 항목에 연구자가 회복과 관련된 도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추출한 문항을 표

로 작성하였다<부록1>(변영순, 1999; 최진이, 2004; Zalon, 2004; Allvin, 

2006;  Nakamura, Kido & Egawa, 2007; Van Cleave, 2011, 2012). 항목은 

신체적 6항목, 심리적 4항목, 사회적 2항목, 습관적 5항목으로 총 17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의 5점, ‘그렇다’의 4점, ‘그저 그렇

다’가 3점, ‘아니다’는 2점, ‘전혀 아니다’의 1점까지이며, 최저 17점부터 

최고 85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Cronbach's ɑ는 .89였다. 수술 전 상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회

복되었는지는 100점 만점의 VAS로 측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IRB 승인 이후 서울 소재의 Y병원의 외래에서 시행하였

다. 자료 수집방법은 직접 설문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

한 대상자에 한하여 훈련된 조사자가 면담을 통한 질문지법으로 이용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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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설문소요시간은 15~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였다.

 수술 및 질병관련 특성에 관해서는 의무기록을 열람하였고, 일반적인 특성, 증상

경험에 대한 설문은 훈련된 조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및 설문이 윤리적인 측면에 위배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일대일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계산 프로그램인 

G-powe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하였다. 

G- power 계산시 효과크기는 0.25, 유의수준은 0.05, Power는 0.8로 하여 계

산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1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의 탈락 가능성

을 고려하여 약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은 기술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의 개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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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위해 Y병원 내 윤리심

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하

였다(IRB No. 4-2012-0598). 연구대상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

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

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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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총 대상자수는 146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

련 특성으로 성별, 나이, 종교, 교육정도, 직업,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 평균 가

계소득, 치료비 부담, 동반질환, 위암의 가족력,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에 대해 조

사하였다<표1>.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92명(63%)으로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

은 54.66(±10.96)세였으며, 50세 미만이 52명(35.6%), 51세 이상이 94명

(64.3%)으로 30세부터 78세까지 분포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67명

(45.9%), 없는 경우가 79명(54.1%)이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77명(52.7%), 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69명(47.2%)이었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

는 76명(52.0%)으로 나타났으며, 동반가족은 배우자, 자녀, 형제, 기타 중 하나

만 선택한 대상자는 55(37.6%)명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하의 대

상자가 55명(37.6%), 201만원 ~400만원 미만이 41명(28.0%), 401만원 이상

이 50명(34.2%)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부담은 본인, 배우자, 자녀, 보험, 기타 중 하나만 선택한 대상자는 108

명(73.9%), 둘을 선택한 대상자는 30명(20.5%)으로 나타났다. 동반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53명(36.3%),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39명(26.7%),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은 좋음 76명(52.0%), 보통 63명(43.1%), 나쁨 7명(4.7%)으로 나타

났다. 수술 후 경과기간은 평균 19.15(±18.51)개월이었으며, 수술 후 기간별 대

상자는 수술 후 3개월 이하의 대상자가 34명(23.3%), 13개월 이상이 72명

(49.3%)이었다. 평균재원일은 9.36(±3.98)일이었으며, 재원기간은 7일 이하가 

42명(28.8%), 8일~14일 이하가 92명(63.0%), 15일 이상 재원한 대상자가 12

명(8.2%)이었다. 수술방법은 개복 83명(56.8%), 복강경 40명(27.4%),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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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92 (63.0)

여 54 (37.0)

연령(세) ~50세 미만 52 (35.6) 54.66(10.96)

51~64세 62 (42.5)

65세 이상 32 (21.9)

종교 유 67 (45.9)

무 79 (54.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77 (52.7)

대학교 졸업이상 69 (42.2)

직업 유 76 (52.1)

무 70 (47.9)

월평균 소득

(만원)
200만원 이하 55 (37.6)

201~400만원 41 (28.0)

401만원 이상 50 (34.2)

위암 가족력 유 39 (26.7)

무 107 (73.3)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
좋음 76 (52.0)

보통 63 (43.1)

나쁨 7 (4.7)

23명(15.7%)이었다. 위암의 병기는 1기~2기 대상자가 118명(80.8%), 3기~4

기 대상자가 28명(19.1%)이었으며, 이중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대상자는 43명

(29.4%)이었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n=146)

 §: 중복응답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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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동반질환§

유 53 (36.3)

무 93 (63.6)

수술 후 시기

(개월)
~3개월 34 (23.3) 19.15(18.51)

4~6개월 17 (11.7)

7~9개월 8 (5.5)

10~12개월 15 (10.3)

13개월 이상 72 (49.3)

입원기간

(일)
7일 이하 42 (28.8) 9.36(3.98)

8일~14일 이하 92 (63.0)

15일 이상 12 (8.2)

합병증 유무 유 16 (10.9)

무 130 (89.0)

수술방법 개복 83 (56.8)

복강경 40 (27.3)

로봇 23 (15.7)

암 병기 1기 102 (69.9)

2기 16 (11.0)

3기 18 (12.3)

4기 10 (6.8)

항암치료여부 시행 43 (29.4)

시행하지 않음 103 (70.5)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계속)                  (n=146) 

§: 중복응답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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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절제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을 총 17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마다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으로, 총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119점

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의 전체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는 총 34.77점(±13.06, 

평균평점: 2.05)이었다<표2>. 위절제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항목 중‘가스배

출을 한다'는 3.28(±1.81)점으로 증상 경험 중 가장 불편해 하는 증상으로 나타

났다. 다음은‘복부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린다’2.59(±1.52), ‘복부 팽만

감이 있다’2.51(±1.59),‘트림이 난다’2.49(±1.53),‘덤핑 증상이 있다’2.21

(±1.58),‘복통이 있다’2.17(±1.31)의 순으로 경험하는 불편함을 나타냈다. 위

장관 증상경험의 하부 영역에서는 소화불량의 평균평점이 2.71(±1.28), 설사 

1.87(±1.87), 변비 1.81(±1.81), 역류증상 1.80(±1.80), 복부통증1.71(±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하부영역에서는‘가스배출을 한다',‘무른변을 본다’,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산이 역류한다’,‘복통이 있다’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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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

복통 복통이 있다. 2.17(1.31) 1.71(0.77)

공복시 음식물 섭취나 제산제 복용으로

완화되는 통증이 있다.
1.53(0.91)

오심 증상이 있다. 1.45(0.89)

총 합계 5.15(2.31)

역류 명치끝이 불편하고 타는 듯하다. 1.94(1.38) 1.80(1.02)

산이 역류한다. 1.92(1.38)

총 합계 3.61(2.04)

소화

불량
가스배출을 한다. 3.28(1.81) 2.71(1.28)

복부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2.59(1.52)

복부 팽만감이 있다. 2.51(1.59)

트림이 난다. 2.49(1.53)

총 합계 10.87(5.12)

설사 무른 변을 본다. 2.09(1.33) 1.87(1.00)

급하게 변이 마렵다. 1.85(1.32)

배변 횟수가 증가한다. 1.70(1.21)

총 합계 5.64(3.00)

변비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1.97(1.27) 1.81(0.92)

단단한 변을 본다. 1.77(1.35)

배변 횟수가 감소한다. 1.71(1.24)

총 합계 5.45(2.77)

기타 덤핑 증상이 있다. 2.21(1.58) 2.02(1.40)

저혈당 증상이 있다. 1.84(1.52)

증상경험 총 합계 34.77(13.06) 2.05(0.76)

표2. 위절제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계속)                     (n=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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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

 위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을 불확실성 척도(MU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최저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며, 최저 33점부터 최고 

16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들의 위절제술 후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는 총 165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84.79(±13.52, 평균평점: 2.35)점으로 최소 40점에서 최대 118점

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표3>. 불확실성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는 애매모호성 

29.75(±9.04, 평균평점:2.29), 복잡성 25.12(±5.01, 평균평점:2.41), 불일치성 

13.59(±4.02, 평균평점:1.94)점, 불예측성 14.53(±3.68, 평균평점:3.09)점으로, 

불예측성이 높았다. 불확실성 항목 중 ‘나는 내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3.49(±1.14),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3.36(±1.12),‘대

개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가 3.26(±1.16),‘통증(증상)

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상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2.83(±1.17) 순으로 

불예측성 3문항, 복잡성 1문항의 순으로 높은 점수룰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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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애매모호성 2.29(0.69)

 어떤 처치나 시술을 언제 받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다. 2.82(1.19)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2.69(1.24)

 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2.52(1.14)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한다. 2.47(1.19)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2.46(1.13)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달라진다. 2.30(1.16)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 할 수 없다. 2.20(1.07)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2.15(1.07)

 통증(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2.15(1.08)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 2.14(0.94)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2.10(1.01)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1.94(0.86)

 내가 받는 치료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1.84(0.83)

총 합계 29.75(9.04)

복잡성 2.41(0.71)

 통증(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상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2.83(1.17)

 나는 내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2.68(1.20)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2.47(1.08)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2.42(1.15)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2.38(1.15)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믿는다.§ 2.10(1.00)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2.00(1.15)

 총 합계 25.12(5.01)

표3. 위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                                    (n=146)

§역환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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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불일치성 1.94(0.57)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27(1.10)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2.22(1.17)

 나에겐 해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2.16(1.02)

 의사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스럽다. 1.85(0.82)

 검사 결과가 검사 때마다 다르다. 1.82(0.72)

 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1.67(0.81)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해 주지 않았다.§ 1.64(0.78)

총 합계 13.59(4.02)

불예측성 3.09(0.73)

 나는 내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3.49(1.14)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3.36(1.12)

 대개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3.26(1.16)

 의료진이 더 찾아낼 만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2.76(1.19)

 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2.60(1.18)

총 합계 14.53(3.68)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 1.81(0.83)

불확실성 정도 총 합계

평균평점

78.58(15.58)

2.35(0.49)

표3. 위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계속)                               (n=146)

§역환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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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절제술 환자의 회복정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위암환자의 회복과 관련된 도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표로 비교분석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최저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고, 최저 17점부터 최고 8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

록 회복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위절제술 후 대상자의 회복정도 17문항에 대하여 평균 59.46(±11.45, 평균평

점: 3.50)점으로 나타났다<표4>. 회복의 각 영역에 대한 점수는 신체적 회복 

20.34(±4.32, 평균평점:3.39), 심리적 회복 14.58(±3.63, 평균평점:3.64), 사

회적 회복 6.80(±2.05, 평균평점:3.40), 습관적 회복 17.74(±4.19, 평균평점: 

3.54)점으로 나타났다. 회복영역에서는‘일상생활(TV시청, 독서, 집안일, 장보기 

등)을 한다’4.20(±0.83),‘가족, 친구 및 동료와 교류한다’4.05(±0.90),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4.04(±0.87),‘희망이 있다’4.03(±0.92), ‘단거리

 여행을 한다’3.77(±1.06)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수술 전 상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물어본 문

항은 평균 70.70(±1.43)점이었으며, 50점 이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28명

(19.17%)이었다<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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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회복 3.39(0.72)

 밤에 잘 잔다. 3.64(1.02)

 입맛이 좋다. 3.50(1.05)

 수술부위가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다. 3.49(1.20)

 충분한 음식섭취를 한다. 3.48(0.97)

 체중을 회복하고 있다. 3.23(1.08)

 피곤하지 않다. 3.01(1.01)

 총 합계 20.34(4.32)

심리적 회복 3.64(0.90)

 희망이 있다. 4.03(0.92)

 불안하지 않다. 3.52(1.07)

 우울하지 않다. 3.51(1.09)

 두렵지 않다. 3.51(1.07)

 총 합계 14.58(3.63)

사회적 회복 3.40(1.02)

 가족, 친구 및 동료와 교류가 있다. 4.05(0.90)

 (직장에 다녔던 경우)직장 업무를 한다. 2.75(1.62)

 총 합계 6.80(2.05)

습관적 회복 3.54(0.83)

 일상생활(TV시청, 독서, 집안일, 장보기 등)을 한다. 4.20(0.83)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4.04(0.87)

 단거리 여행을 한다. 3.77(1.06)

 장거리 여행을 한다. 3.18(1.28)

 총 합계 17.74(1.35)

회복정도 총 합계

평균평점

59.46(11.45)

3.50(.67)

표4-1. 위절제술 환자의 회복정도                                 (n=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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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점수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50점 이하 28 (19.17) 70.70(1.43)

60점~80점 88 (60.27)

90점 이상 27 (18.49)

표4-2. 수술 전 상태와 비교한 회복점수                           (n=146)

§100점의 VAS 사용

5.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은 <표5>에 제시되었

다.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은 남자가 32.72(±12.23), 여자가38.26(±13.77)

점으로 여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미만

의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는 38.62(±12.34), 51세~64세 대상자는 

34.44(±12.47), 65세 이상은 29.16(±13.55)으로 50세 미만의 대상자의 점수

가 높았다.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는 36.51(±13.53), 가

족력이 있는 대상자의 점수 29.97(±10.37)보다 높았다. 그 외 종교, 최종학력, 

직업 유무, 동거인 집단 수, 월평균 소득, 동반질환,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 수술 

후 경과 시기, 입원 중 재원기간, 합병증 유무, 수술방법, 암의 병기, 항암화학요

법 시행 여부에 따라 위장관 증상경험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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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92(63.0) 32.72 (12.23) 2.52 .013*

여 54(37.0) 38.26 (13.77)

연령(세)§

~50세 미만 52(35.6) 38.62 (12.34) 5.55 .005*

51~64세 62(42.5) 34.44 (12.47)

65세 이상 32(21.9) 29.16 (13.55)

종교
유 67(45.9) 35.99 (15.31) 1.03 .301

무 79(54.1) 33.73 (10.78)

최종학력
고졸이하 77(52.7) 33.34 (12.31) 1.40 .163

대졸이상 69(42.2) 36.36 (13.75)

직업
유 76(52.1) 34.18 (12.16) 0.62 .532

무 70(47.9) 35.55 (14.08)

월평균 

소득

(만원)

∼200이하 55(37.6) 34.98 (12.11) 0.02 .974

201∼400 40(28.0) 34.42 (14.15)

401~이상 50(34.2) 34.50 (13.37)

가족력
유 39(26.7) 29.97 (10.37) 2.73 .007*

무 107(73.3) 36.51 (13.53)

평소 

건강에 

대한생각

좋음 76(52.0) 32.75 (12.90) 2.70 .070

보통 63(43.1) 36.32 (12.66)

나쁨 7(4.7) 42.71 (15.25)

표.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   (n=146)

*p<.05,**p<.01, §: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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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동반질환 유 53(36.3) 32.96 (12.35) 1.263 .209

무 93(63.6) 35.80 (13.40)

수술 후 

시기§

(개월)

~3개월 34(23.2) 31.09 (11.22) 1.46 .215

4~6개월 17(11.7) 32.65 (8.75)

7~9개월 8(5.5) 40.50 (12.10)

10~12개월 15(10.3) 37.53 (15.03)

13개월 이상 72(49.3) 35.79 (14.12)

입원

기간(일)§
7일 이하 42(28.8) 34.38 (10.88) 0.82 .440

8~14일 이하 92(63.0) 34.34 (13.01)

15일 이상 12(8.2) 39.42 (19.49)

합병증

유무
유 1510.9) 39.80 (19.16) 1.55 .121

무 130(89.0) 34.27 (12.15)

수술방법 개복 83(56.8) 34.67 (13.36) 1.09 .338

복강경 40(27.3) 33.05 (12.02)

로봇 23(15.7) 38.09 (13.61)

병기 1기 102(69.8) 34.60 (13.15) 0.60 .611

2기 16(10.9) 38.19 (15.55)

3기 18(12.3) 32.22 (10.89)

4기 10(6.84) 35.60 (12.06)

항암치료 

 시행

시행 43(29.4) 34.16 (12.78) 0.36 .719

시행하지 않음 103(70.5) 35.02 (13.22)

표.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계속) (n=146)

*p<.05,**p<.01, §: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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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표6>에 제시되었다. 불확

실성 점수는 고졸이하의 대상자가 83.25(±14.00)점으로 대졸이상의 대상자의 

73.65(±15.75)점보다 높았다. 월평균 200만 원 이하의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

수는 82.96(±15.88)으로 201~400만 원 이하, 401만 원 이상 대상자의 불확

실성 점수보다 높았으며,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가 

80.40(±15.21)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 73.79(±15.73)점수보다 높게 나타났

다. 연령, 성별, 종교, 직업 유무, 동거인 집단 수, 동반질환, 평소 건강에 대한 생

각, 수술 후 경과 시기, 입원 중 재원기간, 합병증 유무, 수술방법, 항암화학요법 

시행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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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89(60.9) 76.74 (14.73) 1.84 .068

여 53(36.3) 81.68 (16.60)

연령(세)§

~50세 미만 51(34.9) 77.86 (13.81) 0.60 .546

51~64세 61(41.7) 80.16 (17.40)

65세 이상 30(20.5) 76.60 (14.67)

종교
유 65(44.5) 79.82 (14.87) 1.02 .306

무 77(52.7) 83.99 (14.58)

최종학력
고졸이하 73(50.0) 83.25 (14.00) 3.84 <.001**

대졸이상 69(47.2) 73.65 (15.75)

직업
유 72(49.3) 76.29 (14.89) 1.78 .076

무 69(47.2) 80.97 (16.15)

월평균

소득§

(만원)

200만원 이하 52(35.6) 82.96 (15.88) 3.84 .024*

201~400이하 39(26.7) 77.79 (16.24)

401이상 50(34.24) 74.62 (13.96)

가족력
유 39(26.7) 73.79 (15.73) 2.28 .024*

무 103(70.5) 80.40 (15.21)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

좋음 73(50.0) 78.30 (16.12) 0.54 .584

보통 62(42.4) 78.24 (14.68)

나쁨 7(4.7) 84.57 (18.78)

표6.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n=146)

*p<.05,**p<.01, §: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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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동반질환 유 52(35.6) 79.29 (13.54) .408 .684

무 90(61.6) 78.18 (16.71)

수술 후 

시기§

(개월)

~3개월 33(22.6) 78.97 (18.65) 0.45 .770

4~6개월 16(10.9) 76.31 (12.03)

7~9개월 8(5.47) 82.75 (11.26)

10~12개월 15(10.2) 75.00 (21.70)

13개월 이상 70(47.9) 79.21 (13.74)

입원기간

(일)
7일 이하 42(28.7) 78.52 (13.85) 0.89 .412

8~14일 이하 88(60.2) 77.84 (16.31)

15일 이상 12(8.2) 84.25 (16.01)

합병증

유무
유 15(10.2) 81.40 (16.14) 0.70 .481

무 126(86.3) 78.39 (15.53)

수술방법 개복 81(55.4) 78.86 (16.91) 0.07 .932

복강경 38(26.0) 78.66 (13.91)

로봇 23(15.7) 77.48 (13.76)

병기 1기 98(67.1) 77.58 (14.57) 2.50 .062

2기 16(10.9) 74.19 (16.32)

3기 18(12.3) 82.00 (18.47)

4기 10(6.84) 89.30 (15.26)

항암치료 

여부

시행 43(29.4) 81.16 (17.49) 1.30 .195

시행하지 않음 99(67.8) 77.46 (14.63)

표6.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계속)                 (n=146)

*p<.05,**p<.01, §: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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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점수는 <표7>에 제시되었다. 직업

유무에 따른 회복점수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61.46(±12.13)점으로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회복점수 57.33(±10.38)보다 높았다. 수술 후 기간에 따른 회복에서

는 10~12개월이 경과한 대상자의 회복점수가 64.07(±12.32)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 연령, 종교, 최종학력, 동거인 집단 수, 월평균 소득, 치료비 부담, 동

반질환, 위암의 가족력,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 입원 중 재원기간, 합병증 유무, 

수술방법, 암의 병기, 항암화학요법 시행 여부에 따라 회복정도와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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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회복정도 100점 VAS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92(63.0) 60.57 (10.15) 1.53 .128 71.33 (17.62) 0.57 .566

여 54(37.0) 57.57 (13.25) 69.62 (16.40)

연령

(세)

~50세 미만 52(35.6) 57.65 (14.09) 1.02 .361 69.62 (17.37) 0.98 .378

51~64세 62(42.4) 60.27 (9.67) 69.67 (17.65)

65세 이상 32(21.9) 60.81 (9.68) 74.52 (15.67)

종교 유 67(45.9) 59.58 (10.43) 0.11 .905 70.91 (18.37) 0.13 .893

무 79(54.1) 59.35 (12.30) 70.52 (16.13)

최종

학력

고졸이하 77(52.7) 57.77 (10.62) 1.90 .059 68.65 (18.53) 1.48 .139

대졸이상 69(42.2) 61.35 (12.10) 72.90 (15.34)

직업 유 76(52.1) 61.46 (12.13) 2.19 .030* 71.97 (16.73) 0.79 .428

무 69(42.2) 57.33 (10.38) 69.70 (17.36)

월평균 

소득

(만원)

~200만원 55(37.6) 57.04 (10.85) 2.27 .107 68.30 (17.73) 0.83 .436

201~400 40(28.0) 59.85 (11.08) 71.79 (16.68)

401~이상 50(34.2) 61.74 (12.16) 72.40 (17.09)

표7.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정도 및 수술전 상태와 비교한 100점 VAS                              (n=146)

*p<.05,**p<.01,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VAS: 0~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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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회복정도 100점 VAS로 측정한 회복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가족력 유 39(26.7) 61.08 (8.86) 1.03 .304 71.58 (18.82) 0.36 .713

무 107(73.3) 58.87 (12.24) 70.38 (16.57)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
좋음 76(52.0) 60.64 (11.83) 1.37 .257 72.53 (17.94) 2.30 .104

보통 63(43.1) 58.63 (11.39) 69.84 (15.22)

나쁨 7(4.7) 54.00 (4.00) 58.57 (21.15)

동반

질환 
유 53(36.3) 60.34 (10.05) 0.70 .485 70.66 (16.85) 0.03 .971

무 93(63.6) 58.96 (12.19) 70.77 (17.80)

수술 후 

시기§

(개월)

~3개월 34(23.2) 54.82 (11.80) 3.03 .019* 60.88 (16.94) 5.26 .001

4~6개월 17(11.6) 56.76 (12.55) 71.88 (14.24)

7~9개월 8(5.4) 57.63 (7.11) 63.75 (14.07)

10~12개월 15(10.2) 64.07 (12.32) 71.43 (23.15)

13개월 이상 72(49.3) 61.53 (10.55) 75.77 (14.80)

표7.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정도 및 수술전 상태와 비교한 100점 VAS(계속)   (n=146)

*p<.05,**p<.01,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VAS: 0~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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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실수(백분율)
회복정도 100점 VAS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입원

기간

7일 이하 42(28.8) 60.60 (15.22) 0.36 .693 70.48 (14.64) 0.01 .981

8~14일 이하 92(63.0) 59.16 (9.76) 70.90 (17.87)

15일 이상 12(8.2) 57.75 (8.17) 70.00 (20.88)

합병증

유무

유 15(10.9) 57.33 (8.27) 0.74 .460 65.33 (20.99) 1.25 .212

무 130(89.0) 59.65 (11.79) 71.18 (16.60)

수술

방법

개복 83(56.8) 58.86 (11.75) 1.02 .362 70.62 (17.91) 0.55 .577

복강경 40(27.3) 61.60 (9.64) 72.56 (16.49)

로봇 23(15.7) 57.91 (13.11) 67.83 (15.65)

병기 1기 102(69.8) 60.23 (10.73) 1.29 .278 71.70 (15.95) 2.37 .072

2기 16(10.9) 60.13 (15.33) 72.67 (17.09)

3기 18(12.3) 58.06 (12.29) 71.11 (17.78)

4기 10(6.8) 53.10 (9.23) 57.00 (23.59)

항암치료

 여부

시행 43(29.4) 57.60 (13.09) 1.26 .207 68.81 (20.02) 0.84 .397

시행하지 않음 103(70.5) 60.230 (1.66) 71.49 (15.83)

표7.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정도 및 수술전 상태와 비교한 100점 VAS(계속)                                (n=146)

*p<.05,**p<.01, §:Scheffe 시행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음, VAS: 0~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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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 회복점수 VAS

증상경험 1

불확실성
.259*

(.002)
1

회복
-.139

(.095)

-.414**

(<.001)
1

회복점수 VAS

(100점 만점)

-.191*

(.023)

-.299**

(<.001)

.483**

(<.001)
1

8.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과 위장관 증상경험, 불

확실성, 회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

다<표8>. 위절제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점수도 높

아(r=.259, p=.002)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위장관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수술전 상태와 비교하여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100점 VAS로 질문한 회복점수는 

낮아(r=-.191, p=.023)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불확실성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점수가 낮아(r=-.414, p<.001)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술 전 상태와 비교한 100점 VAS점수도 낮아(r=-.299, p<.001)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술 전 상태와 비교하여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100점 

VAS로 질문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점수도 높아(r=.483, p<.001)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표8.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과의 상관관계                         (n=146)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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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을 평

가하여 환자의 회복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요인간에 상관관계에 의의를 두고 

위암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중재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146명중 남자가 92명(63.0%)였으며, 평균연령은 

54.66(±10.96)세이었다. 평균 재원기간은 9.36(±3.98)일이었으며, 평균 수술 

후 시기는 19.15(±18.51)개월 이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없었던 대상자가 130

명(89.0%), 병기가 1기인 대상자가 102명(69.9%)이었다. 위암은 장년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발

생율이 높으며, 암 조기검진율의 증가함에 따라 조기발견 및 치료로 완치율이 높

아지고 있어, 위장관 증상경험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

하다(정호영, 유완식, 2002). 

1.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정도와 차이

본 연구에서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은 17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측정

하였으며, 7점 척도로 최저 17점에서 최고 119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위장관 증상경험의 평균 점수는 34.77(±13.06)이고, 평균평점은 2.05점으로, 

‘2’점의‘아주 약간 불편함’정도로, 위장관 증상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위장관 증상경험 중에서 가스배출, 복명, 복부팽만감, 트림, 덤핑

증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증상들은 소화불량의 하부 항목에 속한다. 하부영

역별 점수를 보면 소화불량, 설사, 변비, 역류, 복통순으로 나타났으며, 소화불량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장관 증상경험 중 가스배출, 복명, 복부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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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감, 트림 등 소화불량과 덤핑증상의 점수가 높은 것은 위장관 수술 후 경험하

는 소화기 증상으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Svendlund et al, 1999; 

Spector, Hicks, Pickleman, 2002; Takeichi et al, 2003). 

 위암환자가 위절제술 후 경험하는 위장관 증상은 덤핑증후군과, 빈혈, 골질환, 

체중감소를 포함한 대사장애, 알칼리역류위염, 미주신경 절단과 관련된 담석증, 

설사, 위마비와 가슴앓이, 복부 팽만감, 오심과 구토, 소화불량, 식욕 결핍, 변비 

등 다양한 위장관증상과 수면장애, 식욕감퇴, 영양장애, 복부 통증, 호흡곤란, 불

면증 등 위절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이문수, 2003; 유완식 

et al, 2010; 이승수 et al, 2010; 김시연 et al, 2011; ; Olsson, Bergbom & 

Bosaeus, 2008; Faller et al, 2009; Hayami, Seshimo, Miyake, Shimizu & 

Kameoka, 20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

자보다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위

장관 증상경험을 보면 50세 미만의 대상자의 증상경험 점수가 높았으며, 가족력

이 없는 대상자의 증상경험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50세 미만의 남, 녀

(남: 24명, 여:27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젊은 위암 환자와 노년층

의 위암환자는 서로 다른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가지며, 40~45세 이하의 젊은 위

암그룹에서 여성위암 환자가 많았고, 조직학적으로 미분화형이 많아 조기암보다

는 진행암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젊은 그룹에서 소화불량의 증상을 심

하게 호소하였고, 40세 미만의 그룹에서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많았다(김찬영, 양

두현, 2006 ; 박준철 et al, 2009). 또한 다양한 암환자(유방암, 전립선암, 대장

암, 흑색종, 림프종, 폐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통증, 불

면, 우울, 피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ouladbakhsh, Stommel, 2010). 

이는 여성에게 진행된 암이 많고 예후가 불량하기도 하며, 여성 특유의 민감한 

감정 등이 증상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력이 없는 환

자의 위장관 증상 경험이 높은 것은 위암의 가족이 있는 환자는 간접경험을 통해 

증상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장관 증상경험이 낮은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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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건강에 대한 신념이 나쁜 대상자가 신념

이 좋은 대상자보다 증상경험 점수가 높았다. 수술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회복되

었는지 질문한 100점 만점 VAS 문항에 대해 점수가 50점 이하로 답변한 대상

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부정적인 신념

이나 태도가 증상경험에 영향을 주어 회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Hodgson, Given, 2004; 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는 낮

았고(31.09±11.22), 수술 7~9개월 후의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

(40.50±12.10)와, 수술 10~12개월 후의 대상자의 점수(37.53±15.03)와 큰 

차이가 없었고 소화불량 평균평점이 높았다. GSRS를 이용하여 위절제술을 시행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소화불량 증상은 수술 후 12개월 후에는 

2.5점, 수술 후 24개월 후 2.5점으로, 수술 2년 후에도 위장관 증상이 지속되었

다(Svendlund et al, 1999).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Hayami, Seshimo, Miyake, Shimizu & Kameoka, 2012) 소화불량 점수는 6

개월 미만이 2.3±1.0, 6개월~1년 미만의 대상자가 2.0±0.9,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의 점수는 2.3±0.7점으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소화불량은 호전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장관 증상경험 중 두 번째로 높은 순

위를 나타낸 설사증상(1.87±1.00)도 선행연구에서도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수가 

1.8±0.8에서 2.0±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회복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연하곤란, 오심, 구토 점수는 수술3개월 후에 가장 높았다가 감소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설사는 3개월에 증가하여 6, 9, 12개월 후에도 감소되지 않

아(Kong, Kwon & Yu, 2012),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위장관 증상경험을 확인한 Nakamura(2007)등의 연구에

서는 위절제 후 1~2년이 경과한 위암환자의 저혈당 증상 점수는 7점 환산점수 

2.46(부분절제), 2.89(전절제)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으며, 덤핑증상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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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2(부분절제), 2.15(전절제)점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인 2.21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므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소화불량, 설사, 덤핑증상, 저혈당과 같

은 위장관 증상경험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되며, 이로 인해 음식 섭취 감소, 

체중감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는 불확실성 척도(MUIS)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165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불확실성 점수는 평균 

78.58(±15.58, 평균평점: 2.35)점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하부영역별 평균점수

는 불일치성, 불예측성, 애매모호성, 복잡성순으로 하부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 시기 불확실성 점수는 91.01(±15.19), 

보조요법시기는 94.91(±11.58), 회복 및 추후관리시기 91.72(±12.51)점으로 

본 연구보다 불확실성이 높았으며(이인숙, 2004), 폐암, 위암, 대장암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4.22(±14.26)점이었다(차경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상 남자와(63.0%) l기 위암 환자가 

다수이고(69.9%),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많았다(70.5%). 위암은 

암 조기검진율의 증가함에 따라 조기발견 및 치료로 생존율이 향상되었으며(보건

복지부 암 등록 통계; 안지영, 정재호, 형우진, 노성훈, 2011; Kai Bickenbach, 

Strong, 2012), 언론보도 및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일반인도 쉽게 질병관련 정보

를 접할 수 있어 질병에 대해 예상 가능하므로 불확실성의 점수가 선행연구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불확실성은 질병관련 사건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불확실

성의 선행요인은 자극구조, 인지능력, 구조제공자이며, 이들은 직ᆞ간접적으로 관

계가 있다. 불확실성은 질병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증상패턴, 사건

의 친숙성, 일치성을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신뢰성 있는 권위자(의사, 간호사 등), 

사회적 지지, 교육정도, 경제적 상태, 동반질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불확실성

은 급ᆞ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질병을 경험하는 환

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강윤희, 2006; Mishel, 1981, 

1984,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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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점수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이 65세 미만그룹의 

불확실성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점수가 높았던 차경

숙(20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어린 그룹이 불확실성이 높았

던 이인숙(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약년층의 위암은 발생률은 낮으나 

저분화암이 많고 진단의 어려움과 빠른 진행으로 예후가 불량하여(정호영, 유완

식, 2002; 김찬영, 양두현, 2006; 박준철 et al, 2009), 나이가 젊을수록 질병에 

대해 두려워하고 업무 복귀 등 신체적, 사회적 기능 회복에 대한 두려움이 불확

실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학력에 따른 불확실성에서는 고졸이하의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가 대졸이

상 대상자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

하의 대상자의 점수가 소득 수준이 높은 대상자보가 높았다. 이는 교육정도가 낮

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정재원, 김문정, 이미현, 도혜

경, 2005; 안화진, 태영숙, 한영인, 2007; 차경숙, 2012), 교육 수준이 낮은 집

단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질병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다소 떨

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게 측정된 결과로 사료된다. 월평균 소득이 낮은 대

상자의 불확실성이 월평균 소득이 높은 대상자의 불확실성보다 높아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하며,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

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인숙, 2004; 안화진, 태영숙, 한영인, 

2007; 차경숙, 2012; 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본 연구결

과의 추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교육수준이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소 건강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본 항목

에 대해 평소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한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대답한 대상자보다 불확실성 점수가 높았다. 이는 대상자들이 지각한 현

재 질병상태 및 긍정적인 정신건강이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와도 유사한데(안화진, 태영숙, 한영인, 2007; 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이는 평소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대상자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

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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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에 따른 불확실성 점수를 확인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4기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89.30±15.26)가 높아, 암의 병기가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이인숙, 2004; 정재원, 김문정, 이미현, 도혜

경, 2005). 

 가족력에 따른 불확실성을 살펴보면, 위암의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80.40±15.21)가 높았다. 동일한 분석영역의 선행연구가 없어서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위암의 가족력을 가진 대상자는 질병의 증상과 치료과정

을 듣거나 봄으로써 간접경험을 하여 질병의 증상, 치료 경과, 예후 등을 예측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수술 후 경과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을 보면,  수술 후 3개월이 경과

한 시점보다 수술 7~9개월, 13개월 이후 불확실성이 높았으며, 회복 및 수술 전

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회복점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술 직후에는 음식섭취나 배설, 일상생활 등의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이지

만, 수술 후 6, 12개월이 경과하면 재발이나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원하여 

검진을 받기 때문에, 재발우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재원일이 15일 이상이었던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가 14일 이하로 입원한 

대상자의 불확실성 점수보다 높아 재원기간이 길수록 증상의 호전 및 악화, 건강 

회복에 대한 불분명한 생각, 예후를 예측할 수 없음,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한 

염려로 불확실성 점수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불확실성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피로, 증상, 죽음에 대

한 염려, 불확실성 등은 일상의 삶을 위협하여 회복에 영향을 주었으며

(Andreassen, Randers, Naslund & Mattiasson, 2005), 폐암과 위장관 암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불확실성은 환자의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Shaha et al, 2011). 

 암이란 진단 자체는 확실하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암 진단을 받고 살

아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스트레

스, 우울, 두려움, 불안 등 정서적 불편감과 관련 있으며, 증상경험과 회복,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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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환자들은 치료 과정 중에 신체적 증상을 경험

하거나 합병증, 부작용 등을 경험할 때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치

료가 없는 경우에도 암의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진다(강윤희, 2003; 

이인숙, 2004; 정복례, YuXu, 이은현, 2006; Garofalo, Choppala, Hamann & 

Gjerde, 2009). 적절한 정보는 불안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대상자의 

적응과 협조를 촉진시킨다. 암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로서, 목표

가 정해진 의사소통은 환자를 집중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사료된다(Brataas, Thorsnes & Hargie, 2010). 

 조기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다른 건강관리자로 구성된 의사결

정 불확실성 관리 중재프로그램(decision-making uncertainty management 

intervention)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Mishel et al, 2009), 간호사와 전화 연

결을 통해 20~30분정도 상담 받게 한 결과, 환자는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 프

로그램을 통해 간호사가 안내자로서 효과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에게

도 이러한 의사결정 불확실성 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자의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암 수술 후 기능적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암의 위치, 병기, 동반질환, 

증상, 사회 심리적 상태, 치료, 인구학적 다양성, 기능 상태 등의 요인과 연관이 

있다(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위암

환자의 회복과 관련된 도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위절제술 환자가 인식한 회복

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총 17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최저 17점부터 최고 

8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회복점수는 

59.46(±11.45, 평균평점: 3.50)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회복항목 중에서 

일상생활, 가족, 친구 및 동료와의 교류, 산책이나 운동의 회복 점수가 높았으며, 

해외 여행, 직장업무복귀, 피로, 장거리 여행, 체중회복, 충분한 음식섭취 순으로 

회복점수가 낮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회복점수는 20.34(±4.32, 평균평점: 3.3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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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경험하는 조기 증상으로는 피로가 가장 흔하게 보고되

고 있으며, 졸림, 잠들기 어려움, 걱정의 순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결핍/피로, 통

증, 잠들기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Stark, Tofthagen, Visovsky & McMillian, 

2012). 지속적인 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과 사회적 고용, 정서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므로(Nail, 1995; Escalante, Manzullo, 2009; Kobayashi, 

2011), 본 연구에서 피로 및 직장업무 복귀 점수가 낮은 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암환자의 증상경험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에너지 결핍, 피로, 

잠들기 어려움, 성적인 문제, 통증, 졸림 등이 가장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이주은, 2005; Hodgson, Given, 2004; Deshields, Potter, Olsen, Liu & 

Dye, 2011), 위장관 수술 후 환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증상으로 섭취하는 음식량 

및 섭취량의 변화, 체중변화, 우울, 사회생활 변화 등으로(Svedlund, Sullivan, 

Lideman & Lundell, 1999; Spector, Hicks, Pickleman, 2002), 본 연구결과

와도 유사하였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회복에 방해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암환자

의 증상경험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도 위암환자가 가장 심하게 경험하는 증상은 식

욕저하, 수면장애였다(최진이, 2004). 또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피로, 식욕결핍, 입맛 변화, 음식섭취 제한 등의 문제가 수술 3

개월 후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술 12개월까지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Kong, Kwon & Yu, 2012). 암환자와 관련된 피로는 

가장 큰 문제이며, 암환자의 일상생활의 주된 문제는 피로와 관련된 것으로 암환

자의 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암 관련 피로를 사정하

는데 필수요소로서 약물적ᆞ비약물적 중재가 필요하다(Holley, 2000; Carmen, 

Escalante, Manzullo, 2009; Prue, Allen, Graccey, Rankin & Cramp, 2010). 

체중회복 점수 또한 3.23(±1.08)점으로 낮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위절제술

은 받은 환자는 체중이 쉽게 회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vedlund, Sullivan, 

Lideman & Lundell, 1999; Olsson, Bergbom & Bosaeus; 2008). 

  본 연구에서 심리적 회복 점수는 14.58(±3.63, 평균평점: 3.64)점으로 나타

났다. 심리적 회복은 좀 더 복잡하여 환자는 개인의 인지, 행동능력, 사회적 상호

관계 회복에 집중하게 된다(Olsson,  Bergbom & Bosaeus, 2008). 회복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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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지각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이 향

상되었고, 우울이나 통증, 불편감 정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이 감소하여, 불

안과 우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회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안녕

이 회복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Hodgson, Given, 2004).

 사회적 회복이나 습관적 회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문 상태여서 상대적인 비교

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적 점수는 6.80(±2.05, 평균평점: 3.40), 습관적 

회복점수는 17.74(±1.35, 평균평점: 3.54)으로 나타났다. 위암으로 수술 받은 3

개월 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외로움이나 실망, 포

기를 느낌으로서 친구와 접촉을 피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을 경험하며, 친구나 가까운 친척에게도 암에 대해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Olsson, Bergbom & Bosaeus, 2008). 조기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사회활동 복귀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복잡한 상태로 사회활동으로 복귀하며, 정신적, 사회적

으로 민감해진다. 암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위축되어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단절

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기운을 차리게 되어 양가감정을 경험하며 대인관계가 

재편되기도 한다(허성순, 2011). 또한, 수술 후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술 전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Kong, Kwon & Yu, 2012).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점수의 차이를 보면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회복점수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회복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 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기간에 따른 회복점수는 수술 후 10~12개월에는 높아

졌다가 13개월 이후에 낮아졌다. 이는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장기간 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월평균 소득이 많고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평소 건강

에 대한 생각이 좋을수록 회복점수가 높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정도, 

소득수준, 긍정적인 정신 건강 등이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조기회복

과 퇴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구섭취, 조기 활동, 작은 절개창, 통증조절, 일

상생활의 조기 재개이며(Flore, 2010), 적절한 회복프로그램은 수술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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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지속되어야 한다(Lassen et al, 2009). 

 

2.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점수도 높았

으며(r=.259, p=.002),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회복점수는 낮아(r=-.414, p<.001),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은 대상자의 회복에 저해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수

술 전 상태와 비교하여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100점 VAS로 질문한 회복문항에 

대해 위장관 증상경험 점수가 높을수록(r=-.191, p=.023), 불확실성이 높을수

록(r=-.299, p<.001) 회복 VAS 점수도 낮았다.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은 

회복에 방해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암의 의학적인 치료가 끝나면 질병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와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잘되기를 바라지만 회복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며, 치료가 종료된 후 1년이 좀 경과된 환자는 상황에 잘 적응하고 

관리하지만, 일부 환자는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며 힘든 회복기간을 겪고 있다

(Winterling, Sidenvall, Glimelius & Nordin, 2009). 본 연구에서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위암환자의 회복에는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암 환자의 증상경험은 단일 증상보다 여러 증상을 호소

하며 성별, 연령, 암종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일상생활과 사회적 고용, 정서적 안녕감을 감소

시킨다(Deshields, Potter, Olsen, Liu & Dye, 2011; Stark, Tofthagen, 

Visovsky & McMillian, 2012). 그러므로 회복기간에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정도, 가족력, 정서적인 상태 및 심리적인 요인, 수술 후 경과기간, 재원일, 

항암치료 여부, 병기 등을 고려하여 회복을 계획하여야 한다. 

 회복기간이 지연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일은 재원일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이 

높아져, 병원 등의 시설과 가정간호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질병관련 소

비를 늘린다. 이후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반질환, 증상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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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통증, 피로이며, 이 가운데 피로는 청소나 쇼핑 같은 사소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힘없음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수면 양상의 변화를 야기하며, 증상경험이 많

고 동반질환이 있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hristensen, 1993; Van 

Cleave, Egleston & McCorkle, 2011), 증상의 심각성과도 연관 있다. 심리적인 

안녕감은 기능적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에서는 신체적 

회복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문제는 수술 후 회복의 우선순위에서 종종 제외되어 

보고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심리적인 요인은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Olsson, Bergbom & Bosaeus, 2008). 그러므로, 간

호사는 회복 기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야 하며(Hodgson, Given, 

2004), 대상자가 경험하는 증상과 원인을 알아 간호 수행시 우선순위로 고려해

야하며 이러한 대상자를 교육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암 환자의 개인적, 질병관

련 특성인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수술 후 기간, 항암치료 여부 등에 따라 내원

시 단계별 회복촉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회복을 향상시켜야 한다.

 외국의 회복 촉진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장ᆞ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관리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 회복강화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는 통증, 상처 등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바깥 활동, 

운동 등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문제, 걱정 등의 심리적 상담을 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병적 상태를 감소시키고 재원일과 통원일을 감소시켜 궁극적

으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Nader, 2008; Rawlinson, Kang, Evans & 

Khanna, 2011; Burch, 2012). 국내의 암환자 교육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암 환

자를 대상으로 개별교육을 실시한 뒤, 증상관리를 위한 자가간호수행 및 이해도

가 떨어지는 항목에 대해 20~30분의 재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개별교육의 이해

도가 상승되었으며(김은미, 김희진, 김수진 & 김보경, 2010), 30분~1시간 개별

교육을 적용하였을 때, 자가간호 지식과 자가 간호 수행이 향상되었다(정혜윤, 권

명순, 2008). 암환자의 생존율은 증가하고 재원기간은 단축되므로 회복을 촉진시

키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암 환자의 교육시에는 충분

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Agre, Bookbinder, Cirrincione & Keating, 1990; 정

혜윤, 권명순, 2008; 김은미, 김희진, 김수진 & 김보경, 2010). 환자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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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를 제공받아야 하며, 개개인의 기호나 자

원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진이 달라지거나 장소변경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서

는 안된다.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기반 실무는 지식을 향상시켜 임상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소비자와 제공자간에 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여, 환자를 

적정한 건강수준에 도달하게 함으로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Facchiano, Snydner, 2012; Winters, Echeverri, 2012; ISNS 

Bulletin, 2012). 따라서, 간호사는 병의 진행단계 및 치료시기에 따라 예상되는 

신체적 상태 변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여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

라 건강문제를 예측하고 가족들의 대처능력을 도와야 하며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의사결정과 자가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한 시기적절하고 충

분한 상담시간을 통한 정보제공은 불안 및 우울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

시킨다. 그러므로, 정보제공 및 교육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상호적으로 제공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1개 병원에서 선정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

반화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된 위암환자를 배제하였으며 항암

화학요법 대상자에게는 약제별, 횟수별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추후, 

대상군을 위암의 병기별로 나누고 병기별 충분한 수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재발

군, 항암치료 약제별, 횟수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반복 측정함으로써 연구

의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횡단적 연구설계로서 변수들

에 대한 자료 수집시 한 시점에서 수집하였으므로 제한이 있으므로, 종단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정도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다룬 상관관계연구는 없었으며,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

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중재가 진단 시기 및 수술 전부터 

각 치료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다학제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위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회복

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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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에서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고 회복을 증

진시키고자 하는 중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위절제

술 후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146명을(평균연령 54.66세)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위장관 증상경험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점수가 높았으며, 불확실성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점수가 낮았다. 위장관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회복점수가 낮

아,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회복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1년이 경

과하여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므로,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

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

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간호중재가 진단 시기 및 수술 전부터 각 치료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므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상담시

간을 통한 정보제공이 지속적, 상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다학제간의 프로그램

을 개발, 적용하여 위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회복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2. 제언 

1.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회복정도의 관계를 시기적, 다각적으

로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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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암환자의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

을 인지하고 위장관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3. 위암환자에게 신체적 회복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습관적 회복이 중요함

을 인지하고, 의학적인 치료 종결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대상자를 위해 운동, 

직장업무 복귀, 일상생활 등에 대해 상담하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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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최진이

2004

Olsson

2008

변영순

1999

Zalon

2004

Cleave

2011

Nakamura

2008

Allvin

2006 

허성순

2011

Cleave

2012

ESDS

 

신체적 소화가 안 되어

충분한 

음식섭취가 힘듬

  O         O

식욕 없음   O    O  O    O  
체중 감소 O  O     O     
수면 장애 O     O  O    O  
피로(fatigue) O  O   O  O  O  O   O  

수술부위 불편감 

및 통증
  O  O  O  O  O  O   O  

심리적 희망   O       O   
두려움   O       O   
불안  O  O         
화남       O    
우울  O   O  O   O    

스트레스  O          

<부록1>

                                           회복항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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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료진의   

지시 이행
        O   

타인 배려
        O   

직장  복귀

(직장에 다녔던  경우)      O  O  O  O  O

가족구성원, 

친구,동료의

지지,상호작용

 O  O      O  O   

집안일

(주부,퇴직)
         O  O

습관적 일상생활

(활동재개:ADL)
   O  O  O   O    

산책, 야외활동          O  O

여행
O  O  O

운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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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피 험 자 설 명 문

 

연구 제목: 위절제술 환자가 인식하는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

연구 책임자: **** **대학 ****병원 ****교수 ***

             120-752 ****시 ***구 **로 ***

             02-****-****

 

의 뢰 자: 전병희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이익, 위험, 불편,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

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수행 배경,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암 발생률 중 위암은 두 번째이고, 사망률은 3위인 암으로 최근 항암요

법, 면역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암의 경

우 외과적 절제가 일차 치료이며, 근치적 수술이 표준치료 입니다. 그러나, 암 자

체는 완치되었지만 위절제술 후 경험하게 되는 여러 신체적 증상들과 사회적 기

능 상실로 수술 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증가되었

습니다.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신체적 기능 부전과 암 치료 과정중에 불확실

성을 경험하며, 이는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단

받고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를 파악하고 임상에서 위암환자의 증상경험과 불확실성을 낮추고 회복을 증

진시키고자 하는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 피험자 수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 외래에서 시행되며 참여 환자 수는 

14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세브란스병원 내 윤리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부터 총 144명 등록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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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시면 해당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피험자 준수사항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앞으로 치료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편안한 마

음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피험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본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 제공되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밀보장 및 허용 범위

 

귀하의 진료 기록의 비밀은 유지될 것이며, 만약 그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귀하의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는 것은 피험자 또

는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의 직접 열람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임상연구 도중 피험자의 임상연구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피험자의 임상 참여 동의 철회 시

 

본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귀하께서 서명하고 날짜가 적힌 피험자 설명

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피험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들은 본 연구에 있어서 귀하(피험자, 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의 역

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내용을 읽어보시고 내용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아

래의 연구 담당의사에게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결론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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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

능한 위험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건강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연구자 성명 : 전병희

연구자 주소 : ****시 ***구 **로 ****병원

☎ 02-****-****

 

피험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

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30~4

세브란스병원 피험자보호센터  ☎ 02-2228-0450~4

 

피 험 자 동 의 서

 

연구제목: 위절제술 환자가 인식하는 위장관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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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절제술 환자가 인식하는 증상경험, 불확실성 및 회복과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 과정생으로, 위암 환자의 증상과 회복 및 

 건강에 관심 있는 간호사입니다.

 

  본 설문지는 위암을 진단으로 위절제술을 받으시고 외래를 방문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과 느끼는 문제를 파악하여 위암 환자 

 분들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설문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문항에 답하시  

 면 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귀하께서는 연구  

 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참여 하시는 경우 설문 및 진료 기록으로 확인 된 진료정보

 를 이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연구 이외의 목적

 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며 치료를 받은 병원 컴퓨

 터나 의무기록등을 보지 않는 한 이들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특징을 알 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오니,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기꺼이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연구자: 전병희(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 과정생,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2012년 10월 연구자 전병희 올림

                                              연락처: 02)****-****

                                              이메일: ******@yuhs.ac

<부록3>

                     피험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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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① 유   ② 무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5. 귀하는 직업이 있으십니까?

    ① 유   ② 무

     5-1) 직업이 없는 경우 

       ① 무직   ② 은퇴   ③ 학생   ④ 주부   ⑤ 기타

     5-2) 직업이 있는 경우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6.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형제   ④ 기타   ⑤ 없음

 7. 월평균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600만원   ⑦ 601만원 이상

 8. 귀하의 치료비 부담은?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보험   ⑤ 기타

 9. 귀하께서 현재 앓고 계신 질환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고혈압   ② 고지혈증   ③ 관절염   ④ 골다공증   ⑤ 결핵  

    ⑥ 천식   ⑦ 만성 폐쇄성 질환   ⑧ 당뇨   ⑨ 해당 없음

 10. 가족 중 위암을 앓고 있거나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의 건강은 평소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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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불편

하지 않음

아주 

약간 

불편함

약간 

불편함

중간 

불편함

약간 

심한 

불편함

심한 

불편함

아주 

심한 

불편함

1.복통이 있다. 1 2 3 4 5 6 7

2.명치끝이 불편

  하고 타는 듯하다.
1 2 3 4 5 6 7

3.산이 역류한다. 1 2 3 4 5 6 7

4.공복시 음식물 섭취나 

제산제 복용으로 완화되

는 통증이 있다.

1 2 3 4 5 6 7

5.오심 증상이 있다. 1 2 3 4 5 6 7

6.복부에서 우르릉거

리는 소리가 들린다.
1 2 3 4 5 6 7

7.복부 팽만감이 

있다.
1 2 3 4 5 6 7

8.트림이 난다. 1 2 3 4 5 6 7

9.가스배출을 한다. 1 2 3 4 5 6 7

10.배변 횟수가 

  감소한다.
1 2 3 4 5 6 7

11.배변 횟수가 

  증가한다.
1 2 3 4 5 6 7

12.무른 변을 본다. 1 2 3 4 5 6 7

13.단단한 변을 본다. 1 2 3 4 5 6 7

14.급하게 변이 

  마렵다.
1 2 3 4 5 6 7

15.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1 2 3 4 5 6 7

16.저혈당 증상이 있다. 1 2 3 4 5 6 7

17.덤핑 증상이 있다. 1 2 3 4 5 6 7

※ 다음 항목 중 귀하께서 경험하는 증상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가장 잘 나타나

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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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2. 나에겐 해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1 2 3 4 5

3.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1 2 3 4 5

4. 통증(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6.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7. 통증(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상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1 2 3 4 5

8. 어떤 처치나 시술을 언제 받게 

될지에 예상할 수가 없다.
1 2 3 4 5

9.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한다. 1 2 3 4 5

10.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1 2 3 4 5

11. 의사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

스럽다. 
1 2 3 4 5

12.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1 2 3 4 5

13. 내가 받는 치료는 너무 복잡해

서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14.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

게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
1 2 3 4 5

15.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

엇을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
1 2 3 4 5

16.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

을 계획 할 수 없다.
1 2 3 4 5

 ※ 다음 질문들은 귀하가 질병이나 치료 진행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

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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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내 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1 2 3 4 5

18.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

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19.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20.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1 2 3 4 5

21. 대개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1 2 3 4 5

22. 검사 결과가 검사 때마다 다르다. 1 2 3 4 5

23.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
1 2 3 4 5

24.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1 2 3 4 5

25. 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1 2 3 4 5

26.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과 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달라진다.
1 2 3 4 5

27. 의료진이 더 찾아낼만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28.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1 2 3 4 5

29.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

명을 말해 주지 않았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1 2 3 4 5

31.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호사

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믿는다.
1 2 3 4 5

32. 나는 내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1 2 3 4 5

33.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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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충분한 음식섭취를 한다. 1 2 3 4 5

2. 입맛이 좋다. 1 2 3 4 5

3. 체중을 회복하고 있다. 1 2 3 4 5

4. 밤에 잘 잔다. 1 2 3 4 5

5. 피곤하지 않다. 1 2 3 4 5

6. 수술부위가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다.
1 2 3 4 5

7. 두렵지 않다. 1 2 3 4 5

8. 불안하지 않다. 1 2 3 4 5

9. 우울하지 않다. 1 2 3 4 5

10. 희망이 있다. 1 2 3 4 5

11. (직장에 다녔던 경우)직장 

   업무를 한다.
1 2 3 4 5

12. 가족, 친구 및 동료와 교류가

  있다.
1 2 3 4 5

13. 일상생활(TV시청, 독서, 집안일, 

   장보기 등)을 한다.
1 2 3 4 5

14.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1 2 3 4 5

15. 단거리 여행을 한다. 1 2 3 4 5

16. 장거리 여행을 한다. 1 2 3 4 5

17. 해외 여행을 한다. 1 2 3 4 5

※ 아래의 항목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귀하가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현재 귀하가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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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얼마나 회복되었다고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곳에‘○’표시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 이 페이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환자의 EMR 기록에서 추출할 정보>

1. 수술 받은 시기 (            )년 (          )월

2. 입원기간 (                   )일

3. 수술 시 합병증 발생 유/무   

① 유( 합병증:                     ) ② 무

4. 수술방법

① 개복수술   ② 복강경 수술   ③ 로봇 수술

5. 암 병기 

① 1기  ② 2기 ③ 3기  ④ 4기

6. 수술 후 항암치료 여부 

① 유   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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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gastrointestinal 

symptoms, uncertainty, and recovery in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gastrectomy 

Jeon, Byeong Hee

Department of Clin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gastrointestinal symptoms, uncertainty, and recovery in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gastrectomy.

Background: Gastric cancer is the most common malignancy and its 

incidence is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Many studies have evaluated  

patient survival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which was limited to mainly 

physiological func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aspects of 

recovery, but not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lifestyle 

patter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gastric cancer patients who had 

undergone curative gastrectomy, between October 2012 and November 

2012 at Y Medical Center.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Gastrointestinal Symptoms Rating Scale(GSRS), 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MUIS), and questions on recovery of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lifestyle pattern .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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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were appli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High gastrointestinal scores were reported in young age, 

women, and patients with no known family history of the gastric cancer. 

The average uncertainty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low economic and low educational status, and no known family history of 

the gastric cancer. The average of recovery score of employed patients, 

10~12 months after surger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is study 

revealed that more gastrointestinal symptoms, and high uncertainty were 

associated with low recovery statu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atients' 

recovery was related to gastrointestinal symptoms and uncertainty. The 

efforts of clinical nursing strategies that is provided in a timely manner 

are required to help gastric cancer patients to manage symptoms to 

reduce uncertainty and improve recovery over the period of time after 

gastrectomy. In that respect, nurses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disciplinary programs that 

promote all aspects of recovery, such a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habitual functions for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gastrect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