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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치료를 마친 림프종 생존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

본 연구는 치료를 마친 림프종 생존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파악하고 지지적 

케어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질병적 특성을 확인하여 진단 후 경과시기에 

따른 림프종 생존자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 서비스 및 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및 추가적인 해석을 위한 탐색적 질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A병원 종양내과에서 림프종으로 진단 후 3개월 이상 경

과하고 치료를 마치고 경과관찰 중인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4월 9일부

터 6월 30일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에게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SCNS-SF34)를 사용하여 설문지와 전자챠트를 이용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탐색적 질적 연구 대상자는 위 대상자에서 일부 관심있고 참여가 가

능한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t-test, one-way ANOVA, Duncan 사후 검정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

적 면담 내용은 내용 분석을 통해 공통된 주제를 기술하는 과정을 거쳤고 설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는 21.10(±25.00) ~ 36.63(±26.46)점의 분포를 보여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성적 영역이 21.10(±25.00)점으로 가장 낮았고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22.50(±23.63)점, 심리적 영역 25.21(±22.156)점, 환자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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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지영역 25.77(±25.00)점 이었고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이 

36.63(±26.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구조화된 면담 결과 재발 방

지를 위한 음식과 운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2) 진단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진단 후 5년 이상의 군이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을 

제외한 성적 영역, 심리적 영역, 환자간호 및 지지영역,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모두 높았다. 특히 성적 영역에서는 진단 후 5년 

이상의 군이 2년 미만인 군보다 유의하게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았다. 

3) 제반 특성에 따라 성적 영역에서는 진단 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종교가 

없고 기혼이며 항암치료를 받은 군에서 높았다.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여

성이거나 종교가 없고 직업의 변화가 있거나 직업이 없으면 높은 지지적 케어요

구도를 나타냈다. 심리 영역에서는 종교가 없고 직업의 변화가 있으며 월평균 가

계 수입이 200 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지적 케어 요구도가 높았다. 환자간호 및 

지지 영역에서는 종교가 없으면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치료를 끝마친 림프종 생존자가 인지하는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포괄

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국내 첫 시도로서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진단 후 경과시기에 

따른 림프종 생존자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 서비스 및 중재를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림프종 환자의 치료 

후 경과에 따라 지지적 케어 요구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림프종 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 되는 말 : 림프종, 지지적 케어요구도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림프종은 인체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림프세포에서 유래된 혈액종양으로 5년 상대 

생존율이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75.1%, 비호지킨 림프종은 56.7%를 넘어서고 있고, 

생존율 변화를 살펴보면 호지킨 림프종은 1993-1995년 68.0%에서 2004-2008년 

80.9%로, 비호지킨 림프종은 1993-1995년 46.6%에서 2004-2008년 62.8%로 향상

되어 생존율이 높은 암중 하나이다(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0). 

그러나 다양한 치료가 끝난 뒤에 림프종 생존자들은 내분비계 이상, 심폐기능  

장애, 신장과 간기능 손상, 성기능 장애, 이차암 발생과 같은 신체적 후기 부작용 

및 정서적 후기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ffen et al., 2003; 

Hjermstad et al., 2006; Moles et al., 2007). 특히 재발하거나 항암 치료에 내성이 

생겨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림프종 환자의 경우 일반인

에 비해 신체적 기능, 정서적 기능, 역할 기능, 인지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낮아져 

있고 피로,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증상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Brandt et al., 2010; Knobel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암치료와 관

리로 암 생존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치료 후에 다양한 부작용이 지속되므로, 이

제 암질환은 치료중인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마친 생존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암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암환자와 관련된 질병의 영향 조사는 삶의 질, 치료 만족도, 환자의 요구의 3가

지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Bonevski, 2000). 이 가운데 요구도 조사는 환자에

게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사정하고(Sanson-Ficher et al., 2000), 대상자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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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

로 하는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에 적절한 중재를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다(Minstrell et al., 2008; Sanson-Fisher et al., 2008). 

암과 치료로 인한 불편함이나 위기의식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개개인의 능

력을 저하시키고(Folkman & Greer, 2000) 이로 인해 발생한 충족되지 않은 요구는 

암생존자에게 짐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

정이고, 치료가 끝난 암생존자는 몇 개월 또는 일 년에 한 번씩 의료적 관리를 받게 

되므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의 경우, 유방암, 부인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환

자와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Hodgkinson et al., 2007; Harrison et al., 2009; Sanson-Fisher et al., 2000). 국

내에서도 특정 암 환자와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지지적 간호 요구 조

사가 유방암(황숙연 외, 2004; Park & Hwang, 2012), 진행성 폐암(함윤희, 2009), 

혈액암(정아랑, 2010) 등 일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림프종 환자나 생존자를 대상

으로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국내외에 거의 없고, 림프종 생존자의 정

보요구도를 조사한 Friedman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재발에 대한 검진 계획, 

치료로 인한 후기 부작용, 치료방법, 재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료를 마친 림프종 생존자가 인지하는 지지적 케어요구도와 관

련요인을 파악하여 진단 후 경과시기에 따른 림프종 환자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 서

비스 및 중재를 하기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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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림프종 생존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진단 후 경과시기에 따라 림프종 생존자가 지각하는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영역

별로 파악한다.

  2) 림프종 생존자가 경험하는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탐색적으로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림프종 생존자

  악성 림프종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림프 조직 세포들이 악성으로 

전환되어 생기는 종양이며(국가암정보센터, 2012), 암생존자란 넓은 의미로는 암

진단 이후의 전생애 동안, 좁은 의미로는 초기 치료 이후부터 재발·전이 전까지

로 모든 암환자를 의미한다(Hewitt et al., 2005). WHO와 NCCS(National 

Coalition for Cancer Survivorship)에서는 이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 암환자뿐

만 아니라 암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지, 의료진(caregivers)까

지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림프종 생존자란 림프종으로 진단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

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골수이식 등의 치료를 마치고 추후관찰중인 자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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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지적 케어요구도

      지지적 케어요구도(supportive care needs)란 환자의 진단, 치료, 추후 관리, 

완화 시기 동안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의 질병 경험을 도와주기 위한 건강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지지 및 증상에 대한 지

지, 사회적 돌봄이나 수단, 정보의 요구, 정서적 지지, 영적 요구 등이 있다

(Coluzzi et al., 1995; Levy, 2005). 

      본 연구에서는 Bonevski 등(2000)이 개발한 Supportive Care Needs 

Survey의 단축형인 SCNS-SF34(Boyes et al., 2009)를 이용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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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림프종

림프종은 백혈병과 달리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세포 중 림프구가 림프기관에서 

성숙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림프절이 커지고 림프계 조직에 속하

는 전신 장기에 혹 형태의 덩어리들이 나타난다(대한종양간호학회, 2012). 

림프종과 관련된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발생과 관련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들이 밝혀지고 있다. 면역결핍상태, 자가면역질환, 면역억제제의 사용 등 면역기능

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호발하고(대한종양간호학회, 2012). 암조직검사에서 바이러스

(주로, Epstein-Barr virus)가 자주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면역기능 저하상태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발생하는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의 경우, Helicobacter pylori와 연관성이 

알려져 있고(Isaacson, 1999), 안구주위에 발생하는 악성림프종의 경우, Chlamydia 

pisttaci와 관련성이 밝혀져 있다(Ferreri et al., 2004).

림프종은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분류된다(대한혈액학회, 2006). 

호지킨 림프종은 리드-스턴버그(Reed-Sternberg) 세포 출현뿐만 아니라 림프절을 

따라 인접 림프절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비호지킨 림

프종은 리드-스턴버그 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며 온 몸에 분산되어 나타나고 종양이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피부나 내부장기처럼 림프절외 

부위침범이 상대적으로 흔히 관찰된다(대한종양간호학회, 2012).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 모두 통증이 없는 림프절 종대가 나타나며, 고

열, 체중감소, 수면 중 땀흘림,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 등 특징적인 증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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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열, 야간 발한, 10% 이상의 체중감소로 정의하는 B 증상(B symptom)은 종

양이 큰 경우나 병기가 진행된 림프종에서 나타난다. 또한 표재성 림프절이 아닌 장

기에 있는 림프절에 발병 시 장기기능 손상에 따른 증상이 나타난다(대한종양간호학

회, 2012).

호지킨 림프종에서는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방사선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지만 방사선치료에 의한 후기 부작용과 이차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을 근간으로 하는 치료방침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Connors, 2005). 비호지킨 림프

종에서도 서로 작용 기전과 독성이 다른 약제를 몇 가지 조합하는 복합항암화학요

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CD20 양성 악성림프종에서 항암효과가 입증된 

rituximab과 CHOP(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lone)

을 함께 사용하는 R-CHOP 치료법이 CD20 양성인 미만성 B세포 림프종과 소포성 

림프종에서 표준 항암화학요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단클론항체를 방사선동위

원소와 결합시켜 radioimmunoconjugate를 만들어 항암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선치료는 저등듭군의 림프종이나 고등급군의 초기 병기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거나 일부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또한 림프종에서 완치

율을 높이기 위한 치료의 선택으로 자가 혹은 동종조혈모골수이식을 시행할 수 있

다(대한종양간호학회, 2012). 재발에 대한 2차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후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받는 것이 추천된다.

이러한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는 림프종 환자에게 그 효

과가 입증되었지만 치료 독성은 수년 동안 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량의 항

암화학요법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 역할, 정서, 인지, 사회적 기능 상태를 감소시키

고 특히 피로, 호흡곤란, 설사, 불면증,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ndt et al., 2010). 이러한 문제는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사회적 기능과 정신적 안녕이 저하되었고(Moles et al, 2007), 방사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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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은 경우는 신체적, 사회적 안녕이 낮았으며, 고용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Ahles et al., 2005). 또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을 병합하여 치료받은 경우는 단독

치료를 받은 그룹에 비해 신체적 기능이 낮고 호흡곤란, 통증, 피로 등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Greil et al., 1999). 그리고 이러한 후기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일수록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den-Close et al., 2011).

이러한 림프종 생존자에서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호

전되지만(Hensel et al., 2002; Goodman et al. 2008), 진단 후 5-15년이 지나도 일

반인보다 낮은 건강에 대한 인식, 활력 정도와 직업, 건강보험과 같은 실제적 문제

가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Moles et al.,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림프종 생존자의 장기 및 후기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는 모두 

외국의 연구 결과이고 국내에서 림프종 생존자의 후기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치료가 끝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림프종 생존자가 경험하는 부작용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돌봄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지지적 케어요구도

암의 진단은 환자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으로(Fitch 2008) 암과 치료는 환

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지지적 케어요구(Supportive care needs)란 진단, 치

료, 추후 관리, 완화 시기 동안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의 질병 경험을 도와주기 위한 

건강 관련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지지 및 증상에 

대한 지지, 사회적 돌봄이나 수단, 정보의 요구, 정서적 지지, 영적 요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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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Coluzzi et al., 1995; Levy, 2005). 신체적 지지적 케어요구는 일상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및 신체적 편안함, 통증 조절, 적절한 영양 등 암치료 부작

용의 조절 요구이다(Fitch, 2008).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림프종 장기생존자

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심각한 피로, 호흡곤란, 설사, 불면증, 재정적인 어려움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Brandt et al, 2010) 이외에도 치료를 마친 뒤에 62.6%에서 후

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성에게는 불임, 갑상선 기능장애, 만성 피로가 흔하

게 생기고 남성에게는 불임, 기분의 심한 변화,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난다(Arden 

-Close et al, 2010). 특히 남성 림프종 생존자의 경우 발기, 사정, 성적 만족도 등 

성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져 있어서(Kiserud et al., 2009) 20-54%는 성기능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Arden-Close, Eiser, & Pacey, 2011). 

또한, 환자들은 치료와 질병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돈, 불안, 

공포를 줄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정보를 찾는데(허혜경, 2000), 정보적 

지지적 케어요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추후관리 동안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요

구이다. 진단 후 2-5년 사이에 61%의 40세 이전에 진단받은 림프종 생존자는 불

임, 성기능에 대한 정보를 더욱 필요로 하였다(Hammond, 2008). 비호지킨 림프종 

생존자는 재발의 스크리닝 계획, 치료의 후기효과, 다양한 암치료 방법에 대한 정

보, 재발과 관련된 위험 요인 등의 의학적 문제와 영양과 운동, 보험 등의 심리 사

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Friedman et al., 2010).

심리사회적 지지적 케어요구는 질병의 경험과 결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가족이나 사회관계에 참여와 관련된 요구로 건강의 회복을 돕기 위해 환자의 지지

체계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도움(Norbeck, et al., 1981; Fitch, 2008)에 대한 요구이

다. 림프종 생존자는 주로 친한 친구, 부모, 자매와 배우자 등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존하고 의료진과의 접촉 의존도가 높고(Lim & Zebrack, 2006), 일반인에 비해 사

회적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Brandt et al., 2010). 진단 후 5년 이상 지난 림프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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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의 41%는 직업이 바뀌거나 근무 시간의 감소 또는 일의 중단을 경험하였고 

6-22%는 건강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집담보 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Mols et al., 2007). 또한 좋은 예후 인자를 가진 림프종 생존자 그룹과 비교하여 좋

지 않은 예후를 가진 림프종 생존자 그룹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치료로 

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에 동기화가 감소되어 있다(Heutte et al., 2009). 

정서적 지지적 케어요구는 스트레스와 혼동의 시기에 편안함, 이해, 안심의 요구

이다(Fitch 2008). 치료 후 1년이 경과한 림프종 생존자는 본인의 병과 앞으로의 건

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Kim et al., 2008), 특히 불확실성, 재발에 대한 두려움(Ahn 

et al., 2007; Kim et al., 2008)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이 감소되어 있고 불안, 우울이 

높은 수준이었다(Jensen et al., 2013). 그리고 영적 지지적 케어요구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요구로,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관련된 요구이다. 

 이와 같이 암환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는 환자의 질병 경과시기

에 따라 다르다. Mullan(1985)은 암 진단 직후 병기가 결정되고 치료가 시작되는 급

성기(acute stage)에는 가족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의 상실을 경험하고 암 치료로 인

한 급성 부작용, 재정적 문제,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 암의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이후의 확장기(extended stage)에는 추적관찰을 

하거나 간헐적인 치료를 받는 시기로 대부분의 암생존자들은 이시기에 암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피로, 식이와 신체활동에 대한 관

심, 우울, 불안, 케어 제공자로부터의 지지와 접촉의 감소 등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

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Allen et al., 2009; Geffen et al., 2003; Kantsiper et al., 

2009; Institute of medicine, 2008). 마지막으로 장기 생존의 시기(permanent 

stage)에는 재발의 위험이 낮은 시기로 암과 치료로 인한 장기 부작용(long-term 

effects) 또는 후기 부작용(late effects)을 경험할 수 있고 고용차별이나 보험과 같

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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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킨 림프종 생존자의 경우 치료를 마친 후 신체적 기능, 역할 기능, 사회적 

기능이 진단 후 6개월 미만에서 가장 낮았고, 진단 후 7-14개월, 15-21개월 시점에

는 점차 호전되지만 22개월 이상에서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였다(Heutte et al., 2009). 진단 후 2년 이상의 비호지킨 림프종 생존자 경우에는 

관해가 안되어 있는 군이 관해가 된 군보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

며, 진단 후 2-5년과 5년 이상의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

다고 하였지만(Smith et al., 2009), Moles 등(2007)은 진단 후 10-15년이 경과한 림

프종 생존자는 진단 후 5-9년이 경과한 그룹보다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더욱 좋지

만 일반인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활력 정도는 낮다고 하였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적 

측면의 문제들, 건강정보,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암환자들이 가진 다

양한 측면의 지지적 케어요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Baker et al., 2005; 

Carlson et al., 2004; NICE, 2004). 다양한 암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지지적 케어요

구를 조사한 국내외 연구로는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뇌종양, 부인암, 혈액암, 흑

색종, 대장암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국외 연구가 암의 특정 단계

에서 영역별로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무엇인지 규명

하며 이와 관련된 요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진단 시기(diagnosis phase)에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정신사회적 영역에서는 

6-69%, 신체 영역에서는 44%, 정보영역 10-24%, 심리적 영역 12-17%, 경제적 영

역 11%, 일상생활 활동에서는 5-10%가 존재하였다(Houldin & Wasserbauer, 

1996; Sullivan et al., 2004; Whelan et al., 1997). 

치료 시기(treatment phase)에는 전립선암과 폐암 그룹이 다양한 다른 암환자 

그룹보다 충족되지 않는 요구가 높았다(Duke et al., 2001; Li et al., 2006; Lintz et 

al., 2003). 특히 폐암환자가 심리적 영역, 일상생활 영역에서 충족되지 않는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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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하였다(Sanson-Fisher et al., 2000). 영역별로 충족되지 않는 요구는 

4-97%까지 연구마다 다양하였다. 치료시기에 충족되지 않는 요구와 관련이 있는 

예측인자도 연구마다 다르지만 사회적 지지의 감소(Mor et al., 1992), 수입의 감소

(Mor et al., 1992), 나이가 많거나(Lintz et al., 2003), 60세 미만(Sanson-Fisher et 

al., 2000), 진행된 병기(Lintz et al., 2003; Sanson-Fisher et al., 2000), 암이 줄어

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Sanson-Fisher et al., 2000)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충족되지 않는 요구는 우울, 불안, 신체증상, 이전에 지지적 케어요구가 있었던 

경우 등과 관련이 있었다(Newell et al., 1999).

진행 단계나 완화적의 단계(advanced and palliative care phase)에서는 지지적 

케어요구의 발생률이 신체적 영역에서 7-89%으로 높았고 경제적 영역 13-60%, 일

상생활 영역 1-52%, 정신사회적 영역 7-44%, 심리적 영역 16-41%, 정보 영역 

39%, 영적 영역은 14-33% 이었다(Aranda et al., 2004; Hwang et al., 2004; Osse 

et al., 2005; Voogt et al., 2005).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요구의 예측인자로는 혼자 

사는 것, 유방암, 신체적 부작용이 많은 경우, 백인이 아닌 경우 라고 하였다(Christ 

et al., 1990). 

치료 후 추적관찰이나 생존자 시기(post treatment, follow-up and survivor- 

ship phase)에는 치료 후 시점이 3개월에서 15년까지 연구마다 다양하였고 대부분

의 영역에서 충족되지 않는 요구가 적었다. 이 시기의 충족되지 않는 요구의 예측인

자는 지방에 사는 경우(Bonevski et al., 1999; Charles et al., 1996), 6개월 이상 외

래 예약이 없는 경우(Bonevski et al., 1999), 연령,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일시

적인 상태 불안 등이(Harrison et al., 2011)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충족되지 않은 요구는 치료 시기에 가장 높았고 치료 후가 

가장 낮았다. 흔히 발견되는 정신사회적 문제는 암이 진행하거나 재발하는 것에 대

한 불안과 공포였으며 치료중이나 치료 후에 환자들은 질병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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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고 치료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충

족되지 않는 요구의 예측인자는 연구마다 다양했지만 건강서비스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수록, 치료중이나 치료 후에 병이 진행 또는 재

발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은 않은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 요구가 더 많았다

(Harrison et al., 2009). 

국내 연구로는 황숙연 등(2004)이 국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서구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경험하고 있

으며 의료체계와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함윤희(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영역 중 의료 및 정보영역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암화학요법 regimen을 3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 심리적 영역과 환자 간호와 지지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지적 간호 요

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치료중인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아랑(2010)의 연구에

서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환자 간호와 지

지 영역이었다. 또한 불안과 신체적 증상이 지지적 간호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적 케어요구는 질병의 경과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므로(Van Der 

Molen, 2000)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다. 

Minstrell 등(2008)은 진단 후 1개월과 3개월 경과 시점에 유방암 환자의 지지적 케

어요구를 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 진단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심리적 영역과 

의료체계 및 정보영역에서 높은 요구를 보이지만 3개월 시점에는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Armes 등(2009)도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직장암, 부인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게서 치료를 마친 직후와 6개월 뒤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전향적으로 조사

한 결과 치료 후 6개월 뒤에 성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지적 케어요구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처음 조사에서 5개 이상의 충족되지 않은 지지적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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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구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중 60%는 6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요

구가 감소하지 않았다. Park 등(2012)이 수술 후 경과시간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지

지적 케어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수술 후 1년 미만인 군에서 성적 영역을 제외한 심

리적, 신체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환자간호와 지지영역에서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한 군보다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더 높았다. 수술 후 1-3년이 경과한 

군에서는 5년 이상의 군보다 심리적 영역과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nobf 등(2012)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진단 

후 1년 미만이 전반적인 지지적 케어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5년, 5년 이

상의 순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에게도 지지적 케어요구가 존

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림프종 생존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진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지지적 케어 요구도는 전무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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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료를 마친 림프종 환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알아보는 기술적 조

사 연구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2. 연구 대상

본 조사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 일개 3차 의료기관에서 림프종으로 치료를 마

친 생존자로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림프종 진단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치료를 마치고 경과관찰 중인 자

   ② 진단 시 나이가 만 20세 이상인 자

   ③ 진단 당시 림프종 외의 다른 암을 진단 받지 않은 자

   ④ 설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본 연구에서 진단 후 경과시기에 따라 진단 후 2년 미만인 환자, 진단 후 2년 

이상 5년 미만, 그리고 진단 후 5년 이상으로 나누었다. 림프종 생존자의 지지적 케

어요구도의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이전 림프종 생존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 진단 후 

2년 이상 5년 미만은 환자가 추후 관찰기간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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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치료와 관련된 문제들을(Jensen et al., 2013)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생존자

(short-term survivors)이고 진단 후 5년 이상은 장기 생존자(long-term 

survivors)로 나누어 비교한 것과(Smith et al., 2009) 동일하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세 군간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ANOVA로 비교하기 위해 효과크기 f = 0.25(선

행연구가 없어 Cohen이 제시한 medium effect size를 사용함), 유의수준 α=0.05, 

검정력 80%로 했을 때  총 필요한 대상자 수는 159명이 요구되었으며, 데이터 불

충분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여 200명을 모집하였고 설문지의 응답을 도중에 포기

한 6명을 제외한 1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연구 대상자는 위 대상자중 

관심있고 참여가 가능한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인 A

병원에서 외래를 방문한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 해당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얻었다(과제번호 2011-1027). 연구자가 외래를 방문한 림프종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환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환자가 작성하도록 한 뒤 현장에서 회수

하였다. 설문지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표기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변수는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그 외의 변

수들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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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림프종 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지지적 케어요구도

를 설명하기 위하여 참여자 중 10명의 환자를 만나 반구조화된 면담을 추가로 실시

하였다. 자료는 서면동의와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반구조적이고 개방적

인 질문을 면대면 면담으로 수집하였다. 면담은 외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소

요되는 시간은 개인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에 응한 환자

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되고,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

다. 

4. 연구도구

본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는 지지적 케어요구도와 일반적 특성

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 41문항의 설문지였다. 

1) 지지적 케어요구도

본 연구에서 지지적 케어요구도는 59문항으로 구성된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CNS, Bonevski et al., 2000)의 단축형인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SCNS-SF34, Boyes et al., 2009)를 사용하기 위해 정아랑

(2010)의 34문항을 사용하였다.  

SCNS-SF34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로서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요

구 10 문항,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11 문항,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5 문항,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 5 문항, 성적 요구 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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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달 동안 다음 항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은 

‘필요하지 않음’(1점)에서 ‘아주 많이 필요함’(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 계산은 영역별로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를 구하여 영역별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CNS-SF34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Boyes 등(2009)의 연구에서 5개 영역의 

Cronbach’s α는 심리적 요구 0.95, 건강관리 체계와 정보 요구 0.96, 환자 간호와 

지지 요구 0.90, 성적 요구 0.88, 신체 및 일상 생활 요구 0.87 이었으며 정아랑

(2010)의 연구에서는 0.83-0.94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6 이었으며 각 영역별 신뢰도는 심리적 요구 0.93, 건강관리 체

계와 정보 요구 0.94, 환자 간호와 지지 요구 0.88, 성적 요구 0.86, 신체 및 일상 

생활 요구 0.80 이었다. 

SCNS를 사용하기 위하여 Centre for Health Research and Psycho-oncology, 

The cancer council NSW로부터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2)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나이, 성별, 결혼상태, 학력, 직업, 진단 후 직업 

변화, 경제상태 등을 포함하였고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진단명, 병기, 치료 후 

경과 기간, 과거 치료 경력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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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은 “림프종 진단 후 주변사람들이나 의료진이 주는 도움에 있어

서, 어떤 것들이 가장 아쉽거나 필요하셨나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서 시작하여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알게 되는 차원을 따라가는 동시에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반구조화된 면담에 이용된 질문은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SCNS-SF34

의 심리적 요구,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 성적 요구 등 5개의 영역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림프종 진단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필

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성이나 성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정보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신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간호나 지지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　주위에 혹은 다른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의료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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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영역별 지지적 케어 요구도는 Likert summated scale을 이용하여 표준화(영역내 

문항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0-100점 범위로 환산)한 후,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을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지지적 케어요구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 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는 사

후 검정으로 Duncan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와 반구조화된 면담한 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녹취록을 반

복해서 읽으면서 설문지를 통해 분석된 내용 혹은 이를 보다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문장을 추출하는 수평화작업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

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하위범주들을 기반으로 주제 묶

음으로 범주화하여 공통된 주제를 기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설문지를 통해 확인한 림프종 환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얻은 지지적 케어요구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확인

하고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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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99(±12.53)세 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가 58.8%, 

여자가 41.2%로 남자가 더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82.5%가 기혼이었고 종교가 있

는 사람은 64.9% 이었다. 현재 직업을 가진 사람은 40.1% 이었으며, 림프종 진단 

후에 직업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38.7% 이었다. 대졸 이상이 40.2%로 많았으며, 

가계 월 평균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41.2%로 가장 많았다. 진단 후 경과기간이 2

년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5년 미만(35.1%), 5년 이상(27.8%) 순이

었다. 진단 후 경과기간에 따른 세 그룹간 일반적 특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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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194)

N(%)

〈 2 Years
(n=72)
N(%)

2-5 Years
(n=68)
N(%)

 〉 5 Years
(n=54)
N(%) p

Age
   Mean±SD
   20-49 years
   50-64 years
   65-79 years

52.99±12.53
74(38.1)
91(46.9)
29(14.9)

52.29±12.27
29(40.3)
36(50.0)
 7( 9.7)

52.19±13.15
28(41.2)
31(45.6)
 9(13.2)

54.94±12.08
17(31.5)
24(44.4)
13(24.1)

.233

Gender 
   Man
   Woman

114(58.8)
 80(41.2)

42(58.3)
30(41.7)

39(57.4)
29(42.6)

33(61.1)
21(38.9)

.912

Education level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3( 6.7)
36(18.6)
67(34.5)
78(40.2)

 3 ( 4.2)
14(19.4)
26(36.1)
29(40.3)

 7(10.3)
12(17.6)
23(33.8)
26(38.2)

 3( 5.6)
10(18.5)
18(33.3)
23(42.6)

.88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0(82.5)
 34(17.5)

60(83.3)
12(16.7)

56(82.4)
12(17.6)

44(81.5)
10(18.5)

.964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87(44.8)
107(55.2)

28(38.9)
44(61.1)

31(45.6)
37(54.4)

28(51.9)
26(48.1)

.347

Change of occupation
22(30.6)
50(69.4)

29(42.6)
39(57.4)

24(44.4)
30(55.6)

.201   Yes
   No

 75(38.7)
119(61.3)

Income (10,000won/month)
27(37.5)
26(36.1)
19(26.4)

28(41.2)
24(35.3)
16(23.5)

25(46.3)
15(27.8)
14(25.9)

.836   〈 200
   200-399
   〉 400

80(41.2)
65(33.5)
49(25.3)

Religion
   Yes
   No

126(64.9)
 68(35.1)

45(62.5)
27(37.5)

45(66.2)
23(33.8)

36(66.7)
18(33.3)

.85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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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연구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비호지킨 림프종이 90.2%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림

프종 발생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74.7%는 악성도

가 높은 고등급으로 적극적인 항암화학요법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었다. 이전에 받았

던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가 92.8%로 가장 많았고, 조혈모세포이식를 

받은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진단시 병기는 2기가 32.0%, 1기가 29.9%로 절반 

이상이 국소병기였다. 그 외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는 50.0%로 고혈압, 당뇨, 갑상

선 기능 저하, 위염 등을 가지고 있었다. 진단 후 경과기간에 따른 세 그룹에서 질

병적 특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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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194)

N(%)

〈 2 Years
(n=72)
N(%)

2-5 Years
(n=68)
N(%)

〉 5 Years 
(n=54)
N(%) p

Diagnosis
   HD
   NHL indolent
   NHL aggressive

 19( 9.8)
 30(15.5)
145(74.7)

 8(11.1)
13(18.1)
51(70.8)

 6(08.8)
10(14.7)
52(76.5)

 5(09.3)
7(13.0)

42(77.8)

.909

Stage at diagnosis
   I
   II
   III
   IV

58(29.9)
62(32.0)
21(10.8)
53(27.3)

20(27.8)
26(36.1)
 5(06.9)
21(29.2)

17(25.0)
24(35.3)
 9(13.2)
18(26.5)

21(38.9)
12(22.2)
 7(13.0)
14(25.9)

.414

Previous treatment
   Chemotherapy
      Yes
      No
   Radiotherapy
      Yes
      No
   Surgery
      Yes
      No
   PBSCT
      Yes
      No

180(92.8)
 14(07.2)

 48(24.7)
146(75.3)

 33(17.0)
161(83.0)

 25(12.9)
169(87.1)

66(91.7)
 6(08.3)

13(18.1)
59(81.9)

16(22.2)
56(77.8)

13(18.1)
59(81.9)

65(95.6)
 3(04.4)

17(25.0)
51(75.0)

8(11.8)
60(88.2)

 7(10.3)
61(89.7)

49(90.7)
 5(09.3)

18(33.3)
36(66.7)

 9(16.7)
45(83.3)

 5(09.3)
49(90.7)

.530

.144

.257

.392

Recur/relapse/disease progression
10(14.7)
58(85.3)

14(25.9)
40(74.1)

.207   Yes
   No

 61(31.4)
133(68.6)

11(15.3)
61(84.7)

Comorbid disease
   Yes
   No

97(50.0)
97(50.0)

34(47.2)
38(52.8)

33(48.5)
35(51.5)

30(55.6)
24(44.4)

.623

Table 2.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N=194)

HD = Hodgkin disease, NHL = Non Hodgkin Lymphoma, PBSCT =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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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Gender Age Diagnosis Stage Time since diagnosis

1 Woman 61 DLBCL 1 6 months

2 Woman 43 DLBCL 4 2 years  3 months

3 Man 68 DLBCL 1 4 months

4 Woman 74 DLBCL 2 1 year

5 Woman 55 DLBCL 2 1 year  6 months

6 Man 55 DLBCL 1 4 years

7 Woman 41 DLBCL 4 4 years  6 months

8 Man 71 DLBCL 1 5 years  5 months 

9 Man 43 MALT 2 4 years

10 Woman 55 DLBCL 4 3 years

3) 반구조화된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반구조화된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 10명 모두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이중 9명은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환자였고, 나

머지 1명은 위 말트 림프종(Gastric MALT lymphoma) 환자였다. 진단 후 2년 미만

이 4명이었고, 2-5년 5명 , 5년 이상 1명 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6명, 남성이 4명 

이었다(Table 3).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 participants               (N=10)

 DLBCL :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MALT : Gastric MALT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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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194)

〈 2 Years
(n=72)

2-5 Years
(n=68)

〉 5 Years
(n=54)

Domain
Range 

of scor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

Sexuality 0-100 21.10±25.71 14.49±20.48 23.04±26.79 27.47±28.85 .014

Physical 0-100 22.50±23.63 24.44±25.03 22.13±24.01 20.37±21.34 .627

Psychological 0-100 25.21±22.15 24.10±22.82 25.00±20.25 26.94±23.77 .773

Patient care       
 & support

0-100 25.77±25.00 22.22±22.84 25.37±25.21 31.02±26.98 .146

Health system 
 & information 

0-100 36.63±26.46 32.32±26.74 37.30±24.95 41.54±27.46 .149

2. 지지적 케어요구도

영역별 지지적 케어요구도는 건강관리 체계 및 지지영역이 36.63(±26.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환자 간호 및 지지 영역으로 25.77(±25.00)점이었으며 성

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21.10(±28.8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신체 및 일상생

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성적 영역,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심리적 영역, 건

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진단 후 5년 이상인 군의 지지적 케어요구도의 점수

가 다른 군보다 높다. 특히 성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는 진단 후 5년 이상인 

군이 27.47(±28.85) 점으로 진단 후 2년 미만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진단 후 5년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Table 4).

Table 4. Standardized scores* of supportive care needs in each domain

         (N=194)

 * Standardized scores with Likert summate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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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 개 각각의 문항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도움(4-5점)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문항은 Table 5 와 같다. 상위 10개 문항 중 9개 문항

이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이었으며 1개의 문항이 심리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이었다.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

으면 좋겠다’(28.4%)는 항목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회복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27.8%),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

겠다’(27.3%), ‘암이 조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24.2%)의 

순이었다. 심리 영역에서는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20.6%)는 항목의 빈도가 높

았다(Table 5). 

진단 후 경과기간에 따라서 충족되지 않은 지지적 케어요구도의 차이가 있었다. 

진단 후 2년 미만인 군에서는 상위 10개 문항 중 7개 문항이 건강관리 체계 및 정

보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이었으며 3개의 문항이 심리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

도 이었다.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는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 하는데 

대한 정보(글이나 도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22.2%)는 항목의 빈도

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20.8%), ‘나를 돌보는데 중

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20.8%)의 순이었다. 심리 영역에서

는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20.8%)는 항목의 빈도가 높았고, ‘불안했다’(15.3%), 

‘치료결과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까 걱정스러웠다’(13.9%)의 순이었

다(Table 6). 

진단 후 2년 이상 5년 미만인 군에서는 상위 10개 문항 중 9개 문항이 건강 관

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이었으며 1개의 문항이 심리 영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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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케어요구도 이었다.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35.3%),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

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35.3%),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30.9%)는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왔다. 심리 영역에서는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22.1%)는 항목의 빈도가 

높았다(Table 6). 

진단 후 5년 이상인 군에서는 상위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이었으며 1개의 문항이 심리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

구도, 나머지 1개 문항이 성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이었다.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

었으면 좋겠다’(33.3%),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33.3%),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

었으면 좋겠다’(29.6%)는 항목의 빈도가 높게 나왔다. 성적 영역에서는 ‘성감이 변

화되었다’(20.4%)는 항목의 빈도가 높았고, 심리 영역에서는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

웠다’(18.5%)는 항목의 빈도가 높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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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Domain Item
Patients

N(%)

1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7.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55(28.4)

2 29.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
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54(27.8)

3 26.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
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53(27.3)

4 28. 암이 조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47(24.2)

5 24.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 하는데 대한 정보 (글이나 도
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46(23.7)

6 34. 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해 상
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43(22.2)

7 23. 나를 돌보는데 중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 받았으
면 좋겠다.

41(21.1)

8 심리  9.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 40(20.6)

9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5. 내가 알고 깊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
겠다.

38(19.6)

10 30. 나와 가족, 친구가 원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신경정신과 의사, 상담가, 사회복지
사, 전문간호사...)

30(15.5)

Table 5. Most frequently endorsed moderate or severe unmet needs of 

lymphoma survivors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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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ears(N=72) 2-5 Years(N=68) 〉 5 Years(N=54)
Rank Domain Item N(%) Domain Item N(%) Domain Item N(%)

1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4.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 하는데 대한 
정보 (글이나 도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16(22.2)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7.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24(35.3)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9.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18(33.3)

2 34. 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15(20.8) 26.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24(35.3) 26.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
다.

18(33.3)

3 심리  9.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 15(20.8) 29.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21(30.9) 27.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
으면 좋겠다.

16(29.6)

4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3. 나를 돌보는데 중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

15(20.8) 28. 암이 조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20(29.4) 28. 암이 조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려 주었
으면 좋겠다.

15(27.8)

5 27.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14(19.4) 34. 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18(26.5) 25. 내가 알고 싶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14(25.9)

6 29.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14(19.4) 24.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 하는데 대한 
정보 (글이나 도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18(26.5) 23. 나를 돌보는데 중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

14(25.9)

7 26.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13(18.1) 25. 내가 알고 깊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15(22.1) 24.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 하는데 대한 정

보 (글이나 도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
면 좋겠다.

12(22.2)

8 28. 암이 조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12(16.7) 심리  9.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 15(22.1) 성 15. 성감이 변화되었다. 11(20.4)

9 심리  6. 불안했다. 11(15.3)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23. 나를 돌보는데 중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 12(17.6)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34. 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적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10(18.5)

10 10. 치료결과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까 걱정스러웠다.

10(13.9) 33. 병실과 외래에서 가능한 한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11(16.2) 심리 9.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 10(18.5)

Table 6. Most frequently endorsed moderate or severe unmet needs of lymphoma survivors re1ated to time sinc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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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Mean±SD
F or T p

Time since diagnosis * < 2 years a

2-5 years b

> 5 years c

 72(37.1)
 68(35.1)
 54(27.8)

14.49±20.48
22.43±25.20
28.24±30.48

4.732 .010

Gender Man
Woman

114(58.8)
 80(41.2)

22.37±25.75
19.27±25.73

0.021 .886

Age(years) 20-49
50-64
≥ 65

 74(38.1)
 91(46.9)
 29(15.0)

19.03±23.18
22.16±27.11
22.99±27.88

0.392 .676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3(56.7)
 36(18.6)
 67(34.5)
 78(40.2)

15.38±22.53
20.83±24.76
23.38±27.87
20.19±24.96

0.420 .739

3. 제반 특성에 따른 영역별 지지적 케어요구도

각 영역별로 대상자의 제반 특성이 지지적 케어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영역에서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성적 영역에서는(3문항) 진단 후 경과 기간, 종교, 결혼 상태, 과거 항암치료 여

부에 따라서 지지적 케어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군이 진단 후 2년 미만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가 없는 군과 기혼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군에서 성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Sexual domain         (N=194)

* Duncan test 결과 c 〉 a



- 31 -

Characteristic N(%)
Need

Mean±SD
F or T p

Religion Yes
No

126(64.9)
 68(35.1)

19.05±23.38
24.87±29.38

6.613 .01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0(82.5)
 34(17.5)

22.71±26.38
13.48±21.02

4.301 .039

Occupation Yes
No

 87(44.8)
107(55.2)

19.64±24.80
22.27±26.50

0.570 .451

Change of occupation Yes
No

 75(38.7)
119(61.3)

27.67±27.54
16.95±23.69

2.664 .104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 200
200-399
≥ 400

 80(41.2)
 65(33.5)
 49(25.3)

25.00±28.81
17.95±22.74
18.88±23.68

1.600 .205

Diagnosis HD
NHL indolent
NHL aggressive

 19( 9.8)
 30(15.5)
145(74.7)

13.16±17.19
21.94±27.29
21.95±26.28

1.002 .369

Stage 1
2
3
4

 58(29.9)
 62(32.0)
 21(10.8)
 53(27.3)

20.98±23.17
17.61±25.16
23.81±27.80
21.09±25.72

0.715 .544

Relapse
/Disease progression

Yes
No

 61(31.4)
133(68.6)

25.00±26.40
19.30±25.30

0.770 .381

Comorbidity Yes
No

 97(50.0)
 97(50.0)

22.59±27.29
19.59±24.09

1.086 .299

Previous treatment
   Chemotherapy Yes

No
180(92.8)
 14(67.2)

22.27±26.23
5.95±8.91

12.696 .000

   Radiotherapy Yes
No

 48(24.7)
146(75.3)

22.57±24.12
20.61±26.28

0.268 .606

   Surgery Yes
No

 33(17.0)
161(83.0)

22.98±27.87
20.70±25.33

0.562 .454

   PBSCT Yes
No

 25(12.9)
169(87.1)

24.67±29.70
20.56±25.13

1.389 .240

Table 7.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Sexual domain 

(continued)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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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면담 참여자들은 성적 영역에 대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성기능 변

화에 당황하고 성생활 변화와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여성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사가 남성이라 이런 질문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였고 

환자가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일까봐 어려워하였다. 또한 배우자

와 성관계를 하고 나면 혹시나 배우자에게 나쁜 것을 옮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

고 있었으며, 조기폐경으로 인한 불편감과 성기능의 저하나 분비물의 이상이 성 기

능이나 성생활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1) 성기능의 변화에 당황

   사례 9(남성, 진단 후 4년) : “막말로 거기가 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비물도 좀 이상해지고... 하여튼 자위를 해서라도 빼버려야겠다고 생

각도 했어요. 안 그러면 나쁜 게 몸에 계속 저장되어 있고 정자를 계속 

죽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례 2(여성, 진단 후 2년 3개월) : “제가 항암치료를 하면서 멘스를 시작했는

데, 항암을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로 딱 떨어지더라구요. 딱 멘스가 떨

어지면서 성욕도 없고...그리고 이런걸 물어보기가 참 쑥스럽고”

(2) 성문제와 관련된 상담부족으로 인한 답답함

   사례 3(남성, 진단 후 4개월) : “성관계를 해도 되나 걱정했어요. 혹시 나쁜 것

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3) 생존이 우선시되어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

   사례 6(남성, 진단 후 4년) : “이게 (성기능 저하가) 있는데 내가 약을 먹어도 



- 33 -

Characteristic N(%)
Need

Mean±SD
F or T p

Time since diagnosis < 2 years
2-5 years
> 5 years

 72(37.1)
 68(35.1)
 54(27.8)

24.44±25.03
22.13±24.01
20.37±21.34

0.469 .627

Gender Man
Woman

114(58.8)
 80(41.2)

19.69±22.14
26.50±25.20

3.961 .048

Age(years) 20-49
50-64
≥ 65

 74(38.1)
 91(46.9)
 29(15.0)

21.35±24.94
22.09±23.05
26.72±22.29

0.562 .571

Religion Yes
No

126(64.9)
 68(35.1)

21.31±21.37
24.71±27.37

6.394 .012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말하기도 내가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민망한

기라. 그걸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그러냐면 내가 환자가 말이지 지

금..음. 그런 걸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 치료가 먼저인데...그

런데 동물적인 본능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게 좀 그런 상

담도 좀 필요하더라구. 나는 진짜 그 그게 제일 중요했어”

2)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는(5문항) 성별, 종교, 직업, 진단 후 직업 변화에 따

라서 지지적 케어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

의하게 높았고, 종교가 없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없는 군

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단 후 직업의 변화가 있는 군에서 신체 및 일상생

활 영역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Physical domain                              

 (N=194)



- 34 -

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3(56.7)
 36(18.6)
 67(34.5)
 78(40.2)

24.23±23.17
22.78±24.54
24.55±24.68
20.32±22.61

0.411 .745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0(82.5)
 34(17.5)

21.93±23.08
25.15±26.27

1.506 .221

Occupation Yes
No

 87(44.8)
107(55.2)

15.06±20.55
28.55±24.32

6.679 .010

Change of occupation Yes
No

 75(38.7)
119(61.3)

31.00±25.48
17.14±20.76

5.322 .022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 200
200-399
≥ 400

 80(41.2)
 65(33.5)
 4925.3)

27.25±23.79
19.31±24.17
18.98±21.70

2.805 .063

Diagnosis HD
NHL indolent
NHL aggressive

 19( 9.8)
 30(15.5)
145(74.7)

18.68±24.66
24.50±25.20
22.59±23.27

0.354 .702

Stage 1
2
3
4

 58(29.9)
 62(32.0)
 21(10.8)
 53(27.3)

23.02±23.41
19.60±21.30
24.05±26.27
24.72±25.47

0.503 .681

Relapse/Disease 
progression

Yes
No

 61(31.4)
133(68.6)

22.38±23.76
22.56±23.66

0.001 .972

Comorbidity Yes
No

 97(50.0)
 97(50.0)

26.19±24.02
18.81±22.76

0.626 .430

Previous treatment
   Chemotherapy Yes

No
180(92.8)
 14(67.2)

22.83±23.57
18.21±24.93

0.038 .845

   Radiotherapy Yes
No

 48(24.7)
146(75.3)

26.77±26.14
21.10±22.66

2.880 .091

   Surgery Yes
No

 33(17.0)
161(83.0)

25.00±25.56
21.99±23.27

0.059 .809

   PBSCT Yes
No

 25(12.9)
169(87.1)

30.00±27.16
21.39±22.95

1.440 .232

Table 8.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Physical domain 

(continued)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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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면담 결과 환자들은 치료의 부작용 이외에 치질, 관절의 통증, 피로

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힘들어 하였다. 암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

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으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였다. 일부

의 경우는 타과에 의뢰를 하여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타과에서 다른 

여러 검사만 계속 할뿐 환자들이 원하는 시원한 해결책은 없어서 답답하고 이로 인

한 불편감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어버려 힘들다고 하였다. 

   사례 5(여성, 진단 후 1년 6개월) : “치료를 하면서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데, 

외과, 류마티스과 등 여기저기 과를 돌며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이상은 

없다고 하고 통증은 계속되고... 의사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기다려봐

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 괴롭고 어디 갈려면 죽겠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

   사례 7(여성, 진단 후 4년 6개월) : “중간에 어디가 아프면 어디 가라고 빨리 

연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원 오면 암에 대한 것만 보고 다른 건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가봐요.”

3) 심리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심리적 영역에서는(10문항) 종교, 진단 후 직업 변화,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지

지적 케어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와 진단 후 직업의 변

화가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고,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군에서 심리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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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Time since diagnosis < 2 years
2-5 years
> 5 years

 72(37.1)
 68(35.1)
 54(27.8)

24.10±22.82
26.36±21.27
25.13±22.66

0.181 .834

Gender Man
Woman

114(58.8)
 80(41.2)

21.67±21.40
30.25±22.34

0.007 .936

Age(years) 20-49
50-64
≥ 65

 74(38.1)
 91(46.9)
 29(15.0)

24.97±21.88
23.93±22.20
29.82±22.81

0.785 .457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3(56.7)
 36(18.6)
 67(34.5)
 78(40.2)

28.27±21.90
28.96±24.66
23.81±20.58
24.17±22.46

0.570 .635

Religion Yes
No

126(64.9)
 68(35.1)

24.29±20.35
26.91±25.21

4.532 .035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0(82.5)
 34(17.5)

24.01±21.33
30.81±25.23

2.442 .120

Occupation Yes
No

 87(44.8)
107(55.2)

21.75±22.41
28.01±21.63

0.063 .802

Change of occupation Yes
No

 75(38.7)
119(61.3)

32.60±24.85
20.55±18.93

9.633 .002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 200
200-399
≥ 400

 80(41.2)
 65(33.5)
 49(25.3)

30.47±23.54
21.42±19.21
21.63±22.12

3.693 .021

Diagnosis HD
NHL indolent
NHL aggressive

 19( 9.8)
 30(15.5)
145(74.7)

24.34±22.11
26.83±22.69
24.98±22.18

0.102 .903

Stage 1
2
3
4

 58(29.9)
 62(32.0)
 21(10.8)
 53(27.3)

25.82±22.19
21.61±19.80
27.38±23.45
27.88±23.45

0.882 .452

Relapse/Disease 
progression

Yes
No

 61(31.4)
133(68.6)

24.34±22.69
25.60±21.97

0.001 .950

Table 9.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Psychological domain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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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Comorbidity Yes
No

 97(50.0)
 97(50.0)

29.10±22.36
21.31±21.34

0.800 .372

Previous treatment
   Chemotherapy Yes

No
180(92.8)
 14( 7.2)

25.65±22.46
19.46±17.21

2.356 .126

   Radiotherapy Yes
No

 48(24.7)
146(75.3)

28.02±24.28
24.28±21.41

0.523 .470

   Surgery Yes
No

 33(17.0)
161(83.0)

30.38±23.85
24.15±21.71

0.172 .679

   PBSCT Yes
No

 25(12.9)
169(87.1)

28.00±26.36
24.79±21.51

3.602 .059

Table 9.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Psychological domain 

(continued)                                                 (N=194)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심리적 영역에 대해 다양한 진술을 제시하였다.

 

(1) 소외감과 관계 변화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직

장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전과 같이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이로 인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례 1(여성, 진단 후 6개월) : “너무 아프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소용이 없

어. 내가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지만 (항암치료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런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는 나도 힘들

어.” 

   사례 4(남성, 진단 후 1년) : “난 교회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아프다는 얘기 

안 했어. 알면 뭘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근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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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그렇고 교회 가서도 마스크 쓰고 뒤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나 하고 

오지.” 

(2) 불확실한 미래와 지속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지속되어 이로 인한 좌절감이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

가 있었다. 

   사례 3(남성, 진단 후 4개월) : “주사를 맞을수록 회복된다기 보다는 더욱더 힘

들어지고 새로운 증상들이 생겨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례 5(여성, 진단 후 1년 6개월) :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안먹을면 죽을꺼 

같고 근데 아주 밥은 보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아주 기운이 확 까부러

져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해야 병이 좀 빨리 저거되

는데... 자꾸 나한테 좌절을 하는 거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마음

이 자꾸 땅으로 쳐져가면서 좌절을 하게 되고...”

   사례 7(여성, 진단 후 4년 6개월) : “항암치료 하고 나서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

때 가서 걱정되었던거 같애. 다리 아파서. 그때 막 아프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었지. 그래서 불안해. 가끔가다 이거 재발되면 어떡하나(생각

이 들고) 문득문득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우울한 적도 있고. (치

료) 그 후에 더 힘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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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Time since diagnosis < 2 years
2-5 years
> 5 years

 72(37.1)
 68(35.1)
 54(27.8)

22.22±22.84
27.06±25.63
28.89±26.77

1.239 .292

Gender Man
Woman

114(58.8)
 80(41.2)

24.04±26.04
28.25±23.39

1.454 .229

Age(years) 20-49
50-64
≥ 65

 74(38.1)
 91(46.9)
 29(15.0)

27.77±27.83
23.35±23.00
28.28±23.46

0.807 .448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3(56.7)
 36(18.6)
 67(34.5)
 78(40.2)

27.31±23.24
30.97±23.81
24.85±25.32
23.91±25.64

0.707 .549

Religion Yes
No

126(64.9)
 68(35.1)

24.44±23.50
28.24±27.57

5.229 .023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0(82.5)
 34(17.5)

25.00±24.62
29.41±28.30

1.461 .228

Occupation Yes
No

 87(44.8)
107(55.2)

23.21±26.82
27.85±23.33

0.994 .320

Change of occupation Yes
No

 75(38.7)
119(61.3)

32.93±26.06
21.26±23.30

1.640 .202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 200
200-399
≥ 400

 80(41.2)
 65(33.5)
 49(25.3)

30.44±25.47
24.46±26.63
19.90±20.60

2.892 .058

4) 환자 간호 및 지지 영역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

환자 간호 및 지지 영역(5문항)에서는 종교에 따라 지지적 케어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다른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0). 

Table 10.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Patient care and 

support domain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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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Diagnosis HD
NHL indolent
NHL aggressive

 19( 9.8)
 30(15.5)
145(74.7)

30.00±25.39
31.17±26.64
24.10±24.55

1.298 .276

Stage 1
2
3
4

 58(29.9)
 62(32.0)
 21(10.8)
 53(27.3)

29.66±24.72
19.60±23.80
30.00±25.74
27.08±25.65

2.007 .114

Relapse/Disease 
progression

Yes
No

 61(31.4)
133(68.6)

25.83±24.67
25.66±25.91

0.011 .918

Comorbidity Yes
No

 97(50.0)
 97(50.0)

26.91±25.44
24.64±24.62

0.002 .969

Previous treatment
   Chemotherapy Yes

No
180(92.8)
 14(67.2)

25.50±24.98
29.29±25.93

0.136 .713

   Radiotherapy Yes
No

 48(24.7)
146(75.3)

29.90±28.24
24.42±23.78

2.250 .114

   Surgery Yes
No

 33(17.0)
161(83.0)

27.58±24.72
25.40±25.11

0.004 .947

   PBSCT Yes
No

 25(12.9)
169(87.1)

27.20±29.01
25.56±24.44

2.571 .110

 Table 10.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Patient care and 

support domain(continued)                               (N=194)

반구조화된 면담에서 환자들은 외래 진료 시간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질문과 대

답으로 인해 환자 지지가 부족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마음의 위

안을 충분히 못 받는 것에 대해 서운해 하였다.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나약해진 

환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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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짧은 진료시간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인한 서운함

   사례 8(남성, 진단 후 5년 5개월) : “뭐 한마디 딱 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참 섭섭하긴 한데...나한테만 일부러 그러겠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럴 적에는 참 섭해요”

   사례 6(남성, 진단 후 4년) : “의사선생님 상담할 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

서 할 말도 다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멀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단순히 검사 결과 들으러 오는게 아니에요. 의사 얼굴을 마주 

보면서 좀 더 선생님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내가 

뭐 아픈 곳이 있으면 괜찮은지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쉬워요”

(2) 지속적인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

   사례 2(여성, 진단 후 2년 3개월) : “처음에 항암치료 하고 나서는 어떠냐고 전

화도 하고 물어보시더니 이제 항암 끝나니까 그런 거가 많이 줄더라구

요. 다들 바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아쉬워. 그래서 답답할때는 

내가 간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고 그랬지 뭐.”

   사례 4(여성, 진단 후 1년) : “치료가 끝났어도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

겠어. ”

5)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는(11문항)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질병 특

성에 따른 지지적 케어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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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Time since diagnosis < 2 years

2-5 years
> 5 years

 72(37.1)
 68(35.1)
 54(27.8)

32.32±26.74
38.90±25.69
39.52±26.77

1.536 .218

Gender Man
Woman

114(58.8)
 80(41.2)

33.73±26.98
40.77±25.29

1.279 .260

Age(years) 20-49
50-64
≥ 65

 74(38.1)
 91(46.9)
 29(15.0)

40.42±28.14
33.27±25.81
37.54±26.46

1.519 .222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13(56.7)
 36(18.6)
 67(34.5)
 78(40.2)

32.51±21.75
42.23±24.62
35.58±27.14
35.64±27.47

0.712 .546

Religion Yes
No

126(64.9)
 68(35.1)

35.10±26.21
39.47±26.87

0.148 .70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60(82.5)
 34(17.5)

35.36±25.72
42.65±29.34

1.569 .212

Occupation Yes
No

 87(44.8)
107(55.2)

34.38±27.87
38.47±25.24

1.201 .271

Change of occupation Yes
No

 75(38.7)
119(61.3)

43.97±26.92
32.01±25.19

0.003 .954

Average monthly  
income(10,000won)

< 200
200-399
≥ 400

 80(41.2)
 65(33.5)
 4925.3)

40.23±26.13
35.80±26.49
31.86±26.63

1.575 .210

Diagnosis HD
NHL indolent
NHL aggressive

 19( 9.8)
 30(15.5)
145(74.7)

42.22±25.74
39.17±27.08
35.38±26.47

0.723 .486

Stage 1
2
3
4

 58(29.9)
 62(32.0)
 21(10.8)
 53(27.3)

41.14±24.49
30.10±26.08
44.05±27.78
36.41±27.38

2.428 .067

Relapse/Disease 
progression

Yes
No

 61(31.4)
133(68.6)

37.30±27.18
36.33±26.22

0.000 .999

Comorbidity Yes
No

 97(50.0)
 97(50.0)

29.10±22.36
21.31±21.34

0.800 .372

Table 11.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Health system & 

information domain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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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Need

F or T p
(Mean±SD)

Previous treatment
   Chemotherapy Yes

No
180(92.8)
 14( 7.2)

36.44±26.38
39.12±28.28

0.098 .755

   Radiotherapy Yes
No

 48(24.7)
146(75.3)

43.32±28.17
34.43±25.59

0.398 .529

   Surgery Yes
No

 33(17.0)
161(83.0)

37.74±24.16
36.41±26.97

0.732 .393

   PBSCT Yes
No

 25(12.9)
169(87.1)

37.55±30.44
36.50±25.92

2.216 .138

Table 11. Standardized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 Health system & 

information domain(continued)                            (N=194)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일반적인 고형암과 다른 림프종의 원인, 향후 진행 경

과, 재발, 식이, 운동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 림프종의 진행경과에 대한 지식 부족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림프종에 대한 자료도 용어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

렵고 의학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치료가 끝났음

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림프종이라는 병의 심각도나 진행경과에 대해 무엇이고 재발

은 어떤 경우에 발병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사례 10(여성, 진단 후 3년) : “병원에서 (림프종에 대한) 자료를 주면 뭐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림프종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사람

이 걸리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조심도 하지”

   사례 9(남성, 진단 후 4년) : “림프종은 사실은 제가 진단을 받고 나서 뭐랄까 

심각성이 잘 안왔어요. 여기 의사선생님에게 얘기 듣고 별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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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쪽 종양내과가 아닌 다른 의사분들한테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이거는 

일반 수술하는 암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와

서 의사선생님 만나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게 저한테는 되

게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도 림프종에 대해서 몇 장 씌여진 책자

를 나눠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의사분들이

나 관련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학적인 부분으로만 나와있으니

까 제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으면서 사는건지 아니면 죽는건지 잘 모르

겠더라구요” 

(2)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환자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전에 이루어지는 

부작용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이후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교육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또

한 대다수의 항암화학요법이 외래에서 이루어지므로 집에 귀가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모두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 되어버려 힘들다고 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

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여기에 부작용이 상당히 오래동안 지속되는 경우

는 이것이 재발의 신호는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지나야 부작용이 사라

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례 1(여성, 진단 후 6개월) : “항암치료 받으면서 몸 닳았아요. 치료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토는 안했지만 손발저림도 심하고 

열도 좀 나고 그랬는데, 열나서 (병원에)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

데 그 정도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걸 인터넷을 보고 이런 걸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고민이 많

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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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사례 4(여성, 진단 후 1년) : “손톱이 빠지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면 돌아온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돌아온다고 하면 막연하니까, 돌아온

다고 했는데 2개월이고 6개월이고 안돌아오면 왜 안돌아오지 하는 막연

함하고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건 아닌지 걱정되고 ...”

  사례 10(여성, 진단 후 3년) : “암 치료 이후 증상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피로에 대한 이유나 대응, 치료방법은 뭔지...”

(3) 질병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한 정보 부재

특히 식생활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아 10명 중 8명에서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은 주로 먹으면 안되는 음

식에 대한 정보와 일반적인 수준의 영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암환자를 위한 식단, 부작용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식

단 등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원하였다.

   사례 3(남성, 진단 후 4개월) : “실제로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게 없어요. 입

이 써서 한번 먹고나면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자꾸 먹으라고 하고 집

에서는 몸에 좋은걸 너무 따지고 이러니까 힘들어”

   사례 6(남성, 진단  후 4년) : “먹지 말라는 건 많지, 실제적으로 집에서 먹을

게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 말고 무엇을 먹고 극복했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먹고 좋아졌다는 것을 제시해주

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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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운동을 많이 선택하고 있었지만 환

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위에서 좋다는 것이나 가족이 강요하는 운동을 하면서 

아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운동의 종류와 방법, 부작용이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례 4(여성, 진단 후 1년 6개월) : “아주 요런 데가(고관절, 어깨 관절 등) 참 

아프고 절절 메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예 꼼짝도 안하고 운

동 안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나한테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알려주면 

좋겠어”

   사례 3(남성, 진단 후 4개월) : “처음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는 사람이 적응이 

안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만 한다고 하면 그걸 이해

를 못하니까... 와이프나 남들은 뭐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둥, 산도 올라

가고 그런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구요. 나는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못 움직이고 그러는데 자꾸 어디 

가자고... 내 컨디션을 알아줘야 하는데...”

(5) 치료 그 이후의 생활이나 관리에 대한 정보 갈망

모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나 힘든 과정이 끝났다는 안도감

이 드는 것도 잠시 그 이후의 생활이 더 걱정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누군가 관리를 해주

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례 9(남성, 진단 후 4년) : “이제 치료받고 살았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좋곘어요. 치료가 끝나고 년 수별로 어떻게 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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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60-70까지 살 수 있을 까 하는 그런 거

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례 8(남성, 진단 후 5년 5개월) : “한 번 아프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지. 재

발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중간에 (몸에) 이상이 왔을 때 딱히 상담을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같은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할 때마다 알려

주면 좋겠네.”

   사례 10(여성, 진단 후 3년) : “꾸준히 평생 완치후라도 체크해 주고 적절한 시

기에 검사도 받게 해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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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마친 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의 전반적인 양상

과 이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 질병적 특성을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영역별 지지적 케

어요구도를 논하고자 한다.

1. 지지적 케어요구도

본 연구 결과 치료를 종료한 림프종 환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는 100점 만점에 

21.10(±25.71) ~ 36.63(±26.46)점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62.9%가 진단 후 2년 이상으로 적극적인 암치료가 끝난지 1년 이상 경과

하여 암치료와 관련된 급성 부작용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이중 27.8%는 진단 후 

5년 이상으로 재발의 위험이 낮은 장기생존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

간 이하의 점수 분포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Knobf 등(2012)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환자 151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여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점수범위가 21.00(±22.32) ~ 

31.13(±27.19)점으로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약 70%가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고, 암으로부터 관해가 된 환자가 77.4%로 절반 이상이

라는 점에서 암종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와 진단 후 경과시기나 치료 상태가 

비슷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정아랑(2010)의 치

료중인 혈액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27.25(±28.74) ~ 62.64(±23.69)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정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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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는 대상자의 73%가 진단 후 1년 이내로 모두 치료중인 환자였기 때

문이다. 이것은 치료를 종료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림프종 생존자가 전체적으로 지

지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낮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림프종 생존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 점수

가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을 제외한 성적 영역, 심리적 영역, 환자간호 및 지지 영

역,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더욱 높았다. 면담에서도 림프종 생존자들은 

성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답답해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먼저 말을 꺼내면 의료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중

간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재발이 아닐지 두려워하고 있지만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자세한 설명이나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

적인 보살핌과 관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는 진단 후 환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생존이지만 그 이후에 치료를 마치고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려 하지만 재발에 대한 풀리지 않는 걱정 

때문에 삶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치료중일 때

와는 또 다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암치료의 종료와 함께 의

료진과의 접촉과 지지가 감소하면서 문제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의료인과 상의할 

기회가 적어지고, 자신의 건강이나 재발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자가 간호를 실시해

야 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지만(Wilson et al., 2000). 동시에 가족이나 일 또는 사회

적 책임을 다시 재개해야 하면서(Allen et al., 2009)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지지적 케어요구가 중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arrison(2011)의 연구에서도 진단 

후 5 ~ 16년이 지난 암 생존자에게 1개 이상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47.4%나 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처럼 장기 생존자에게 지지적 케어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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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instrell 등(2008)은 진단 후 1개월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방암 

환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진단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심리

적 영역, 의료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이지만 3개월이 경과한 뒤에

는 의미 있게 감소한다고 하였고 Arms 등(2009)은 치료를 종료한 암환자 1425명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를 치료 종료 직후와 6개월 뒤에 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양상

이었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상 암진단을 받았을 때는 급성 부작용, 죽음에 대한 공

포, 재정적인 문제로 지지적 케어요구가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들

이 하나씩 해결되었고 단지 3개월 또는 6개월 뒤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

기 부작용이나 장기부작용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Park 등(2012)이 수술 후 경과시간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수술 후 1년 미만인 군에서 성적 

영역을 제외한 심리적, 신체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환자 간호와 지

지 영역의 요구도가 높았고 수술 후 5년 이상의 군이 모든 영역에서 지지적 케어요

구도가 낮았고 이는 Knobf 등(2012)의 연구에서도 진단 후 1년 미만이 전반적인 지

지적 케어요구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5년, 5년 이상의 순으로 감소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Harrison 등(2009)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시점보다 치료가 끝나고 

생존자의 시기로 가면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지적 케어에 대한 요구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고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이었다. 

이는 Park 등(2012)의 연구대상자가 유방암 생존자이고 Knobf 등(2012)의 연구 대

상자도 절반 이상이 유방암 환자인 것으로 보아 유방암 이라는 질병적 특성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암종에 따라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 집단은 

심리적 요구, 정보적 요구가 다른 암종에 비해 가장 높은 암이었지만(이정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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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유방암 집단은 암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이 

증가되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암의 경험을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인식하고 건강과 암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바꾸고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조절과 같은 건강행위를 선택하는 등(Allen et al., 2009) 다

시 일상생활로 잘 적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암종별로 고유한 질병 특성과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이는 Holzner 등(2001)의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연구

에서도 보고되었다. 진단 후 1-2년 사이에는 사회적, 정서적 영역의 삶의 질이 감소

되지만 진단 후 2-5년 사이에는 다시 회복되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진단 

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정서적 영역의 삶의 질이 가장 낮아지는 양상을 보

여 본 연구 결과 진단 후 5년 이상의 림프종 생존자에게서 지지적 케어요구가 높았

던 것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진단 후 5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

는 한 몇 개월이나 일 년에 한번씩 받던 의료적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은 재발 증상을 모니터링 하는 의료진의 확신이나 지지가 없어지고 치료받는 

동안 다른 암생존자들과의 정규적인 접촉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받던 지지가 

중단되면서(Allen et al., 2009) 경험하는 관계의 상실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 시

기의 높은 지지적 케어요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 추후관리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

적인 접근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치료 후 경과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암생존자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절과 함께 치료 이후의 생

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짧은 외래 진료 시간과 

진단 후 5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추적관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충족

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 생존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임상진료과와 긴밀한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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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그룹 모임 관리 및 그 외 다양한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할 적임자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자문 및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양전문간호사로 여겨진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종양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영역별 지지적 케어요구도

지지적 케어의 전체 영역 중에서 요구도의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의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지지적 케어 요구가 

36.63(±126.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간 정도 이상 높은 요구를 나타낸 상위 10개 

문항의 영역이 본 연구에서는 9개 항목은 건강관리 체계와 정보 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 상담, 단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환자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처음 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고 치료를 마친 생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적기 때

문에 치료 이후의 생활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치료 후 생활 관리, 재발의 스크리닝이나 재발 방지

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다양한 방법의 교

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암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를 조사한 황숙연 등(2004), 함윤희(2008), 정아

랑(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의 점수가 각각 

53.44(±24.25)점과 62.45(±23.69)점으로 제일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중

간 정도 이상 높은 요구를 나타낸 상위 10개의 문항 중 7 ~ 9개 문항이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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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및 정보영역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다양한 암환자(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두경부암) 를 대상한 국외 

연구에서는(Boyes et al., 2010; Knobf et al., 2012)에서는 심리적 영역이 전체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적 케어요구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인 측면의 차이로 여겨진다.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 미래

에 대한 걱정은 의료진과의 대화와 정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게 된다(Thewes et 

al., 2004). 우리나라 등 아시아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가 좀 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에 이를 신체적인 문제로 여기게 된다(Lam et al., 2011). 면담에서도 의료

진과 환자가 직접 마주보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심리적인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이 

병원을 방문하게 하는 더 큰 이유라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구를 외국 특히 

서양의 암환자들이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요구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이다(Lam et 

al., 2011; Beesley et al., 2008; Harrision et al., 2009).

성적 영역에서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낮았지만 

진단 후 2년 미만인 군에서는 14.49(±20.48)점이었으나 5년 이상인 군에서는 

28.24(±30.48)점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면담에서도 진단 후 5년 이상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는 치료로 여러 항암제를 조합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에 이로 인한 

성적 기능장애를 경험하게(Thors et al., 2001; Sanson-Fisher et al., 2000) 되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92.8%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고 이로 인한 성적인 기능장

애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 중에는 생사의 기

로에 놓여 있어 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성기능이 낮아져 있고

(Kiserud et al., 2009) 성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인 금기나 부끄러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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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장순

복, 1996). 

 국내 연구에서 폐암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를 조사한 함윤희(2008)와, 혈액

암 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를 조사한 정아랑(2010)의 연구에서는 성적 영역이 가

장 낮아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성에 대한 태도가 아직은 보수적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 하는 문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

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암종의 암 치료 후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Boyes 등(2010)의 

연구와 Knobf 등(2012)의 연구에서 성적 영역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전체 암환자 중에서 성기능의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

이 50%이고, 이러한 문제는 1-2년 안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 심각한 실정이라

는 것(Baker et al., 2005)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Holzner 등(2001)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 성기능과 성적 즐거움이 

진단 후 2-5년 사이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진단 후 5년 이상에서는 가장 낮다고 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암생존자의 성적인 문제나 기능장애

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존재하고 진단 후 5년 이상이 지나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은 림프종 생존자의 13%가 임신에 대해서, 28%는 성기능에 대한 정

보를 더욱 원하고 있음에도(Hammon, 2008) 불구하고 환자를 사정할 때 성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고 질병이나 치료에 의한 성문제에 대한 정보나 상담 및 교육의 

제공도 미비한 실정이다(이세영, 2006). 특히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0대이

고 절반 이상이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림프종 생존자에게서 성적 영역의 지지적 케

어요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

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에게도 성과 관련된 문제를 편안하게 호

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문제점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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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가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의 지지적 케어 요구는 다른 영역과 달리 진단 후 5년 이

상의 군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았다. 이는 치료가 끝나고 생존자의 시기로 가면서 치

료의 부작용이나 이로 인한 불편감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부인암, 비호지킨 림프종을 대상으로 치료 종료와 6개월 뒤 지지

적 케어요구도를 전향적으로 확인한 Armes 등(2009)의 연구결과나 수술 후 유방암 

환자의 경과기간에 따른 지지적 케어요구도를 조사한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도 

수술 후 5년 이상 군이 1년 이상의 군보다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

구도가 의미있게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다른 암종에서도 치료로 인

한 부작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어 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면담 결과 림프종 생존자들은 치료의 부작용 이외에 관절의 통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나 제한된 외래 진료 시간과 몇 개월 또는 일 

년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현실적인 제한점으로 인해 불편감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또 여기에 본 연구 대상자의 50%는 다른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도 역시 환자 스스로의 몫이었다. 실제로 암생존자는 

암치료로 인한 후기 영향과 기존의 위험인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동반되는 만성질환

의 잠재적 위험이 높고 흔히 만성질환이 발생하는데(서홍관 외, 2013) 이에 대한 관

심이나 관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료 후 암생존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이나 치료부작용 이 외의 증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관리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진단 후 직업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의 지지적 케어 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서 직업은 

정상을 회복하고 예전의 삶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경제적인 소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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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산활동인 동시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다(서홍관 외, 2013). 그러나 암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모두가 성공적으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Moles 등(2007)의 연구에서도 진단 후 5-15년 이

상 경과한 비호지킨 림프종 생존자의 41%에서 직업이 바뀌거나 근로시간 감소, 일

의 중단이 있었다. 여기에 암 관련 여러 증상이 암생존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면서 직

장 복귀를 저해하게 되고 업무의 변화는 신체적인 기능과 음의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가 있기 때문이다(Moles et al., 2009). 

지은정 등(2004)의 연구에서는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해소되더라도, 의료비 부담으로 자산이 잠식될 뿐만 아니라 가계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하며, 건강악화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근무조건이 융통

성이 있고 자기 통제력이 높은 자영업 및 퇴직으로의 전환을 유인하여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며, 소득·소비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대처능력을 더욱 악화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Siegel 등(1991)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신체적 안녕은 물론 치료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암환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영향을 파악하고 암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지원으로 실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취업의 기회 제공, 소득 보전 등의 다

양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김윤구, 2011). 

 

심리적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10개 문항 중 심리적 영역이 1문항이었다. 심리적 

영역에서 중간 정도 이상 높은 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로 

나타났고, 실제로 면담을 해보면 치료가 끝난 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재

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했다. 치료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암의 재발이라는 공포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으



- 57 -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발의 공포는 또 다른 심리적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Sneeuw et al., 1992), 치료의 결과나 질병의 예후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이은경, 2005). 

Hodgkin 등(2007)은 진단 후 2-10년이 경과한 유방암 환자의 지지적 케어요구

도 조사에서 역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32.7%로 제일 높게 나타나 진단 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암환자에게 발생하는 심리적인 측면의 문제를 진단 시점

부터 치료를 마치고 생존자의 시기까지 주기적으로 사정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제

공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교가 없는 경우에 심리 영역의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았다. 암환자들은 

여러차례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고통,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심수경, 2007)와 영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된다(Meraviglia, 2006; 

Skalla & McCoy, 2006). 이러한 영적 고통에는 인생의 의미 상실, 죽음에 대한 불

안,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등이 발생하여 영적인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이원희, 

2000; 박옥선, 2008). 이런 절망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암환자들이 있는

데, 이는 초월적인 존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

치를 찾고 자신의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Soeken & Carson, 1987; Burkhardt, 1989). 종교가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를 유지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암은 환자의 삶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스트레스 및 영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치료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지적 케어의 제공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환자 간호 및 지지영역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에서 림프종 생존자들은 면담 결과 

그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나약해진 환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고 재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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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로 인해 때때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따뜻

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llen 등(2009)은 유방암으로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종료한지 1년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료의 종료로 인해 암생존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지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치료와 상관없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무수히 많은 감정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암환자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적응하는 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

과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체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응답한 빈도가 높은 상위 문항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28.4%),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27.8%)로 크게 재발 여부와 

부작용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면담에서도 치료 후 나타나는 후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료진의 관심이 부족하고 단지 시간이 경과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처음에는 이러한 힘든 증상을 참고 견뎌

본다고 하였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런 증상이 혹시 재

발의 증상이 아닌지 걱정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암 재발에 대한 공포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발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환자의 인식을 

확실하게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암생존자에게 재발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재발이 의심될 때 언제든지 적극적인 

상담과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Friedman 등(2010)의 호지킨 림프종 생존자와 의사와의 의학적, 심리사회적 정

보요구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암생존자들은 재발에 대한 스크리닝 계획, 치료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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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다양한 암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 암의 재발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의 의학적 

문제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정보 요구가 치료성과, 암의 종류와 병기, 미래의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의 위험

성, 치료의 부작용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질병

의 경과 시기별로 환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면담의 결과 환자들의 음식과 운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면담에서 암생

존자들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교육은 먹으면 안되는 음식에 중점을 두고 교육

을 하는데 그보다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원했다. 특히 먹고 싶어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알고 싶어 했다. 또

한 이미 완치가 된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이겨냈는지, 회복에 도움이 되거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식단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원하였다. 이은현(2010)의 연구

에서도 한국의 암환자는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끝난 후 추후관리 단계에서 무엇을 

얼마나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의미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것은 암 발생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식사는 중요한 요인이자 바꿀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암화학

요법 후 미각과 후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내서 김창의(1996)는 항암화학요법 후 92%

가 입맛의 감소, 쓴맛이나 기분 나쁜 신맛 등의 미각의 변화와 동시에 모든 냄새에 

민감해지고 소독약 냄새,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나쁜 냄새에 민감해지는 등 후각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암환자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은 영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식이요법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질병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습관의 문제점을 알고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윤진숙 외, 2002) 잘못

된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환자가 접한 여러 상황과 요구를 충

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리방법과 레시피의 제공은 물론 먹을 수 있는 음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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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더 초점을 맞추어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암은 운동조절 장애, 감

각저하, 인지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많은 기능적 장애와 활동 제한, 직접적 

제한을 유발하게 되고(Fialka et al., 200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을 택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Courneya 등(2009)의 연구에서 림프종 환자에게 유

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환자의 신체기능, 전반적인 삶의 질, 피로, 일반적인 건강, 행

복감, 우울, 심혈관계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면담에서도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운동을 많이 선택하고 있었지만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위에서 좋다는 것을 따라하면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암생존자들이 

치료를 마친 후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

아졌고 이에 따라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의 주요 추진과제에 암환

자 재활·완화의료 지원강화가 포함되어 있지만(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6), 아직은 이런 현실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나 문제점조차 파

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암생존자에게 존재하는 기능장애의 문제를 파악하고 

암생존자를 위한 재활이나 기능적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

자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운동의 종류와 방법 및 재활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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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림프종은 치료의 반응율이 높고 이로 인해 생존율이 높은 암중 하나이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후기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어 이제는 치

료중인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마친 생존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제공해

야할 시점이다. 특히, 치료 이후 암생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는 생

존 시기에 따라 다르나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가 끝나게 

되면 몇 개월 또는 일 년에 한번씩 의료적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적절한 돌봄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를 마친 림프종 생존자가 인지하는 지지적 케어요구를 포

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국내 첫 시도로서 진단 후 경과시기에 따른 림프종 환자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 서비스 및 중재를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치료를 종료한 림프종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와 관련 요인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는 21.10(±25.00) ~ 36.63(±26.46)점의 분포를 

보여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성적 영역이 21.10(±25.00)점으로 가장 낮았고 신

체 및 일상생활 영역 22.50(±23.63)점, 심리적 영역 25.21(±22.156)점, 환자간호 

및 지지영역 25.77(±25.00)점 이었고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이 36.63(±26.46)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음식과 운동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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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를 마친 림프종 생존자에게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대처 및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정보가 많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진단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진단 후 5년 이상의 군이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을 제외한 성적 영역, 심리적 영역, 환자간호 및 지지 영역,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모두 높았다. 특히 성적 영역에서는 진단 후 5년 이

상의 군이 2년 미만인 군보다 유의하게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았다.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하

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마치고 5년 이상이 경과한 생존자에게도 성기능 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제반 특성에 따라 성적 영역에서는 진단 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종교

가 없고 기혼이며 항암치료를 받은 군에서 높았다.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여

성이거나 종교가 없고 진단 후 직업의 변화가 있거나 현재 직업이 없으면 높은 지

지적 케어요구도를 나타냈다. 심리 영역에서는 종교가 없고 직업의 변화가 있거나 

월평균 가계 수입이 200 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지적 케어 요구도가 높았다. 환자간

호 및 지지 영역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에 지지적 케어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직업

이나 진단 후 직업의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치료를 마친 림프종 생존

자의 지지적 케어요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실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취업의 기회 

제공, 소득 보전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치료 후 추후관리 단계에 있는 림프종 생존자에게 체계적인 접근과 따뜻한 보살핌

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적임자는 종양전

문간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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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 추출한 일개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림

프종 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림프종 환자의 치료 후 경과에 따라 지지적 케어 요구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3)　림프종 환자의 지지적 케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림프종 생존자의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양전문간호사처럼 의학적인 지식과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 및 자문과 상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지지적 케어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스크리닝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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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 연구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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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동안에,
다음 항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던 정도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도움이 필요함

해당사항
없음

이미
해결됨

약간
필요함

많이
필요함

아주 많이
필요함

1.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4번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면,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얻지 못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
다음 항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던 정도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도움이 필요함

해당사항
없음

이미
해결됨

약간
필요함

많이
필요함

아주 
많이

필요함

1. 통증 때문에 힘들었다. 1 2 3 4 5
2. 기운이 없고 피곤했다. 1 2 3 4 5
3. 대부분의 시간에 몸 상태가 편치 않게 느껴졌

다. 1 2 3 4 5

4. 집안일을 하기 힘들었다. 1 2 3 4 5
5. 예전에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1 2 3 4 5
6. 불안했다. 1 2 3 4 5
7.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1 2 3 4 5

〈부록 2〉 지지적 케어요구도 설문지

다음은 귀하가 필요로 하는 지지적 케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지

난 한달 동안 각 항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던 정도를 아래 예와 같이 표시해주시

기 바랍니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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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동안에,
다음 항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던 정도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도움이 필요함

해당사항
없음

이미
해결됨

약간
필요함

많이
필요함

아주 많이
필요함

8. 슬프게 느껴졌다. 1 2 3 4 5
9. 암이 번져나갈까 두려웠다. 1 2 3 4 5
10. 치료결과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까 걱정스러웠다. 1 2 3 4 5

11.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힘들었다. 1 2 3 4 5
12.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

었다. 1 2 3 4 5

13.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1 2 3 4 5
14. 죽음과 암종에 대해 두려웠다. 1 2 3 4 5
15. 성감이 변화되었다. 1 2 3 4 5
16. 부부관계가 변화되었다. 1 2 3 4 5
17.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

에 힘들었다. 1 2 3 4 5

18. 내가 어떤 암 전문가를 만날지 선택할 수 있
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19. 내가 어느 병원을 다닐지 좀 더 선택할 수 있
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20.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상적 이라고 의료진이 
안심시켜주면 좋겠다. 1 2 3 4 5

21.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의료진이 신속히 
도와주면 좋겠다. 1 2 3 4 5

22. 의료진이 나의 감정과 정서적인 요구를 알아
주고 민감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23. 나를 돌보는 데 중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24.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대한 정보
(글이나 도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25. 내가 알고 싶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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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동안에,
다음 항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던 정도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도움이 필요함

해당사항
없음

이미
해결됨

약간
필요함

많이
필요함

아주 많이
필요함

26.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의료진이 신속히 
도와주면 좋겠다. 1 2 3 4 5

27. 의료진이 나의 감정과 정서적인 요구를 알아
주고 민감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28. 나를 돌보는데 중요한 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
공받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29. 집에서 암과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대한 정보
(글이나 도표나 그림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30. 내가 알고 싶은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31.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치료법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
다. 

1 2 3 4 5

32. 가능한 한 빨리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었으
면 좋겠다. 1 2 3 4 5

33. 암이 조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지 알려 주었
으면 좋겠다. 1 2 3 4 5

34.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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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반구조화된 면담에 이용된 주요 면담 질문지

· 림프종 진단 후 주변사람들이나 의료진이 주는 도움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아쉽거나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필

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성이나 성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정보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신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　림프종 진단 후 간호나 지지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　주위에 혹은 다른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의료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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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반적 사항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거나 직접 기입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또는 별거       ④ 사별

2.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초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3. 현재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주부      ② 직장인(일용직포함)      ③ 휴직 또는 병가   ④ 자영업    

   ⑤ 기타 (학생, 군인 등 )   ⑥ 퇴직함    ⑦ 없음

4.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직업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    ⑤ 없음

6. 귀하의 가계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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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앓고 계신 질환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뇌혈관질환 (예: 뇌졸중, 뇌출혈)      

□ ② 심장질환 (예: 협심증, 심근경색증, 만성심부전)

□ ③ 당뇨병                                 

□ ④ 간질환 (예: 만성간염, 간경화)

□ ⑤ 폐질환 (예: 만성기관지염, 천식)         

□ ⑥ 고혈압

□ ⑦ 소화기계 질환 (예: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 ⑧ 근골격계 질환 (예: 퇴행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 ⑨ 신장 질환 (예: 만성신부전 등)

□ ⑩ 기타 질환 (자세히:                         )     

□ ⑪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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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ortive Care Needs of Lymphoma Survivors after Treatment

Lee, Su Yeon

Department of Oncology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number of lymphoma patients completing treatment and transitioning 

into survivorship has been increasing consist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upportive care needs of lymphoma survivors 

according to length of time after treatment, and the related factors influencing 

the supportive care needs

This is a cross sectional study using the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 Data were collected from 194 patients with lymphoma 

after treatment at the oncology outpatient clinic of ‘A’ hospital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12. Informed written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 post hoc test using SPSS win 18.0. 

An exploratory interview was also done with 10 survey respondent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for content analysis.



- 85 -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Lymphoma survivors had a low level of supportive care needs. The 

score of ‘health system & information(36.63±26.46)’ domain showed 

highest among all domains, followed by ‘patient care & 

support(25.77±25.00)’, ‘psychological(25.21± 22.15)’, ‘physical and 

daily living(22.50±23.63)’, and ‘sexuality(21.10±25.71)’.

2) The level of supportive care needs related to time since diagnosis 

significantly differed in sexuality domain. Lymphoma survivors over 5 

years since diagnosis had significantly higher needs than the patients 

with a survival duration less than 2 years.

3) Levels of supportive care needs in each domai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factors; (a) time since 

diagnosis, religion, marital status, previous chemotherapy(sexuality 

domain), (b) gender, religion, occupation, change of occupation after 

diagnosis(physical & daily living domain), (c) religion, change of 

occupation after diagnosis, average monthly income(psychological 

domain), (d) religion(patient care & support domain)

In conclusion, lymphoma patients after treatment had low level supportive 

care needs, especially lymphoma survivors over 5 years since diagnosis, who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exuality domain needs than patients with a 

survival duration less than 2 years. Thes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iority 

areas for providing patient-centered supportive care for lymphoma patients 

after treatment.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with mor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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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factors influencing the supportive care needs to exp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longitudinal studies are suggested to identify the 

changes in supportive care needs along the cancer trajectory. In addition, it is 

also imperative to develop programs to meet the supportive care needs of 

patients and apply them in practice.

Key words : Lymphoma, Survivorship, Supportive care nee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