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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본연구는항암화학요법을받는전이또는재발한대장암환자의의료인 지지,지식
정도및정보요구,삶의 질을파악하기위해시도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의료인 지지는 태영숙(198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중 의료인 지지에

관한 8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항암 요법 및 관리에 관한 지식 정도와 정보 요구
는 선행 연구(권인수,은영,1998;김기연,2002;허혜경,2000;서미숙,2003)에 기
초하여 문항을 수집,구성한 후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사용하
였다.대상자의 삶의 질은 Cella(1993)가 대장 직장암환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FACT-C(FunctionalassessmentofcancerTherapy-scalesforColorectalCance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Y대학 병원에서 항암 화학 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한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설문지
의 내용을 직접 읽어주고 기재하는 면접 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자료의
분석은 SPSS11.5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적 통계,t-test,
ANOVA분석방법을적용하였으며,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 같다.
항암화학요법을받는대장암환자가지각한의료인지지 정도는총평균22.7(최대

값 29최소값 16)이였으며,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 정도에서 지식 정도는 총 평균값이
“모른다”가 60.2%,“알고 있다”가 39.8%이며,정보 요구는 총 평균값이 “필요하다”가
93.4%,“필요하지 않다”가 6.6%로 나타났다.영역별 지식 및 정보 요구 정도를 비교한
결과 지식 정도는 치료 기간 동안의 자가 관리(43.5%),치료 계획(38.6%),항암 화학 요
법(34.9%)의 순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정보 요구는 치료 계획(99.3%),항암 화학
요법(94.7%),치료 기간 동안의 자가 관리(86.4%)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암환자
의 영역별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한 결과 신체적(4.43),정서적(4.13),기타(3.72),사회/가
족적(3.48),기능적(3.30)순이었다.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연령
(t=4.68p=0.013),주간호 제공자(t=8.700p=0.00),가정의 월수입(t=2.989p=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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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시기(t=3.943p=0.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의료인 지지에 있어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과 식이 등에 대한 교육

정보에 관한 지지는 충분하지만 정서적 지지는 많이 부족함을 나타내었으므로
전이 또는 재발된 환자들에게 있어 정서적 지지야 말로 가장 필요한 간호임을 확
인하였다.그러므로 의료진은 정서적 영역을 지지해 줄 중요한 지지체임을 인식하
고 지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인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사료된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대대대장장장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정정정보보보 연연연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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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주요 건강 문제이다.진단 기술의 발달,조기 진단과 중재,새롭고 정밀
한 치료법,환경내의 발암 물질에 대한 지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와 사망률 감소가 괄목할 만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은 나날이 증가해 우리
나라 사망 순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유미자,2002).
특히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의 발생률이 높아 일반

적으로 ‘선진국형 암’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서양의 경우 암 사망에 있어서 제
2위를 차지하는 암으로서 전체 암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위
암,폐암,간암에 이어 네 번째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가족력이나 지방 섭취
가 많은 서구적인 식생활 등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다.위암,간암
및 자궁 경부암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들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감
안한다면 대장암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에서 발생하는 암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정승용,2002).
대부분 전이 또는 재발되어 항암 화학 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대장암 환

자는 selfcare가 100%로 가능한 ECOG(Eastern CooperativeOncology Group)
performancestatus1-2측정되며,항암 화학 요법을 받지 않을시 중앙 생존 기간
이 4-6개월로 불량한 예후를 보이므로 이들에게 있어 항암 화학 요법의 시행은 꼭
필요하다.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계속적으로
항암 화학 요법을 받으면 수명 연장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암환자는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환자의 가족 지지와 의료 전문인 지지를 중요

시하며 이들의 지지는 암환자가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삶의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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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경봉,김성태,1988;조계화,김명자,1997).더
욱이 전이성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는 계속되는 항암 화학 치료를 받음에도 불
구하고 전이 또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병
원에서 만나는 다른 암환자에게서 듣는 정보도 중요시 하지만 무엇보다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자신의 병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병에 관한 지
식과 생활 습관,식이 요법,대체 요법,계속되는 항암 화학 요법의 부작용을 줄이
기 위한 정보 등을 의료 전문인에게 얻고자 하며 이는 의료 전문인의 지지 정도
에 따라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의 부작용과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두려움,불안감을 낮출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의료인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한다.암환자들은 자신
의 병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병에 관한 지식과 생활 습관,식이 요법,대
체 요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그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맞서 끝까지
자신들의 생명에 집착하고,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그들은 신체적,사회적,정서적,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영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인 간호를 받고 싶어 하고,또 한
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에 매달린다(서미숙,2003).그러므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환자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사정
하고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정보 요구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식 정
도 및 정보 요구에 대한 사정은 의료 전문인에게 기대하는 의료인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며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암치료 경과와 관련하여 치료 성과 측정치로서 삶의 질도 함께

평가하는 추세이다.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암질환의 치료 및 회복에 있어 생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
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수차례의 항암 화학 요법을 견디면서 신체적으로 기
능이 저하되거나,사회,직업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불안하고 우울해지는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된다.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는 경제적인 부담도 크며,외모,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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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데,이는 암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지불해야하는 대가이
다(Holland,1981;Hersh,1982).암환자의 삶의 질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고려
할 때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의 신체적 회복과 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
하는 기능 상태에 대한 측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김기연,2002;김희정,2005;서미숙,2003;허혜경,2000)를 보면 정보
요구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환자의 지식 정도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의료인 지
지와 지식 정도,정보 요구를 관련 지어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이에
본 연구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전이성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의 의료인 지
지,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환자가 인지하는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환자의 안녕을 위한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시도로 계획되었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전이성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
자의 의료인 지지,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가 지각한 의료인 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2)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가 지각한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를 파악
한다.

3)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가 인지한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4)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지지,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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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항항항암암암 화화화학학학 요요요법법법을을을 받받받는는는 대대대장장장암암암 환환환자자자

(1)이론적 정의
:항암 화학 요법이란 악성 종양의 성장을 억제,변형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
학적 치료 방법으로,치료(care),통제(control)또는 완화(palliation)를 시키는 4가
지 치료 방법 -수술,방사선 치료,항암화학 요법,생물치료(biotherapy)중의 하
나이다(김복자,2000).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이를 통칭하
여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암정보,2003).

(2)조작적 정의
:대장암은 직장을 제외한 결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전이 또는 재발되어
항암 화학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항암 화학 치료제인 경구용
Fluoropyrimidine(Xeroda, UFT, Furtulon, TS-1), 5-FU, Irinotecan(CPT-11,
Campto),Oxaliplatin(Eloxatin),Cetuximab(Erbitux),Bevacizumab(Avastin)중에 2
가지 이상의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말한다.

222)))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1)이론적 정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 체제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 경험을 하는 상
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을 말한다(홍근표,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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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의료인 지지는 의사,간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지지이며,
태영숙(198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중 의료인 지지를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33)))지지지식식식 및및및 정정정보보보

(1)조작적 정의
:권인수,은영(1998),김기연(2002),서미숙(2003),허혜경(2000)문헌을 바탕으로 연
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

(1)이론적 정의
:삶의 질이란 신체적,사회 경제적,정신적 및 영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행복감,만족감 등을 의미한다(Ferrans,1990).

(2)조작적 정의
: Cella(1993)가 대장 직장암환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FACT-C(Functional
assessmentofcancerTherapy-scalesforColorectalCancer)를 측정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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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암암암환환환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인간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
아간다.이는 인간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
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
라 할 때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 인자가 될 수
있다(박지원,1985).또한 인간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일생동
안 지속되는 상호 지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
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스트레스의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해주고 건강 증진에 유용한 개념이다(노영숙,1997).
암환자들의 투병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

며 지지의 근원으로 가족과 의료인이 중요하며 암환자의 심리적 간호중재법으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영은,
1990;김명현,1996;태영숙,1986).
암환자들이 겪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Bloom,1982;Carey,1974;Thomas,Weiner,1974;Vachon,Lyal&
Rogersetal.,1979),암환자들이 초기 단계에 갖는 두려움 중의 하나는 그들이 사
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포기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서,환자들은 암
과 관련된 두려움이나 치욕감으로 인해 더욱 더 적절한 지지를 얻기가 힘들어진
다고 하였으며,대인 관계의 문제,암환자들이 동통,신체적 변화,치료,재발 등과
관련되는 불안과 씨름할 때 지지에 대한 요구는 훨씬 증가하게 된다 (Wortma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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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서 Cobb(1976)가족 구성원,직장 동료,지역 사회을
포함시켰고,Thiots(1982),Norback(1981)등은 부모,배우자,친구,친척,동료,성
직자,교사,전문가,그리고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 시설과 기구 등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는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형제,자매,자식,부모,기

타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 돌보아 주고,관심을 가지는 정서적 지
지,존경,존중,가치감을 갖게 해 주는 존경 지지,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
망에 속하는 일원임을 믿게 하는 네트워크 지지,상징,물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실질적 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Norback, 1981: 태영숙, 1985).
Dunkel-schetter(1984)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건강 간호 제공자로부터의
정보와 충고가 유용하다고 제시하였다.태영숙(1985)은 암환자에게는 의료인이 중
요한 지지체가 된다고 보고하였고,Caplan(1971)은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근원보
다 배우자와 전문가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했다.의료인 지지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경청,기술적 인정,기술적 도전,정서적
지지,정서적 도전,사회적 현실의 분담을 포함한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지이다.(태
영숙,1996)여러 선행 연구(고경봉,1988;권영은,1990;김명현,1996;장혜경,
1989;정주희,2003)에서도 삶의 질에 가족 지지나 의료인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질병의 진단,치료,재발로 인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

구가 증가되어 있는 암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
로 암환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과 건강 증진 행동 적응을 증진시킬 뿐 아리나 암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명실,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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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암암암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지지지식식식 정정정도도도 및및및 정정정보보보 요요요구구구

암환자들은 진단을 받은 후에 대응의 한 방법으로 자신이 부딪힌 상황을 조절
하기 위하여 정보를 찾으며,자신의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King,Hinds,1998).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는 환자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도와주

며 불안,우울,오심,구토,통증과 같은 증상의 감소와 수술후 진통제 요구량의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결과들을 향상시킨다.그리고 정보 제공은 지식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감소와 자가 간호 능력을 증진시키
며 더 나아가 자아 개념과 자존감의 향상 그리고 환자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Harris,1998:Treacy,Mayer,2000).정보의 부족은 환자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갖
게 하며(Mishel,1981),대처와 의사 결정에 위협을 주게 된다(Johnson,Lauver&
Nail,1989).
또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때 질병의 단계를 통해 실제

로 환자의 예후를 돕게 된다고 보았으며(홍성경,1994),암을 가진채 살아가야 하
는 암 환자에 있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대상자의 요구는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요
구로 질병 상태나 처치,수술,화학 요법,방사선 요법 등에 따르는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원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Fredette,Beattie,1986).권인수,은영
(199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암환자의 70%는 정서적 지지보다는 정보 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구체적으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가정 간호의 가능
성,식생활,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을 다스리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적 요구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허혜경(2000)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질병과 치료를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며,암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암 진단 방법,암의
치료,진단 검사,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방
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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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암암암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이란 인간 생활의 질의 문제인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
로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목적,방법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있어서 지금
까지 그 정의나 개념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노유자,1988).
삶의 질의 정의를 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다차원적 개념이며,정의도 다양

하다.세계 보건 기구가 내린 건강의 정의를 빌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
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이며,삶의 질(QOL)이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기대,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다
(WHO,1993).Ferrell,Wisdom,Wenzl(1989)은 삶의 질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차
원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첫째,삶의 질은 오직 개인들에게 관련되어 있다.둘
째,삶의 질 개념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망라해야한다.셋째,삶의 질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Campbell,Converse,Rodgers(1976)은 삶의 질을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

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으로 보았으며 Dubos(1976)는 일상생활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라고 했다.Olson(1980)은 삶의 각
영역에서 만족감에 의한 인지적 경험과 행복을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라고 했으며,
삶의 질은 개인에 의해 묘사되고 측정되며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희망,꿈,야망
에 달려 있다고 했다.삶의 질은 삶과 경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만 하며 질병
과 치료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높은 수준의 삶의 질은 개인의 희망과 기대가
경험에 의해 조화롭게 충족될 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낮은 수준의 질은 희
망과 기대가 경험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Padilla,Grant1985).
이러한 삶의 질 개념은 의학적 치료와 간호의 목적이 환자의 치유와 생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녕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였다(Johanna,Ferdinard,
1985).
특히 암은 질병 자체 뿐 아니라 치료의 부작용과 재발 가능성으로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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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단순히 생존율로 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 개념은 암 치료
와 암환자 간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결과변수로서 대두되고 이에 대
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오복자,1996;Padilla,1985).
또한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 측정에 포함하는 영역이 달랐으며 대부분의 경우

(1)신체 (2)정신 (3)사회 그리고 (4)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다루어 왔다.
처음 삶의 질 측정은 신체적 기능,경제 수준,성 기능 등 한가지 영역만으로 측
정하였으나 최근 들어 삶의 질의 다면적 특성이 개념화되고, 삶의 질 정의에도
이런 측면이 반영되면서 다양한 삶의 질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다(Spilker,1996;
U.S.DepartmentofHealth and Human Services,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InstitutesofHealth,1990; Ferrans,1990; Padilla,Ferrell& Grant
1990).노유자(1988)는 신체적,정신적,및 사회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
관적 안녕이 삶의 질이라 정의하고 여기에는 정서 상태,경제생활,자아 존중감,
신체 상태와 기능,이웃 관계,가족 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방활란(1991)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지하는 자신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
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고 정서 상태,사회적 활동,신체적 증상,가족의 지지 및
경제 상태,삶에 대한 태도,건강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고 하였다.또한 Padilla
등(1990)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할 경우 신체적,정서적,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사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Ferrell등(1989)은
삶의 질 모델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인 안녕의 네 가지 영역을 지니며,
총제적인 삶의 질은 네 가지 영역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적 안녕감에 초점을 둔다
고 하였다.Cella(1993)는 신체적,사회/가족적,정서적,기능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라 정의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요인도 다양하며 질병과 관련된 요인(현재

의 질병 상태,치료 효과,치료의 부작용 등)과 질병과 무관한 요인(대상자의 성격,
대처 방식,자아 존중감,학습 정보의 자원성,사회적 지지,인지 기능 등)모두가
영향을 준다(Dirksen,1989;Irvine,1997;Pedro,2001).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사회적 지지(정주희,2003;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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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등,2002;허혜경 등,2003;AngelaSammarco,2003)자아 존중감(윤수정,
2000;LeliW.Pedro,2001),지각된 건강 상태(오복자,1997;Padilla,Ferrell,&
Grant,1990),자가 간호 역량(김은희,1997;정연,1993;이민숙,2004),희망(조계
화,손보경,2004;태영숙,강은실,이명화,박금자,2002),자기 효능(오복자,1994;
LeliW.Pedro,2001)을 삶의 관련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암은 질병 자체뿐 만아니라 치료의 부작용과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가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종양으로 인한 신체적,사회 심리적,영적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암 환자들을 포함한 대장암 환자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로는 계

속되는 치료와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동 참여에 제한
을 받게 되고,무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불편감,자기 수용과 사회 적응에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됨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한윤복,노유자,김남초,김희승,1990).

이상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사회/가족적,정서적,기능적 영역에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안녕 정도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삶의 질를 파악하
여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 지지를 높여
주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질적인 간호 중재 방법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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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의 의료인 지
지와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자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한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만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2)질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3)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
4)항암 화학 요법 치료 주기에 있는 환자
5)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재발성 및 전이성 대장암 환자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11)))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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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지(8문항)+의료인 지지(8문항)로 구성된 태영숙(1986)이 개발한 사회
적 지지 측정 도구인 5점 척도 16문항 중 의료인 지지 문항을 8문항을 측정한 값
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의료인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의료
인 지지는 의사,간호사에 의해 제공되어 지는 것으로 경청(listening),기술적 인
정(technical apprecoation), 기술적 도전(technical challenge), 정서적 지지
(emotionalsupport),정서적 도전(emotionalchallenge),사회적 현실의 분담
(sharingsocialreality)의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태영숙,1986)여기서
기술적 도전 영역인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때 안오는 이유를
물었으며 규칙적 방문을 권유하였다”문항은 설문에 응답한 모두 해당사항이 없
다고 답하여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태영숙(1986)의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는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0.62였다.

2)))지지지식식식 정정정도도도 및및및 정정정보보보 요요요구구구

선행 연구(권인수,은영,1998,김기연,2002;서미숙,2003;허혜경,2000)에 기
초하여 문항을 수집,구성한후 내용 타당도의 검토를 위해 간호사,지도 교수 등
4인에게 검증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항암 화학 요법에 관한 3문항,
치료 기간 동안의 자기 관리에 관한 5문항,치료 계획에 대한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0.68였다.

333)))삶삶삶의의의 질질질

FACT-C(Functionalassessmentof cancer Therapy- scales for Colorectal
Cancer)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자기 보고식 평가 도구이며,암환자들에게 보
편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27문항에 대장 직장암과 관련된 특수한 삶의 질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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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7문항을 추가한 측정도구이다.신체적 영역(7문항),사회/가족 영역(7문
항),정서 영역(6문항),기능 영역(7문항)의 네 영역으로 나누고,대장 직장암의 특
정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대장 직장암 특정영역(7문항)을 추가하였다.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점수가 높
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0.76이였다.

444...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6월 24일까지,자료
수집 방법은 서울시에 위치한 Y대학 부속병원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입
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환자를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면서 설문지의 각 문항을 읽어주고 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설문지에 기재
하는 방식을 취했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1.5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료인 지지,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삶의 질은 기술 통계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지지,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삶의 질은
t-test,ANOVA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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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자가 30명으로 47.6% 여자가 33명으로 52.4%였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28명으로 44.4%를 차지하였으며,결혼 상태는 기혼
이 58명(92.1%)였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졸이 24명으로 38.1%를 차지했으며,종교는 기독교가 31

명(49.2%)으로 가장 많았고,종교 없음(27%),불교(14.3%),천주교(9.5%)로 분포되
었다.직업은 47명(74.6%)이 없었으며,동거 가족수는 3-4명이 35명(55.6%)로 가장
많았고,주간호 제공자는 배우자가 42명(6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자녀 13명(20.6%),없음 7명(11.1%)순서로 분포되었다.가정의 월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28명 (44.4%)로 가장 많았으며,수술 경험은 55명(87.3%)가 있었다.암
을 처음으로 진단 받은 때는 2006년이 24명(54%)로 가장 많았으며 2004-2005년 50
명(79.4%),2001-2003년이 8명(12.7%)이였다.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과 항암 화학 요법을 함께 병행한 경우가 50

명(79.4%)를 차지했으며,항암 화학 요법만 받은 경우 8명(12.4%),수술과 항암 화
학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함께 받은 경우가 5명(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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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

변수 구분 실수(N) 백분율(%)

성별 남
여

30
33

47.6
52.4

연령 50세이하
51-60세
61세이상

15
20
28

23.8
31.7
44.4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58
4
1

92.1
6.3
1.6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
17
24
12

15.9
27.0
38.1
19.0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없음

31
9
6
17

49.2
14.3
9.5
27.0

직업유무 무
유

47
16

74.6
25.4

동거가족수 2명이하
3-4명
5명이상

24
35
4

38.1
55.6
6.3

주간호제공자 배우자
자녀
부모
없음

42
13
1
7

66.7
20.6
1.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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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계속>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

222...항항항암암암 화화화학학학 요요요법법법을을을 받받받는는는 대대대장장장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대상자가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의료인 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값,최소값,평
균,표준편차를산출한결과는<표2>와같다.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의료인 지지 문항별에서는 “내가 불평

을 할 때 비판없이 귀를 기울여 주었다”(평균 4.22),“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
를 잘 받을 때 칭찬을 해 주었다”(평균 4.21),“내가 질병 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일깨워 주었다”(평균 3.89)순으로 나타났으며,“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거나 만나보도록

변수 구분 실수(N) 백분율(%)

가정의월수입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0만원이상

28
17
10
8

44.4
27.0
15.9
12.7

수술경험 무
유

8
55

12.7
87.3

처음으로암을진단
받은때

2001-2003년
2004-2005년
2006년

8
50
5

12.7
79.4
7.9

현재까지치료방법 항암화학요법
수술+항암화학요법
수술+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8
50
5

12.7
79.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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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해 주었다”(평균 1.89),“나의 병이 악화되어가고 부작용이 심해져도 조건 없
이 한 인간으로서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평균 1.8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2)

<<<표표표222>>>문문문항항항별별별 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정정정도도도 (((NNN===666333)))

영역 변수(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청 내가불평을할때비판없이귀를
기울여 주었다 4.22 0.52 3-5

기술적
인정

규칙적인병원방문과치료를잘받을때
칭찬을해주었다 4.21 0.63 2-5

치료방법및부작용에대해자세히
설명해주며치료계획에참여

시켜주었다
4.08 0.57 2-5

정서적
도전

내가질병치료에실망하지않고
최선을 다하도록나를일깨워주었다 3.89 0.76 1-5

사회적
현실
분담

나와 같은병을가진사람으로잘 적응하고
있는사람에대해이야기해주거나
만나보도록 주선해주었다

1.89 1.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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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계속>문항별 의료인 지지 정도 (N=63)

대상자의 의료인 지지 정도는 총평균 22.7,표준 편차 3.39로 중상위 정도로 나
타남을 알 수 있다.(표2)
영역별에서는 경청 평균 4.22,기술적 인정 평균 4.15,정서적 도전 평균 3.89,

정서적지지 평균 2.21,사회적 현실 분담 평균 1.89순으로 나타났다.(표3)

<표3>영역별 의료인 지지 정도 (N=63)

변수(영역별) 문항수 영역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경청 1 4.22 0.52

기술적인정 2 4.15 0.51

정서적 도전 1 3.89 0.76

사회적현실분담 1 1.89 1.17

정서적지지 2 2.21 1.04

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777 333...222444 000...444888

영역 변수(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지지

내가괴롭고슬플때삶에대한 긍정적인
말과희망을 갖도록 권유해 주었다 2.52 1.26 1.26

나의병이악화되어가고부작용이심해져도
조건없이한 인간으로서곁에있어

힘이되어주었다
1.89 1.14 1-4

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222222...777 333...333999 111666---22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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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항항항암암암 화화화학학학 요요요법법법 및및및 관관관리리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정정정도도도와와와 정정정보보보 요요요구구구

대상자의 항암 화학 요법 및 관리에 관한 지식 정도와 정보 요구는 백분율로
산출했으며 결과는 <표4><표5>와 같다.
항암 화학 요법 및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정보 요구의 문항별 지식 정도에서

“알고 있다”는 치료 기간 중의 식이(66.7%),신체적 활동 수준(58.7%),항암 화학
요법의 스케줄(55.6%)순으로 나타났으며,“모른다”는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방법
(85.7%),치료 종료 후 계속적인 진료 계획(77.8%),항암 화학 요법의 약물 종류
투여 시기,기간,방법(71.4%)순으로 나타났다.(표4)정보 요구에서 “필요하다”는
치료 계획 영역에서의 모든 문항 항암 화학 요법의 스케줄(100%),치료 종료후 계
속적인 진료 계획(100%),재입원,외래,검사 등의 추후 일정(98.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필요 없다”는 자원 활용(39.7%),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방법(14.3%),
치료 기간 중의 식이(7.9%)순으로 나타났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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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문항별 항암화학요법및관리에관한지식정도 (N=63)

영역 변수(문항별)
백분율(%)

알고 있다 모른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의 약물 종류 투여 시기,

기간,방법 28.6 71.4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오심,구토,
식욕부진,설사,변비,구내염,감염

등)예방법
41.3 58.7

부작용(오심,구토,식욕부진,설사,
변비,구내염,감염 등)이 나타났을때의

관리 방법
34.9 65.1

치료
기간동안의
자기 관리

치료 기간 중의 식이(고단백,
저섬유식이,수분섭취,피해야하는
음식,권장 식품,건강 보조 식품)

66.7 33.3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완법,
마사지법,향요법,아로마 테라피,

명상법,신체활동)
14.3 85.7

신체적 활동 수준(걷기 등의 가능한
운동 종류 및 강도,사회 생활 및

취미 활동 가능성
58.7 41.3

자원 활용(사회사업가 연계,호스피스
간호,가정 간호연계,암환자 단체 및

관련 모임)
31.7 68.3

감염 예방(손씻기,마스크 착용,
상처났을때,열 났을때의 관리 방법) 46.0 54.0

치료 계획 항암화학요법의 스케줄 55.6 44.4

재입원,외래,검사 등의 추후 일정 38.1 61.9

치료 종료후 계속적인 진료 계획 22.2 77.8

지지지식식식 정정정도도도 333999...888 666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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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문문문항항항별별별 항항항암암암 화화화학학학 요요요법법법 및및및 관관관리리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정정정보보보 요요요구구구 (((NNN===666333)))

영역 변수(문항별)
백분율(%)

필요하다 필요없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의 약물 종류 투여 시기,

기간,방법 96.8 3.2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오심,구토,
식욕부진,설사,변비,구내염,감염

등)예방법
95.2 4.8

부작용(오심,구토,식욕부진,설사,
변비,구내염,감염 등)이 나타났을때의

관리 방법
95.2 4.8

치료
기간동안의
자기 관리

치료 기간 중의 식이(고단백,
저섬유식이,수분섭취,피해야하는
음식,권장 식품,건강 보조 식품)

92.1 7.9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완법,
마사지법,향요법,아로마 테라피,

명상법,신체활동)
85.7 14.3

신체적 활동 수준(걷기 등의 가능한
운동 종류 및 강도,사회 생활 및

취미 활동 가능성
96.8 3.2

자원 활용(사회사업가 연계,호스피스
간호,가정 간호연계,암환자 단체 및

관련 모임)
60.3 39.7

감염 예방(손씻기,마스크 착용,
상처났을때,열 났을때의 관리 방법) 96.8 3.2

치료 계획 항암화학요법의 스케줄 100.0 0.0

재입원,외래,검사 등의 추후 일정 98.4 1.6

치료 종료후 계속적인 진료 계획 100.0 0.0

정정정보보보 요요요구구구 999333...444 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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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도의 총 평균값에서는 “모른다”가 60.2%,“알고 있다”가 39.8%이며,정보 요
구에서는“필요하다”가93.47%,“필요하지않다”가6.53%로나타났다.(표6)
영역별에서는 정보 요구가 치료 계획 영역에서 99.3%,항암 화학 요법 영역에

서 94.7%,치료 기간 동안의 자기 관리 영역에서 86.4%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표6)

<<<표6>영역별 항암화학요법및관리에관한지식정도와정보요구 (N=63)

444...항항항암암암 화화화학학학 요요요법법법을을을 받받받는는는 대대대장장장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대상자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값,최소값,평균,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
는<표7><표8>과같다.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삶의 질 문항별에서는 “앓고 있다”(평균 4.94)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평균 4.90)“복부가 팽팽해지거나 쥐어뜯는 것처럼 아
프다”(평균 4.87),“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평균 4.84)순이었다.(표7)

영역
지식정도(%) 정보요구(%)

알고 있다 모른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항암화학요법 34.9 65.1 94.7 5.3

치료기간 동안의
자기관리 43.5 56.5 86.4 13.6

치료 계획 38.6 61.4 99.3 0.7

전전전 체체체 333999...888 666000...222 999333...444 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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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대상자의 문항별 삶의 질 (N=63)

영역 변수(문항별) 평균 표쥰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역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힘이 없다 4.35 0.74 2-5

4.43
(±0.40)

구토를 느낀다 4.51 0.78 2-5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3.62 0.85 1-5

통증이 있다 4.59 0.73 2-5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4.11 0.84 2-5

앓고 있다 4.94 0.30 3-5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4.90 0.35 3-5

합합합 계계계 333111...000222 222...777999 222222---333555

사회/
가족적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2.75 0.86 1-5

3.48
(±0.44)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4.68 0.76 2-5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2.81 1.09 1-5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4.75 0.74 1-5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한다 4.51 0.99 1-5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 4.84 0.52 3-5

성생활에 만족한다 1.00 0.00 1

합합합 계계계 222444...333333 333...000666 111444---3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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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계속>대상자의 문항별 삶의 질 (N=63)

영역 변수(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역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슬프다 4.57 0.62 3-5

4.13
(±0.49)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3.22 0.77 1-5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4.63 0.77 1-5

신경이 날카롭다 4.16 0.75 2-5

죽는게 두렵다 4.43 0.76 1-5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3.73 0.83 1-5

합합합계계계 222444...777555 222...666333 111888---333000

기능적 나는 일을 할수있다 3.30 0.91 1-5

3.30
(±0.57)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3.32 1.03 1-5

삶을 즐길수 있다 3.27 0.95 1-5

내 병을 받아들였다 4.22 1.08 1-5

잠을 잘 잔다 2.92 0.96 1-5

평소에 재미로하는 일들을
즐겁게 한다 3.17 0.89 1-5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2.87 0-79 1-5

합합합 계계계 222333...000888 444...000111 111333---3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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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계속>대상자의 문항별 삶의 질 (N=63)

영역 변수(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영역평균
(표준편차)

기타 복부가 팽팽해지거나 쥐어뜯는
것처럼 아프다 4.87 0.34 4-5

3.72
(±0.25)

체중이 줄고 있다 4.86 0.47 2-5

배변 조절이 잘 된다 3.17 0.83 2-5

소화가 잘 된다 3.00 0.44 2-5

설사를 한다 4.65 0.70 2-5

식욕이 좋다 2.89 0.54 2-5

내 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2.59 0.82 1-5

합합합 계계계 222666...000333 111...777888 222000---333111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111222999...222111 888...777000 999444---111444666 333...888000±±±000...2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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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삶의 질은 총평균 129.21,표준 편차 8.70으로 높게 나타났다.(표7)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 평균 4.43,정서적 영역 평균 4.13,기타 영역(대장
직장 특정 영역)평균 3.72,사회/가족적 영역 평균 3.48,기능적 영역 평균 3.30
순이었다.(표8)

<표8>대상자의 영역별 삶의 질 (N=63)

666...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의의의료료료인인인 지지지지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지지 <표9>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지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인 지지

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9.22p=0.000),동거 가족수가 적을수록 의료인
지지가 높았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또한 주간호 제공자
있음이 없음보다 의료인 지지가 높았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성별,결혼 상태,교육 정도,종교,직업 유무,가정의 월수입,수술 경험,암
진단 시기,치료 방법에 따른 의료인 지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9)

변수(영역별) 문항수 영역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신체적 7 4.43 0.40

사회/가족적 7 3.48 0.44

정서적 6 4.13 0.49

기능적 7 3.30 0.57

기타 7 3.72 0.25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333444 333...888000 000...22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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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지지 (N=63)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연령 50세이하
51-60세이상
61세이상

15
20
28

20.80
24.35
24.79

2.833
3.117
3.035

9.22 .000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
17
24
12

24.60
23.06
24.13
23.00

2.989
3.526
3.468
3.464

.723 .542

직업유무 무
유

47
16

24.15
22.38

3.388
3.138 1.841 .070

동거
가족수

2명이하
3-4명
5명이상

24
35
4

23.75
23.71
23.70

3.025
3.808
1.708

.037 .964

주간호
제공자

있음
없음

55
7

23.78
22.86

3.425
3.485 .663 .527

처음으로
암을

진단받은때

2001-2003년
2004-2005년
2006년

6
26
31

23.67
23.19
24.13

2.503
3.086
3.792

.531 .591

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항항항암암암 화화화학학학 요요요법법법 및및및 관관관리리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정정정도도도 및및및 정정정보보보 요요요구구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는 결과는 <표10><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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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항암 화학 요법 및 관리에 관한 지식 정도는 교육
정도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과 고졸 이상의 학력을 비교해 보았을때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게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동거 가족수에
서도 5명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살 때 지식 정도가 높게 나왔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성별,연령,결혼 상태,종교,직업 유무,주 간호 제공자,가정의 월수입,수술 경
험,암진단시기,치료방법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표10)

<표10>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 (N=63)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연령 50세이하
51-60세
61세이상

15
20
28

5.40
4.50
3.75

2.063
2.724
2.952

1.859 .165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
17
24
12

4.00
3.94
4.13
5.83

2.582
2.633
2.864
2.552

1.442 .240

직업 무
유

47
16

4.19
4.94

2.748
2.6954 -.942 .350

동거
가족수

2명이하
3-4명
5명이상

24
35
4

4.67
4.09
5.25

2.959
2.525
3.500

.530 .592

주간호
제공자

있다
없다

55
7

4.53
3.71

2.781
2.215 .742 .461

처음으로
암을

진단받은때

2001-2003년
2004-2005년
2006년

6
26
31

4.17
4.96
3.94

2.317
2.645
2.863

1.01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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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항암 화학 요법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요구는교육정
도에서 학력에 관계 없이 비슷한 평균을 보여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또한 동거 가족수가 많을수록 정보 요구가 높았지만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주간호 제공자도 있음이 없음보다 높은 정보 요구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성별,연령,결혼 상태,종교,직업 유무,가정의 월수입,수
술경험,암진단시기,치료방법에따라유의한 차이를보이지않았다.(표11)

<표1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 요구 (N=63)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연령 50세이하
51-60세
61세이상

15
20
28

10.33
10.00
10.21

.724
1.170
.976

.533 .589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
17
24
12

10.00
10.29
10.17
10.17

1.247
1.047
.963
.976

.185 .906

직업 무
유

47
16

10.13
10.31

1.035
.793 -.651 .517

동거
가족수

2명이하
3-4명
5명이상

24
35
4

10.08
10.17
10.75

1.176
.857
.500

.795 .456

주간호
제공자

있음
없음

55
7

10.24
9.57

.922
1.272 1.721 .090

처음으로
암을

진단받은때

2001-2003년
2004-2005년
2006년

6
26
31

10.50
9.88
10.35

.548
1.071
.915

2.07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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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표1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대상자의 연령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인 그룹에 비하여 50세 이하와 51-60세인 그룹에서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t=4.68p=0.013).주간호 제공자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을 비교
한 경우 배우자,부부,자녀 중의 주간호 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
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8.700p=0.00).가정의 월수입(t=2.989p=0.038)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300만원까지 수입이 많으면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시 감소되었다.암진단 시기(t=3.943p=0.025)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진단 받은 시기가 짧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직업 유무에 있어
없음의 삶의 질이 높게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또
한 성별,결혼 상태,교육 정도,종교,동거 가족수,수술 경험,치료 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12)

<표1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N=63)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성별 남

여
30
33

130.67
127.88

10.253
6.877 1.278 .206

연령 50세이하
51-60세
61세이상

15
20
28

126.47
126.30
132.75

5.743
11.216
6.665

4.689 .013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58
4
1

129.47
130.00
111.00

8.386
10.614
.

1.018 .368

교육정도 초등학교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0
17
24
12

130.30
127.47
130.96
127.28

6.601
6.492
7.244
14.233

.723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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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계속>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N=63)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orF P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없음

31
9
6
17

131.19
126.44
126.83
127.88

7.359
7.055
8.658
11.269

.578 .632

직업 무
유

47
16

129.57
128.13

7.315
12.104 .1.841 .070

동거
가족수

2명이하
3-4명
5명이상

24
35
4

130.21
129.11
124.00

8.119
9.361
4.320

.037 .964

주간호
제공자

있음
없음

55
7

130.84
115.71

6.582
12.257 3.206 .017

가정의
월수입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0만원이상

28
17
10
8

129.89
130.53
131.50
121.13

7.238
6.615
9.192
13.043

2.989 .038

수술경험 무
유

8
55

126.38
129.62

7.110
8.879 -.986 .328

처음으로
암을진단받
은때

2001-2003년
2004-2005년
2006년

6
26
31

120.33
129.46
130.71

14.597
6.301
8.331

3.943 .025

현재까지
치료방법

항암화학요법
수술+항암화학요법
수술+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8
50
5

126.38
130.30
129.21

7.110
7.215
19.045

2.26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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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받는 대장암환자의의료인지지와지식정도 및정보 요

구,삶의 질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연구에서의료인지지정도는 총평균22.7로 보통수준을나타냈다.하지만영역

별로 보면 정서적 도전 평균 3.89,정서적 지지 평균 2.21,사회적 현실 분담 평균 1.89의
평균 이하를 보였으며 기술적 도전 영역인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때
안 오는 이유를 물었으며 규칙적 방문을 권유하였다”항목은 설문 대상자 전원이 “해당
사항이 없다”로 응답해주었다.반면,경청 영역은 평균 4.22,환자가 병을 더욱 악화시키
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의료인의 의견을 필요로 하고 환자가 올바
르게 자신을 돌불 수 있도록 해주고 잘한 일은 칭찬해 주는 기술적 인정 영역은 평균
4.15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치료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작용,식이,신체 활동 정
도에 대한 교육 정보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해주고 잘 이행하고 있을 때 칭찬해주는 경
향은 많지만,자주 반복되는 입원 치료로 인해 몸 상태에 대한 불안감,미래에대한불확
실감에 대한 정서적 영역에서는 의료진이 먼저 격려하고 배려하는 점이 부족함을 나타
내었다.따라서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에게 정서적 영역에 중점을 둔 간호가 절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므로 의료진은 정서적 영역을 지지해 줄 중요한 지지체임을
인식하고 지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항암 화학 요법 및 관리에 관한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는

반복되는 항암 화학 요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식 정도 총 평균값에서 “알고 있다”가
39.8%,“모른다”60.2%로나타났다.이는연령,환자의몸상태,교육정도등의많은변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영역별로 보면 “항암 화학 요법”이 총 평균값에서 “알
고 있다”가 34.9%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익숙하지 않는 항암제의 이름과 자주 반복되
는 투여로 “알려주어도 잘 모른다”라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하지만 정보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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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영역에 대해 “필요하다”라고 94.7%응답한 것으로 보아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또한 “치료 계획”영역에서의 모든 문항은 지식 정도에서는 보
통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였지만 정보 요구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항암 화학 요법의 스케줄 및 재입원,외래,검사 등의 추후 일정 등은 환자의 몸 상
태에 따라 날짜의 변동 및 regimenchange등으로 치료 계획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
로 전적으로 의료진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문항별로 보면 “정신적인 스트
레스 해결 방법”은 총 평균값에서 “모른다”가 8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에 대한
정보 요구는 총 평균값에서 “필요하다”85.7%로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 입원 동안 강의
나 단체 교육을 원하는 분들도 계셨다.반복되는 입원으로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잠자
기,TV보기 등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암환자들에게 이러한 강의 및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한방법으로도꼭 필요하다.또한 자원 활용문항에서 지식 정도는총
평균값 “모른다”가 68.3%이고,정보 요구에서는 총 평균값 “필요하다”60.3%으로 다
른 문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자원 활용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몸 상태가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가정 간호와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개념
및 이해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치료 기간 중의 식
이”문항은 지식 정도에서 총 평균 값 “알고 있다”가 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정보 요구에서도 총 평균값 “필요하다”가 92.1%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지속적인 항암
화학 요법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몸 상태를 유지시키기위해 자기 관리중 식이부분에 대
해 환자의대부분이 관심을가지고 있었으며,자신이알고있는식이정보가 맞는지,또
다른 식이 교육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이는 허혜경(2000)의 암
진단후 기간에 따른 정보 요구에서 “치료 기간동안 자기 관리”“건강 식품과 식이 관
리”가 우선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문항의 세분화 정도가 다르지만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가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자의 대부분이 50세이상
이고,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으며,알고 있
지만 또 다른 정보 습득을 위해 대부분의 문항에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답했기 때문이
라본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총평균 129.21,표준 편차 8.70)중상위로 나타났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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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결과는 동일한 측정 도구로 측정된 자료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
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신임식,2005;정주희,2003;허혜경,김대란,
김대화,2003;태영숙 등 2002)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 정도가 중상위라는 보고와
유사하였다.일반적으로 반복되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
암 환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절망감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예
상과는 다르게 삶의 질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이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과 의료인으로부터 얻는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책자 등을 통한 지식 습득으로 항암 화학 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조
절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연령,교육 정

도,월수입,활동 정도,통증 유무,치료 경험,재발 유무,주간병자 등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금숙,2002;김경은,2003;신임식,2005;정주
희,2003)본 연구에서는 연령(t=4.68p=0.013),주간호 제공자(t=8.700p=0.00),가
정의 월수입(t=2.989p=0.038),암진단 시기(t=3.943p=0.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연령(t=4.68p=0.013)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정주희(2003)에서도 나타났
는데,본 연구에서 61세 이상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이는 젊을수록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고
령에서의 삶의 질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주간호 제공자(t=8.700p=0.00)는
김경은(2003)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이는 주간호 제공자가 누구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호 제공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삶의 질 정
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반복되는 항암 화학 요법으로 입원이 빈번한 이유와
환자가 남자인 경우도 생계유지를 위해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주간호 제
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정의 월수입(t=2.989p=0.038)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는데 300만원 이하 수준까지는 삶의 질 평균이 높아졌지만 300만원 이
상의 수입에서 다시 삶의 질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월수입이 많다고 해
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김금숙(2003)연구에서도 삶의
질이 고소득일 경우 높게 책정되었지만 소득의 순서대로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
니며 그 외 변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암진단 시기(t=3.943p=0.025)는 진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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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짧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김경은(2003)에서도 진단 시기가 6개
월 이하일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응답자의 대부분이 2006년 올해 진
단 받은 분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김영미(1997)는 직
업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권영은(1990),정연(1993)등의 연구에서는 교육 정도가 아주 낮거나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영역별로 살펴보면 신
체적 영역의 평균값(4.43)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계속되는 항암 화학 요법으로 인
해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랐으며,환자 나름대로 계속되는
치료를 받기 위해 식이,신체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행한 결과로 볼수
있다.반면 기능적 영역이 가장 낮은 평균값(3.30)을 보였으며 이는 현재 계속적
으로 항암 화학 요법을 받고 있으므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자신이 원하는 일
을 하는 능동적인 삶이기보다는 병원 치료에 매달려야하는 수동적인 삶이기 때문
이라 볼수 있다.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가족적 영역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묻
는 문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묻는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2.75),“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2.81)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암 진단 받은 후 친구들을 만나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자신의 질병
에 국한되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대부분 자신을 위로 또는 배려하려는 모습들이
부담되어 오히려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었다.그러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족들과 의료진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이들의 지지가
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또한 성생활
을 묻는 문항에서는 설문지에 응한 환자 전부다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는
데 이는 설문 방법이 질문을 하는 면접 방법에 의한 것이고,설문에 응한 대부분
의 환자 연령이 50대 이상이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답하지 않
은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부 병원에서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전이 또는 재발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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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의 정보 요구 확인하고 의료인 지지를 높여 그들의
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질적인간호중재개발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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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의 의료인 지
지,지식 정도와 정보 요구,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Y대학 병원에서 항암 화학 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한 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응답에
동의한 63명이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직접 읽

어주고 기재하는 면접 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는 의료인 지지 도구는 태영숙(1986)가 개발한 의료인 지지 측정 도구
를 사용했으며 Cronbach'salpha는 0.62였다.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alpha는
0.68였다.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Cella(1993)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도구의 Cronbach'salpha는 0.76이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11.5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

적 통계,t-tesst,ANOVA 통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가 지각한 의료인 지지 정도는 총평균
22.7±3.39(최대값 29,최소값 16)로 나타났으며,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경
청 4.22,기술적 인정 4.15,정서적 도전 3.89,정서적 지지 2.21,사회적 현실 분
담 1.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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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가 지각한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 정도는
지식 정도 총 평균값이 "모른다"60.2%,"알고 있다"39.8%이며,정보 요구는 총 평균
값이"필요하다"가93.4%,"필요하지않다"가6.6%로나타났다.

3)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삶의 질은 총평균 129.21±8.70(최대값
146,최소값 94)으로 나타났으며,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신체 상태 4.43,
정서 상태 4.13,기타 영역 3.72,사회/가족적 상태 3.48,기능 상태 3.30으로 나
타났다.

4)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삶의질은연령(t=4.68p=0.013),주간호 제공자
(t=8.700p=0.00),가정의 월수입(t=2.989p=0.038),암진단 시기(t=3.943p=0.025)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의료인 지지에 있어 항암 화학 요법 부작용과 식이 등에 대한 교
육 정보에 관한 지지는 충분하지만 정서적 지지는 많이 부족함을 나타내었으므로
전이 또는 재발한 환자들에게 있어 정서적 지지야 말로 가장 필요한 간호임을 확
인하였다.그러므로 의료진은 정서적 영역을 지지해 줄 중요한 지지체임을 인식하고
지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인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
하다고사료된다.

222...제제제 언언언

1)의료인 지지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중재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2)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정보 요구 중 구체적 요구 파악으로 세분화된 전
문교육자료개발이필요함을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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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이 또는 재발한 대장암 환자 이외에 다른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지지
와지식및정보요구에관한반복연구를확대수행할것을제언한다.
4)의료인 지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암환자의 항암 화학 요법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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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부부탁탁탁의의의 말말말씀씀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학생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봄입니다.새롭게 피어나는 새싹
처럼 귀하의 건강도 어서 쾌차하여 기쁨이 가득 찬 삶이 되시길 기
원합니다.

이 설문지는 귀하가 평소에 받고 있는 의료인 지지와 지식 정도 및
정보 요구,삶의 질을 조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인 간
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귀하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각 항목마다 빠짐없이 솔직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기꺼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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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다다다음음음의의의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VVV표표표를를를 하하하시시시거거거나나나 알알알맞맞맞은은은 내내내용용용을을을 기기기록록록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성 별 :□남 □여

2.연 령 :만( )세

3.결혼 상태 :□기혼 □미혼 □사별 □이혼 □별거

4.교육 정도 :□ 초등학교 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5.종 교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6.직업 유무 :□무 □유

7.동거 가족 수 :( )명

8.주간호 제공자 :□배우자 □자녀 □며느리 □부모
□기타-누구:

9.가정의 월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0만원 이상

10.수술 경험 :□무 □유

11.처음으로 암을 진단 받은 때: 년 월

12.현재까지 치료방법:
□ 항암화학요법
□ 수술 +항암화학요법
□ 수술 +방사선요법
□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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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항암암암화화화학학학요요요법법법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 현현현재재재 알알알고고고 있있있는는는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좀좀좀더더더 정정정보보보를를를 얻얻얻고고고 싶싶싶어어어 하하하
는는는 내내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장장장을을을 읽읽읽으으으신신신 후후후 현현현재재재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해해해 주주주세세세요요요...

구분 세부 내용
지식 정도 정보 요구

알고있다 모른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항암
화학
요법

항암화학요법의 약물 종류,투여
시기,기간,방법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오심,
구토,식욕부진,설사,변비,
구내염,감염 등)예방법
부작용(오심,구토,식욕부진,
설사,변비,구내염,감염 등)이
나타났을 때의 관리 방법

2.
치료 기간
동안의
자기 관리

치료 기간 중의 식이(고단백,저
섬유식이,수분 섭취,피해야 하는
음식,권장 식품,건강 보조 식품)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 방법
(이완법,마사지법,향요법,
아로마 테라피,명상법,신체활동)

신체적 활동 수준(걷기 등의
가능한 운동 종류 및 강도,
사회 생활 및 취미 활동 가능성)

자원 활용(사회사업가 연계,
호스피스 간호,가정 간호 연계,
암환자 단체 및 관련 모임)
감염 예방(손씻기,마스크착용,
상처났을 때,열 났을 때의 관리
방법)

3.치료
계획

항암화학요법의 스케줄
재입원,외래,검사 등의 추후
일정
치료 종료 후 계속적인 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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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의의의료료료인인인)))정정정도도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고고고자자자하하하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과과과거거거 몇몇몇 개개개월월월 동동동안안안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의의의료료료인인인(((의의의사사사,,,간간간호호호사사사)))으으으로로로부부부터터터 받받받았았았던던던 도도도움움움을을을 생생생각각각
하하하신신신 후후후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영역 내 용
도움을 받은 정도

항상 해
주었다(5)

자주해
주었다(4)

가끔 해
주었다(3)

어쩌다 해
주었다(2)

전혀안 해
주었다(1)

경청 1.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주었다.

기술적
인정

2.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
를 잘 받을 때 칭찬을 해주
었다.

3.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치료
계획에 참여시켜 주었다.

기술적
도전

4.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
을 하지 않을 때 안 오는
이유를 물었으며 규칙적 방
문을 권유하였다.

정서적
도전

5.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일깨워 주었다.

사회적
현실
분담

6.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
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주거나 만나
보도록 주선해 주었다

정서적
지지

7.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갖도록 권유해 주었다

8.나의 병이 악화되어가고
부작용이 심해져도 조건 없
이 한 인간으로서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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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정정정도도도를를를 알알알아아아보보보고고고자자자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으으으신신신 후후후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동동동안안안 당당당신신신이이이 경경경험험험한한한 상상상태태태와와와 가가가장장장 일일일치치치되되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VVV”””
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항상
그렇다
(5)

자주
그렇다
(4)

보통이다
(3)

조금
그렇다
(2)

전혀
그렇지
않다(1)

신체
상태

힘이 없다
구토를 느낀다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통증이 있다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앓고 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사회/
가족
상태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
살핌을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
다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한다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배우
자가 없는 경우는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현재 당신의 성생활 정도와 상관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 간에)
아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만약 답하고 싶지 않으면 이 네모□칸에 체크 표시하
고 다음 섹션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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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다
(5)

자주
그렇다
(4)

보통이다
(3)

조금
그렇다
(2)

전혀
그렇지
않다(1)

사회/
가족
상태

성생활에 만족한다

정서
상태

슬프다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신경이 날카롭다

죽는게 두렵다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기능
상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삶을 즐길 수 있다
내 병을 받아들였다
잠을 잘 잔다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
겁게 한다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
다

기타
상태

복부가 팽팽해지거나 쥐어뜯는
것처럼 아프다
체중이 줄고 있다
배변 조절이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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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다
(5)

자주
그렇다
(4)

보통이다
(3)

조금
그렇다
(2)

전혀
그렇지
않다(1)

기타
상태

설사를 한다
식욕이 좋다
내 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인공 항문을 갖고 있습니까?(한곳에
동그라미 하세요)
“예”라면,다음 두 문항에 답을
하십시오

□ 아니오 □ 예

인공 항문 때문에 당황스럽다
인공 항문을 간수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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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professionalmedicalteamsupport
andinformationneedsofpatientswith

coloncancer.

LeeSunHwa
DepartmentofOncologicalcare
GraduateSchoolofNursing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adescriptiveresearchstudytoprovidebasicdatafordevelopment
ofnursinginterventationsforprofessionalmedicalteamsupport,levelofknowledge
andinformationneeds,andqualityoflifeofpatientswhoareonchemotherapyand
haveadvancedormetastaticcoloncancer.
Theparticipantsinthisstudywere63patientsonchemotherapywhohad

advancedormetastaticcoloncancerandhadbeenadmittedtoonegeneralhospitalin
Seoul.ThedatawerecollectedduringfromApril24toJune24,2006.Theinstruments
usedinthisstudyweretheprofessionalmedicalteamsupportscalebyYoungSook
Yae(1985)forlevelofprofessionalmedicalteamsupport,aninstrumenttomeasure
levelofknowledgeandinformationneedsdevelopedbytheresearcherandthe
FACT-C(Functionalassessmentofcancertherapy-scalesforColorectalCancer)by
Cella(1994)tomeasurequalityoflife.
Descriptivestatistics,T-test,ANOVAwereusedtoanalyzethedataandtheSPSS

programwasusedindataanalysis.
Theresultsofstudyareasfollows:

1.Themeanscoreforperceivedprofessionalmedicalteamsupportforthesepatients
was22.7(range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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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epercentagesforperceivedknowledgeandneedforinformationforthese
patientswere,forhavingknowledge,NO 60.2%,YES39.8%,andforneeding
information,YES93.4%,NO6.6%.
Comparisonofperceivedareasofknowledgeandneedsforinformationshowed
that areas of knowledge included self care during treatment (86.4%),
treatmentplan(38.6%),andchemotherapy(34.9%)whileneedsforinformation
weretreatmentplan (99.3%),chemotherapy (94.7%),and selfcareduring
treatment(86.4%).

3.Themeanscoreforqualityoflifeforthesepatientswas129.21(rangeof94-146).
Meanscoresforareasofqualityoflifewere,physicalwell-being,31.02,additional
concerns,26.03,emotionalwell-being,24.75,social/familywell-being,24.33,
emotionwell-being,24.75,andfunctionalwell-being,23.08.

4.Thescaleofqualityoflifeaccordingtodemographiccharacteristicsshowedthat
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accordingtoage(t=4.68P=0.013),majorcare
giver(t=8.700p=0.00),monthlyincome(t=2.989p=0.038),andtheperiodfrom
cancerdiagnosis(t=3.943p=0.025).

Inconclusion,emotionalsupportfromtheprofessionalmedicalteamwasconfirmed
asveryimportantnursingcare.Therefore,theprofessionalmedicalteam needsto
makeuseofemotionalsupportresources,necessaryfornursinginterventionsto
improvequalityoflife.

keyWords:coloncancer,professionalmedicalteamsupport,Information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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