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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과 삶의 질 계

본 연구는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를 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된 횡단 연구이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엽

제 수술을 받은 갑상선암 환자 182명을 상으로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수를 측정하는 우편설문을 실시하 다.

수집한 자료는 SAS 9.4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통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 (p=0.025), 종

교(p=0.035), 직업경험에서 남녀 그룹 간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

(p<0.001).

2)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칼슘 증(p=0.014), 의사에

게 과거 질병진단 여부에서 남녀 그룹 간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p=0.003).

3) 연구 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을 살펴본 결과 흡연 여부(5갑 이상) 변수

에서 “ 안함”이라고 응답한 남자 그룹(N=15. 38.46%), 여자 그룹(N=140.

97.9%)간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음주 여부 변수에서 남자 그룹은 “ 재 음주”(N=32. 82.05%), 여자 그룹은

“마신 없다”(N=77. 53.8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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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는 불안과 약한 양의 상 계(r=0.436,

p<0.001), 우울과 강한 양의 상 계(r=0.591, p<0.001), 삶의 질과 강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0.548, p<0.001). 불안은 우울과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r=0.558, p<0.001), 삶의 질과 약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r=-0.453, p<0.001). 우울은 삶의 질과 강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r=-0.712, p<0.001).

스트 스 하부 요인에서 가족, 역할 련 요인은 1 (r=-0.514, p<0.001), 정

신 변화 련 하부 요인은 2 (r=-0.512, p<0.001), 신체 변화 련은 3

(r=-0.490, p<0.001)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5) 남자 그룹에서 스트 스 하부요인 “신체 변화 련”(t=-4.49, p<0.001),

“정신 변화 련”(t=-3.96, p<0.001), “검사·수술·치료 련”(t=-2.26,

p=0.024), “부작용·재발 련”(t=-4.81, p<0.001), “식이제한·약물복용

련”(t=-2.11, p=0.035), “경제 련”(t=-2.69, p=0.011), “학교·직장

련”(t=-4.44, p<0.001), “가족·역할 련”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t=-3.87, p<0.001).

여자 그룹에서 스트 스 하부요인 “신체 변화 련”(t=-4.13, p<0.001),

“정신 변화 련”(t=-5.19, p<0.001), “선택 련”(t=-2.02, p=0.043), “검사·수

술·치료 련”(t=-3.91, p<0.001), “부작용·재발 련”(t=-4.47, p<0.001), “식이

제한·약물복용 련”(t=-2.11, p=0.035), “진료 차, 병원 내부환경

련”(t=-2.21, p=0.027), “성 요인”(t=-3.57 p<0.001), “경제 련”(t=-3.19,

p=0.001), “학교·직장 련”(t=-2.86, p=0.004), “가족·역할 련”에 따른 삶의

질 수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52, p<0.001).

6) 남자 그룹에서 불안 하부요인 “기질 불안 련”(t=-2.97, p=0.003), “상태

불안 련”(t=-2.13, p=0.034), “기질-상태 불안 수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74, 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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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그룹에서 불안 하부요인 “기질 불안 련”(t=-5.27, p<0.0001), “상태

불안 련”(t=-1.9, p=0.058), “기질-상태 불안 수의 합”(t=-3.69, p=0.0001)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 남자 그룹에서 우울 평균 련(t=-4.55, p<0.001), 스트 스, 불안, 우울

수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51, p<0.001).

여자 그룹에서 우울 평균 련(t=-7.51, p<0.001), 스트 스, 불안, 우울 수

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6.21, p<0.001).

8) 여자 그룹에서 결혼에 따라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0).

9) 남자 그룹에서 갑상선 외 침범(p=0.041), 여자 그룹에서 재발에 따라 삶

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2).

10) 여자 그룹에서 BMI(p=0.028), 남자 그룹에서 음주에 따라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42).

11) 스트 스, 불안, 우울을 독립 변수로 포함하여 삶의 질 수 에 한 회

귀분석 시행 결과 삶의 질에 한 요한 변수는 스트 스(β=-0.624)와 우울

(β=-2.550) 변수가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

되었으며, 체 모형의 설명력은 56.3%이다(adjusted R2=0.563, p<0.001).

본 연구의 의의는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분석하고, 환자의 삶의 질과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재 로그

램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다. 아울러 재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인

구사회학 특성, 질병 련 특성, 건강행태 련 특성을 고려한 신체 , 정신

, 사회 ,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장기간에 걸쳐 고

찰하는 반복 연구와 종단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핵심어 : 갑상선 암, 갑상선엽 제 수술,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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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1) 연구배경

갑상선암은 내분비계 악성종양 가장 흔한 질병이며, 병리학 으로 유두암

(Papillary cancer)의 비 이 체의 80-90%로 가장 높았고, 여포암(Follicular

cancer), 역형성암(anaplastic cancer), 수질암(Medullary cancer)순서이다.

한국의 갑상선암은 2012년 체 암 에서 발생빈도 1 , 성별기 여성에

서 발생빈도 1 , 연령군별 암 발생은 15-34세 군은 남녀 모두 갑상선암이 1

로 나타났으며(국가암정보센터, 2014), 유두암의 빈도가 높고(미국: 17%, 스

웨덴: 28%, 스 스: 27%), BRAFV600E 변이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이가희

등, 2010). 한국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갑상선암, 암, 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0.1%, 71.5%, 74.8%로 미국의 97.8%, 28.3%, 6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국가암정보센터, 2014). 한 2008-2012년 발생한 갑상선암의 5년 생

존율은 100.1%, 2003-2007년 발생한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 한 99.2%로

다른 암에 비해 후가 좋고, 높은 발생률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리고 치료도

잘되어 지속 인 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처럼 갑상선암에 의한 사망은

체 암에 의한 사망에서 0.5%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암의 부

분은 분화 갑상선암으로 서서히 진행하며, 원격 이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화 갑상선암에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 음에도 8-23%의 재

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헌 보고가 있으며(Mazzaferri and Jhiang, 1994), 경

부 림 침범은 체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지만 국소재발로 인한 높은

합병증이 환자 삶의 질에 악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성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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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암 진단은 환자들에게 정서 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Hegel et al., 2006),

치료의 불확실성 치료과정에 한 신체 , 정신 부담으로 암 환자들은

비교 높은 스트 스를 받고 있다(도희경, 2008). 평소 갑상선 기능 이상 등

의 질환이 있어 외래진료를 받던 환자도 질병의 경과가 악화되어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심리 인 충격을 받게 되고, 자각증상 없는 인구 집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 양성결 , 악성결 , 림 이상 등이 의심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하게 되면 상자는 더욱 큰 심리 충격을 받게 된

다. 환자는 암을 진단받게 되면, 죽음에 한 일차 인 공포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정상 인 신체의 장기를 제함으로 겪게 될 문제들

에 한 막연한 불안을 경험한다. 한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의 심

화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경험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

지고, 집 력과 기억력의 변화 등을 경험한다.

암 환자에게 스트 스는 질병을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환자의 회

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Nielsen and Grønbaek, 2006). 특히, 갑상선암

환자는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도 주기 인 검사를 통해 암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한 스트 스를 받고 있다(윤여규 등, 2007).

한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스트 스에 취약하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인 문제가 발생한다(Manole et al., 2001). 이러한 스트 스는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다(김창희, 2006).

연령표 화 발생률에서 남녀 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 순 는 갑상선

암 1 (22.6%) 으며,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 순 는 갑상선암(24.3%),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 순 는 갑상선암(22.4%)으로 각각 1 , 남녀 체에서 2003년

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으로 10년 생존율 1 (99.2%)로 발생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국가암정보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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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생존 자체에 이지 않지만 평생 동안 검사와 치료가 동반

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

술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 , 정신 변화 반에 걸

친 일련의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증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일은 요하다.

암 환자의 주된 정서반응은 불안과 우울이며(Craig and Abeloff, 1974;

Kübler-Ross, 2011),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겪는 심리 반응을 조사한 결과

최 의 충격을 경험한 후 부정, 분노, 우울을 거쳐 마지막에는 주 에 한

심이 어지는 상을 보인다고 하 다(심문숙, 1990).

첫 번째 부정의 단계에서는 질병에 이환되었음을 온 히 받아들이는 환자도

있는 반면, 진단의 오류를 의심하여,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동일

한 진단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 질병치유의 시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한 갑상선학회 갑상선 결 암 진료 권고 개정안에서 1cm미만의 갑상

선 결 에서 FNAC(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의 시행여부는 각 개인

의 험인자와 음 검사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이가

희 등, 2010). 미국 갑상선학회에서는 고 험군에서 음 검사 결과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더라도 결 의 크기가 0.5 cm 보다 큰 경우에만 FNAC

를 시행하고, 이가 의심되는 경부 림 종 가 동반된 경우에만 크기에

제한 없이 FNAC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Cooper et al., 2009).

반면, NCCN (2010)과 Latin American Thyroid Society(Camargo et al.,

2009)에서는 음 검사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

AACE/AME/ETA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악성을 시사하는 음 소견을 보

이는 경우에 특별한 크기의 하한선 제시 없이 FNAC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Gharib et al., 2010). 와 같이 FNAC를 시행하는 기 에 한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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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결과가 없어 다양한 치료지침이 존재한다. 국가별, 의사별 갑상선암

진료 지침이 다른 실정에서 질병에 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막연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질병 원인으로 가족력, 방사선 노출 경험 등이 있는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질병의 원인이 밝 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

직 까지 혼란의 겪으며, 실제로 다음날 수술을 받기 해 입원한 환자가 수

술실에서 돌연 수술을 취소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질병경과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자에게

질병에 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래, 박정숙, 2007).

갑상선 음 상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한 갑상선 조직 FNAC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검사는 환자의 목에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넣고 조직을 추출하는 검사방법으로 환자는 통증과 불안을 경험하

게 되며, 검사를 통한 충분한 검체를 획득해야 하나 검사 종료 후 검체 부족

으로 정될 경우 같은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

해야 한다(성공률이 약 50% 미만). 한 암의 이여부 확인을 한 갑상선

CT를 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조 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결과 양성결 로 정되어 주기 갑상선 음 검진을 통한 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악성결 이 의심될 경우 항암 약물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외과 수술을 통한 갑상선 조직의 제가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며 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환

자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CT결과 수술을 해야

함을 통보받으면 실망감을 경험한다.

두 번째 분노의 단계에서는 본인이 암에 걸렸음을 인정하 으나 왜 하필 본

인이 암에 걸려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분노를 표 하기도 하며, 분화

암 등의 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을 진단 받은 환자의 경우 치유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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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우울의 단계에서는 환자는 우울을 경험하면서 신체청결, 식사, 수

면, 운동, 외모 리를 포함하는 자가 리 반에 한 심이 어지고,

인 계에 있어 소극 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우울과 불안 증상이 심해지면

정상 인 직장,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 부정 인 생각을 많이 하고, 질병의 원인을 자책하며 심리 으로 축된다.

네 번째 타 수용의 단계에서는 본인이 암 환자임을 받아들이며, 질병

에 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 분야의 문가 의견을 극 으로 따르게 된다.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보다 주기 인 병원검진을 통한 추 찰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반 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갑상선 분야의 권 있는 의료진과 갑상

선암 수술로 특화된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게 된다. 일부의 환자는 여러 병원

을 진료 약하기도 하며 이는 여건에 따라서 국내가 될 수도 있으며, 해외가

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소비하며 원치 않은 다양한 스

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국가별 갑상선암 진료 지침이 다르며, 의사마다 질환

에 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는 이차 인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수술 시기를 결정 시 학교생활에 무리

가 없는 수 , 임신, 출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

다. 한 의사마다 선호하는 수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합한 수술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갑상선암의 수술 방법으로는 일

반 으로 고식 인 목 부 주름을 따라 개하는 수술방법, 내시경 수술방법,

로 수술방법이 있으며, 응 가능 여부는 질환의 정도, 환자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하게 된다. 갑상선 제 수술은 1909년에 Kocher

이래로 많은 발 을 거듭하여 반 인 합병증의 빈도는 많이 감소하 지만,

반회후두신경, 상후두신경의 외지, 부갑상선 등은 갑상선 제술을 할 때마다

거의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 구조물이 다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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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은 반회후두신경손상, 상후두신경손상, 부갑상선 기능 하증, 출 , 감

염 등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을 래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에게 여 히 부

담이 되고 있다(주호범, 2001).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환자의 주된 합병증은 성

신경 자극 련한 목소리 변화, 손발 림, 피로, 체 변화, 호르몬 불균형으

로 오는 기분변화(윤지섭 등, 2008), 오심, 구토, 헛구역질 식욕부진 등이

있으며 수술 방법에 따른 재발 합병증 발생 정도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정용민, 김 식, 박주섭, 2001).

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 다니던 직장의 실직, 휴직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가 될 수 있으며, 수술방법에 따라 비용이 게는 삼백

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이가 있어 수술방법을 결정할 때 경제 인 요소로 인

한 선택의 제한을 경험한다. 한 환자는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낮으

므로 혼란을 겪게 되고 선택의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환자는 검사와 수술을 해 시간을 내야 하므로(직장인의 경우 휴가, 회복

을 한 병가)방문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을 받기 해 병동입

원 시 낯선 환경, 병원 내부 소음, 조명, 온도, 냄새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등

을 경험한다. 한 수술 하루 날은 심리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며 수술

의 후의 불확실성, 수술로 인한 신체 부 의 노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

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된다. 한 수술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몇 인실

을 사용하게 되는지도 매우 요한 요소이다. 환자는 다인실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다.

평소에 건강상의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받게 되고,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학계에서도 수술 응 여부

에 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환자에게는 보다 세

심한 간호 리와 근거에 기반을 둔 객 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 제

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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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자에서는 갑상선 제 수술 후 잔여 갑상선 조직을 완 히 제거하여

국소 재발의 험을 이고, 의심스러우나 규명되지 않은 이 병소를 괴

하여 질병사망률을 이기 한 보조 치료로써 방사성 동 원소 치료를 받게

된다. 방사성 동 원소 치료를 받기 해 환자는 일시 으로 호르몬제를 단

하게 되며, 신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 민해지고 짜증을 내는 등 부정 감정

을 많이 표출하게 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며 치료에 한 불안으로 높은 스

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김 순 등, 2006).

한 치료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표 인 신체증상

으로 오심과 구토, 탈모, 피로, 수면장애, 감각이상, 얼굴부종, 추 민감, 구강

건조, 피부문제, 타액선 염증, 치아 우식증의 험, 비 착, 이차성 악성

종양 백 병, 생식선 기능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경우 4-10개월간

지속되는 일시 인 무월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남자는 일시 인 정자수의 감

소와 FSH(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수치의 증가가 표 이다(Hyer et

al., 2002). 한 환자들은 격리병실에 혼자 머무르면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은

화나 인터폰으로만 가능하므로 고립감, 불안, 두려움, 우울, 스트 스 등의

심리 불편감을 혼자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한다(Botella-Carretero et

al., 2003; Tagay et al., 2005; 김창희, 2006; 박희자, 2011).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성 동 원

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정보 지지가 환자의 신체 , 정신 불편감을 감

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손성미, 2005), 면역반응을 활성화 시킨다는 결과가

있다(김 순 등, 2006).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를 완화하기 한

방법으로 최면요법, 진 이완요법, 심상요법과 같은 행동요법과 지압, 음악

요법, P6 지압, 심상요법 용이 있다(강미경, 2012). 한 양교육 로그램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소화기암 환자의 오심구토, 식욕부진을 완화 시킬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민혜숙, 황원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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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환자는 퇴원 이후 암 재발 이여부 확인, 호르몬 수치 조 을

해 주기 인 액검사와 음 검사를 통해 질병의 후를 찰하게 된다.

병원에 따라 진료를 해 기하는 기간이 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달 가

량 소요되기도 한다. 한 당일 가능한 검사가 있는 반면, 검사를 한 추가

인 약이 필요한 경우가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수 일이 지체되기도 한다.

막상 진료 당일이 되어 상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낯선 환경과 수납부터 진

료, 검사를 한 각종 차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한 진료실과

검사실에서 기시간 지연의 문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기 어려운 실 등의

이유로 환자는 검사 수술방법, 퇴원 후 치료과정에 한 정보 부족을 경험

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선 동 원소 검사와 치료 요오드 식이요법에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 환자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직장에서 사회 인 역할을 함에 있

어서 평소와 다르게 하던 일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암 환자

취 을 하여 사회 지 가 불리해 질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한 가족이 환

자로 배려해 주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 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배려하여 짐이 된다고 자책하기도 한다. 한 가정에서 부모( 는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수술과 약물치료로 인한 성

매력이 하에 한 두려움,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계획 련한 불

안의 정도가 클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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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높은 암이기에 잘 조 되지 않으면 환자는 지속 인

스트 스, 불안, 우울을 경험하면서 삶 반에 걸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진단이나 치료방법에 을 둔 의학 측면과 더불어 정서

측면의 리 한 요하다. 그 기 때문에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

안, 우울 정도에 한 수를 측정하고, 삶의 질과의 계를 악함으로써 어

떠한 요인이 정 인 요소이므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요인이 부정

인 요소이므로 조 할 필요가 있는지 악하고자 한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한 의료행 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가 처한 상황으

로 인해서 겪고 있는 정신 스트 스가 어떠한 것인지 심을 가지고 면 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를 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된 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 을 갖는다.

1) 갑상선암 환자의 인구학 , 질병 련, 건강행태 특성을 악한다.

2)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수 을 확인한다.

3) 갑상선암 환자의 인구학 , 질병 련,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수 의 차이를 검증한다.

4)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와 삶의 질 수 의

련성을 악한다.

5)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를 낮추고, 삶의 질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 개발의 기 자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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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스트 스

(가) 이론 정의

스트 스란 외 환경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구나 보편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 부정 모든 사건으로서 생활의 변화와 응이 요구되는 사건

을 말한다(Holmes and Rahe, 1967).

(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경험

할 수 있는 정서 상태로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스트 스를 말하

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불안

불안은 불특정 이고 의식 으로 인식할 수 없는 에 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 반응으로, 생리 각성과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두려운

행동과 감정이 혼합된 주 인 느낌을 말한다(Spielberger, 1972).

(가) 이론 정의

기질불안은 유기체가 인 것으로 지각된 상황에 해 반응하는 불안

경향에 있어서 비교 안정된 개인차를 나타내는 정서 상태이다(Spielberger,

1970).

상태불안은 유기체가 긴장이나 을 주 이고 의식 으로 느끼는 정서

상태나 조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동 이다(Spielberger, 1970).

(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기질불안은 갑상선암 환자가 갑상선 제 수술과 련하여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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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비교 안정된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Spielberger(1970)의 기질불안 측정

도구(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

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STAI-X2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은 갑상선암 환자가 갑상선 제 수술을 받는 것에

한 주 이고 의식 으로 느끼는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Spielberger(1970)

의 기질불안 측정도구(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

동균(197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STAI-X1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 우울

(가) 이론 정의

우울은 정상 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 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삶

에 한 실망으로 발생하는 침울감, 무력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

를 의미한다(Battle, 1978).

(나) 조작 정의

갑상선암 환자가 갑상선 제 수술 련하여 죽고 싶은 욕망, 무력감, 죄의

식, 사고와 집 력의 감퇴, 피로감, 식욕감퇴, 성욕 감퇴, 수면장애 정신운

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서 상태를 말하며 Beck(1967)의 우울측정도구(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총 21문항)로 측정한 우울을 말하며 수가 높을

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삶의 질

(가) 이론 정의

삶의 질은 정신 안녕, 인간의 안녕과 삶에 한 만족이나 불만족이며 일

상생활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주 인 가치 단이다

(Dubo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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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작 정의

갑상선암 환자가 갑상선 제 수술 련하여 경험하는 피로, 수면시간, 체

, 질병, 성생활, 사회 응, 외모에 한 만족, 배변·배뇨, 사생활에 침해에

해서, 미국 National Conference on Cancer Nursing(1983)에서 암 환자를

상으로 하여 개발한 Quality of Life Scale로 측정한 삶의 질을 말하며 수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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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갑상선암 환자의 스트 스

스트 스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체계 이거나 과학 인 사용보다 앞서 고

난, 곤경, 역경, 는 고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말에는 Hooke가

스트 스라는 용어를 물리학 인 맥락에서 사용하 고 19세기에 체계 인 사

용에 이르 고 스트 스가 건강을 해하는 기 요인으로 간주되었다(Lazarus

and Folkman, 1984).

스트 스란 부정 · 정 생활사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일반 으로

긴장, 피로, 탈진 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수용의 한계를 능가하는 환경 자극,

내 자극, 정신 , 육체 , 사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 인

상이다(Lazarus and Folkman, 1984). 한 스트 스의 의미는 스트 스가

되는 사건 자체보다 개인의 주 인 해석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성인 3만 명을 상으로 8년 동안 스트 스를 측정하고 추 하는

코호트 연구를 실시하 다(Keller et al., 2012). 설문지 문항은 “지난해에 당신

은 스트 스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당신은 스트 스가 건강에 해롭다

고 믿으시나요?”라는 내용을 포함했고, 통계청 사망기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스트 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그룹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사망할 험도가 43퍼센트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트 스가 건강에 해롭

지 않다고 생각한 그룹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객

으로 주어지는 스트 스의 양보다 스트 스에 한 개인별 생각과 자각하는

정도가 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스트 스의 양을

이기보다는 스트 스 극복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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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버드 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Jamieson, Nock and

Mendes, 2012)에서 스트 스에 한 반응이 유익하다고 배운 참가자들은 스

트 스, 긴장도가 낮았으며,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 신체 측면에서

형 인 스트 스 반응의 경우 심박수가 상승하고, 이 수축하는 반면 심

박수는 상승하나 은 이완되었다. 인간의 몸은 스트 스를 받으면 뇌하수

체를 통해서 옥시토신(oxytocin)이라는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고, 뇌의 사회

본능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한 옥시토신은 스트 스 반응으로부터 회복하는

스트 스 탄력성(stress resilience)에 여한다.

미국에 있는 성인 34세에서 93세 가운데 1,000명을 상으로 스트 스를 측

정하고 추 하는 코호트 연구(Poulin et al., 2013)에서 “지난해 당신은 스트

스를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은 친구, 이웃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사

람들과 어울리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라는 내용을 포함했고, 통계청

사망기록을 사용하여 5년간 추 한 결과 경제 어려움, 가족 기 등 선행 연

구에서 밝 진 스트 스 련 요인들이 사망의 험성을 30퍼센트 증가시켰으

며, 정서 지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그룹에 한정되어 나타난 결과임에 요

한 의미를 갖는다.

암 환자는 암 진단 후 정신 인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 으며(Hegel

et al., 2006), 암에 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일상 활동에 한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은진, 2004).

수술이란 구나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신체 인 불편과 정서

인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되는 스트 스원 의 하나이며, 체 수술과정 이

외에도 활동 등의 제한, 가족과의 격리, 경제 인 부담, 직업상의 문제 는

수술 후의 후유증이나 신체기능의 하 등에도 정신 인 부담을 가질 수 있

다. 그 기 때문에 스트 스란 신체 , 정신 문제 가운데 하나로 국한하기보

다는 양면의 복합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개념으로서 정서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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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개인으로 하여 안녕을 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별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권기철, 이상연, 1983).

수술을 앞둔 환자는 수술 성공에 한 불확실성, 통증, 합병증에 한 불안

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은 큰 스트 스를 경험한다(Ray

and Fitzgibbon, 1981; 양기우, 1995).

인체의 일차 인 스트 스에 한 반응은 교감신경계의 흥분이며, 노에피네

린, 에피네 린의 분비 증가, 심박출량 증가, 당 상승, 기 지 확장, 말

수축, 압 상승, 피부 창백 등의 생리 반응이 나타난다. 이에 따른 불

안, 긴장이 높아짐으로써 지각능력과 집 력이 하되어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는 처 능력이 하된다(이명숙, 1994).

김은정(2007)은 입원한 장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루가 없는

장암 보다 장루를 보유한 장암 환자가 스트 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 다.

James등(2001)에 의하면 14종류의 암 환자 4,496명을 상으로 상자들이

겪는 정신 인 스트 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폐암 환자가 43.4%(평균 35.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anaka등(2002)은 진행성 폐암 환자의 40%가 통증

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 고, Akechi등(2001)은 폐암 환자

의 통증은 정신 인 문제와 유의한 상 계가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스트 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질병과정 질병의 결

과에도 향을 주고 있으며, 암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이러한 스트

스 반응이 장기 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질병과정의 심각성을 높일 수 있다.

갑상선암 환자는 생명을 하는 진단, 수술 후 겪는 신체 외형의 손상,

신체 제한, 사회 지지망의 괴, 재발에 한 지속 인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

효과 인 스트 스 리는 질병의 빈도와 험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Joe, 2004), 낙 성과 사회 지지를 통한 암 환자의 응을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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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 2000), 음악 치료를 통한 스트 스를 완화(김정휘, 1999; 김혜성, 2006;

박형 , 2008), 심상 치료를 통한 도시 년여성의 불안 스트 스 감소(김

혜숙, 2006), 화상담 로그램을 통한 신장이식 환자의 스트 스 감소, 자가

간호 능력 향상(배고운, 2005), 화추후 리를 통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

자의 자가 간호수행 능력 향상, 가족원의 역할스트 스를 완화(장옥 , 2004),

식물에 의한 스트 스 감소(이진희, 1998),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등 리가

스트 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장태수, 김경란,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 환자는 암진 단에 따른 신체 , 정신 인 스

트 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의 요소들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 보다 세심한 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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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상선암 환자의 불안, 우울

불안의 개념은 Freud(1936)에 의해 최 로 소개되었으며, 그는 불안을 본능

의 충동, 외부 험, 자아의 지로부터 자극을 취 하는 자아 부 응의

증상이라고 하 다.

그리고 불안은 불특정 이고 의식 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인 상황으로

부터 래되는 부정 인 정서반응으로 스트 스에 의한 인간의 인지 , 정서

행동반응으로 찰될 수 있으며(Spielberger, 2010),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으

로 구분된다(Spielberger, 2010). 상태불안은 염려, 긴장의 감정으로 특징지어

지며, 본질 으로 상황 이며, 일시 인 자율신경계 활동을 고조시키는 것이

고, 기질불안은 인간의 자아개념이 을 받을 때 개인 인 차이와 불안에

한 경향에 의해 특징짓는다고 하 다(Spielberger, 2010).

불안과 스트 스는 인간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서, 건강과

한 련성을 가진다는 에서 재를 요하는 요한 상이다(김순애, 1987).

우울은 일종의 기분장애로써 기분 변화 폭이 정상범주를 벗어나며, 삶에

한 실망으로 발생하는 침울감, 무력감 무가치함으로 정의된다(Battle,

1978).

불안과 우울은 암 환자의 정신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Zaza et al., 1999),

이러한 낮은 정서 상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춘다( 희, 2010).

암 환자의 주된 정서 반응은 불안과 우울이며(Craig and Abeloff, 1974), 암

환자의 50%가 우울을 경험하고 암 환자의 우울은 불안과 한 계가 있으

며, 암 환자의 생존율과도 계가 있어 2년 이상 생존한 사람보다 일 사망

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했다(Levine, Silberfarb and Lipowski,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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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wzy(1995)에 의하면 새롭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많은 정신 인 충격

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의 다수는 충격과 불신, 부정, 분노, 우울, 비 , 슬

픔 등을 느끼게 되고, 부분의 환자들은 실을 수용하면서 우울, 무력감,

망과 죄의식뿐만 아니라 불면증, 식욕부진, 당황함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암 환자는 생존기간 동안 질병 재발에 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며(Ha et

al., 2010), 그 정도가 건강한 인구 집단보다 높고(Tagay et al., 2005), 질병의

병기나 수술 여부보다 삶의 질과 보다 유의한 련이 있으며( 희, 2010),

김수 등(2008)이 유방암 환자 1,993명을 상으로 피로와 우울의 발생 빈도,

련요인 삶의 질과의 련성을 밝히기 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

방암 환자의 약 25%가 등도 이상의 우울을 경험한다. 한 암 환자의 우

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되었다(이은옥 등, 2008). 엄태문(2006)

의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후 과정에서 우울증을 보인

환자는 15%로 나타났고, 진단에서 수술 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유방암 환자는 주요 치료로 수술을 받고, 이후 보조 으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 같은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 부작용

을 경험할 뿐 아니라 피로, 우울, 불안, 인지기능 하와 같은 심리 인 측면

과 인 계 변화, 가족 계 변화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nz et

al., 1996).

한 유선희(2011)는 갑상선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피로가

치료시기별 삶의 질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으며,

Fawzy(1995)는 새롭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정신 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

는데 이들의 다수는 충격과 불신, 부정, 분노, 우울, 비 , 슬픔 등을 느끼게

되고, 부분의 환자들은 실을 수용하게 되면서 우울, 무력감, 망과

죄의식뿐만 아니라 불면증, 식욕부진, 당황함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Spiegel(1996)에 의하면 암 환자들은 우울, 불안을 포함한 심리 증상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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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하는데 암 환자에서 우울과 불안은 일반인들보다 흔하게 나타나며, 삶의

질 수 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수 과 유사하며, 장암이나 흑색종 환자

의 삶의 질 수 보다 낮다고 하 다(Schultz, Stava and Vassilopoulou‐

Sellin, 2003).

갑상선 제 수술 후 신체 증상으로 피로, 수술 부 통증, 부갑상선 기능

하증상, 부종, 타액선염, 구강건조증, 미각변화, 염, 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며(Dieudonne et al., 2001), 정서 측면에서 외부와 격리되어 치료받는

특수 환경으로 인해 우울, 불안, 고립감을 경험하며(Stajduhar et al., 2000), 지

속 으로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삶의

질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다(Cooper et al., 2009).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Andritsch et al., 2007; Shapiro et al., 2001; So et al.,

2010). 이러한 정서 인 문제가 인구사회학 , 질병 련 요인보다 삶의 질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에서 주목해야 한다.

양지연(2012)에 따르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74.00(±15.19) 으로, 성별(p=0.002), 직업 유무(p=0.002), 병기(p=0.01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6%(34명)는 임상 으로 우울이 있는 상

태로 성별(p=0.021), 진단 후 기간(p=0.048), 병기(p=0.006), 자조모임 참여 여

부(p=0.034)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별 불안, 스트 스, 암 재발 우려의 변이를 살펴

보면 고졸인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스트 스를 많이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고, 종교가 없는 경우 암 재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희, 2010).

선행 연구결과 불안과 우울은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환자의

불안과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 략의

일환으로 의료 정보제공에 한 선행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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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술 환자에게 있어 수술 불안을 감소시키기 한 간호사의 정보제

공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주미자, 2002), 환자에게 수술 에 실시하

는 교육 로그램이 불안을 완화 시킨다고 하 다(김분한 등, 2000). 이외의 연

구로 자기효능증진 로그램을 통해 암 환자의 자기효능, 자가 간호 능력을

상향시키고,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하 으며(감성희, 2003), 웃음 로그램이

우울 정도를 낮추고, 자기존 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최승혜,

2011).

이상의 고찰에서 암 환자는 불안을 포함한 심각한 정서반응을 겪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은 정서 , 사회 , 육체 인 건강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으로 암의 진단 후에 생기는 정서 인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

불안의 정도에 한 사정과 이에 한 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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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정신 안녕, 인간의 안녕과 삶에 한 만족이나 불만족이며 일

상생활 활동으로부터 얻는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주 인 가치 단으로

(Dubos, 1976), 신체 건강상태, 기능, 심리상태, 안녕, 사회 상호작용, 경제

직업상태, 종교 혹은 상태를 포함한다(Joyce, 1987). 같은 맥락에서

Ferrell(1996)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신체 안녕, 정서 안녕, 사회 안녕

안녕으로 개념화하 다. 신체 안녕은 증상조 , 기능유지, 독립 인

활동유지를 통해 증진 될 수 있다고 하 고, 정서 안녕은 통제감, 삶에 한

정 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증진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사회 안

녕은 지지그룹의 역할로 향상될 수 있으며, 안녕은 질병과정에서 희망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갖는 신앙과 재로 향상 될 수 있다고 하 다.

암과 같이 생명을 하는 질병은 환자의 삶에 지 한 향을 미치며

(Meraviglia, 2006), 신체 고통과 치료 상의 부작용, 재발에 한 우려 치

료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하되므로(Goodnison et al., 1989), 암

치료의 효과를 생존율과 치료율로 평가할 이 아니라 삶의 질을 요하게 고려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다(Ferrell, Wisdom and Wenzl, 1989).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삶의 질이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

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 , 규범, 심과 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한 개인 인 지각을 의미한다고 하 다(WHO, 1993). 의료

분야에서도 생명의 보존과 수명연장에만 역 을 두었던 종래의 의학 가치

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와 삶의 질을 더 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

다(Freed, 1984). 보건학에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시한다.

즉, 생명의 보존과 수명연장에만 역 을 두었던 종래의 의학 가치 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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츰 수명의 연장보다는 생의 의미와 상자의 질 인 삶을 더 요시해야 한다

는 것으로(McDowell& Newell,1987), 삶의 질 개념으로 의학 치료의 목 을

환자의 치유와 생존 뿐 아니라 반 인 안녕 상태를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Johanna and Ferdinard, 1985).

WHO에서는 삶의 질 척도(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를 활용(group, 1995), 임상에서는 건강과 련

된 삶의 질 척도(HRQ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를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다(Guyatt, Feeny and Patrick, 1993). 한 유럽의 암 연구와 치료를

한 조직(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

EROTC)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도구를 개발했다(Sprangers et al.,

1993).

한국에서 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한 연구는 1980년 말에 시작되었으며,

부분의 삶의 질에 한 다각 측면인 신체 , 심리 , 사회 , 인 문제

를 함께 고려하는데 동의하고 있다(김미숙,2005).

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연구결과 암 환자의 삶의 질과 계가 있는 변수

는 통증(오복자, 1997; 이원희, 1999), 피로(손수경, 2002; 양 희, 2003; 원종순

등, 2002), 수면장애(고은과 소향숙, 2003; 김은주, 경부순, 2008), 성생활(김행

수 등, 1993; 김혜 등., 2008), 증상경험(권인간, 황문숙, 권경민, 2008; 허혜

경 등, 2002), 건강증진 행 (김 주, 소향숙, 2001; 오복자, 홍여신, 1996), 자

아존 감(민신홍, 박선 , 김종임, 2011; 정경숙, 박 자, 2007), 극복력(조은아,

오 이, 2011), 우울(Nho et al., 2014; 서연옥, 2007; 이은옥 등, 2008), 불안(서

경숙 등, 2008; 희, 이기효, 김원 , 2010), 스트 스(박정숙, 오윤정, 2012;

은미, 조동숙, 2005), 지지그룹(조계화, 김명자, 1997), 종교(안화진, 태 숙,

한 인, 2007; 이보 , 조희숙, 권명순, 2010), 연령(김종규, 권이승, 2013; 정경

희, 김경희, 곽연희, 2014), 교육수 (김종규, 권이승, 2013), 경제상태(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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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정, 2012; 송승희, 류은정, 2014) 등이 있다.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제술 이후의

방사선 요오드치료와 그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 불편함 때문이라

고 보고되었다(유선희, 최스미, 2013).

권 은(1999)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 180명을 상으로 피로도를 조사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평균5.23 수 의 등도의 피로감을 호소했으며(권

은, 1999), 폐암 환자의 피로와 삶의 질 연구에서 폐암 환자의 피로도는 간

정도이며 통증과의 연 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유미자, 2002).

수면은 인간의 기본 인 욕구에 해당하며, 생명체의 균형 조 에 지

보존에 요한 요소이다(손수경, 2002). 암 환자는 죽음이나 이 재발에

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경험하게 된다(Fortner et al., 2002).

이러한 수면장애는 피로, 우울, 불안 등의 증상에 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

가 상자의 삶의 질을 하시킨다고 보고되었다(Savard and Morin, 2001).

정서 측면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불안, 스트 스, 암 재발 우려( 희, 2010), 우울(이은옥 등, 2008) 등으로 나

타났으며, 인구학 변인이나 질병 련 변인보다 향력이 크다는 에서 의

미가 있다(Tagay et al., 2005).

암 환자들은 진단 치료기술의 발달로 투병기간이 연장되어 지속 인 정

서 변화로 인한 삶의 질에 향을 받는다(김명 , 1996)

하혜경(1982)은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병행하여 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조사하여 반수 이상의 환자가 우울하고 40%의 환자가 불안하다고 보고하 다

(하혜경, 1982).

그 에서도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곽근혜

(2009)의 여성 갑상선암 환자를 상으로 한 질병 련 스트 스와 삶의 질에

한 연구에서 삶의 질 정도는 10 만 에 5.50 으로 간 정도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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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곽근혜, 2009), 김주성(2011)이 갑상선 유두암 환자 154명을 상으로 한

수술 후 삶의 질에 한 연구에서 삶의 질은 4 만 에 2.72 으로 간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Kim, 2011), 양지연(2012)의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은 후 외

래진료를 받고 있는 129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은 4 만 에

2.74 으로 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나(양지연, 2012) 건강한 상자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 , 사회 , 정신 으로 모두 건강

한 상자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agay et al., 2005).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과 련된 요인으로 Tagay 등(2005)은 치료 비

과정인 갑상선 기능 하상태일 때 삶의 질이 매우 낮으며, 우울, 불안, 신체

부작용과 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Tan(2007)은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수

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

다. 곽근혜(2009)는 삶의 질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이

50-59세군, 졸이하군, 경제상태가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김주성

(2011)에 따르면 갑상선 수술 후 삶의 질은 사회․가족 상태 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갑상선 특이 증상, 불안, 우울과 부 상 계가 나타났

고 갑상선 특이 증상, 불안, 우울이 갑상선 수술 후 삶의 질 정도를 64.9%

설명하 다. 유선희(2011)의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

98명을 상으로 삶의 질 변화와 향요인에 한 연구에서 수술 후 1개월

내, 수술 후 요오드치료 직후, 기에서 치료시기별 삶의 질에 우울과 피로가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피로, 발성장애, 소화

불량, 변비도 치료시기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지

인(2010)이 해 갑상선 분화암 환자 401명과 건강한 상자 1,000명을 조

군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은 건강 조군과 비교하 을 때 낮았고, 피로, 불

안 우울이 주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연(2012)의 갑상선

암으로 수술 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129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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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 감이 삶의 질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별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삶의 질의 변이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직업이 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월 소득이 삼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한 학력

은 삶의 질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

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불안, 스트 스, 재발 우려를 완화

시키기 한 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지가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희, 2010; 김창희, 2006). 한 정 인 태도와 자아존 감을 가질

경우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오복자, 1997; 하은혜 등, 2010; Bartoces

et al., 2009).

최근에는 암 환자의 삶에 질을 높이기 한 여러 가지 보조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메모리얼 슬로운 터링 암센터와 엠디엔더슨 암센터에서 통합의학

로그램(intergrative medicine program)을 실시하고 있으며, 슬로운 터링 통

합의학 로그램(MSKCC intergrative medicine program)은 마사지, 치

유, 미술, 음악, 침술, 최면요법, 명상, 상상과 시각화, 요가, 양상담 등의 보

조요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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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엽 제술을 받은 갑상선암 환자 182명을 상으로 갑상선암 수술 후,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변화의 계를 밝히고자 시도된 서술 상

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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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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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엽

제 수술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20세 이상 79세 이하의 성인 1,000의

명단을 확보하 다. 설문을 실시하기 환자에게 화면담을 통한 연구의 목

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544명의 주소를 확인하 다.

자우편 팩스 설문지 264부, 종이우편 설문지 280부, 총 544부의 설문지

를 발송하 다. 자우편 팩스 설문지 89부, 종이우편 설문지 113부, 총

202부 설문지를 회수하여 37.1%의 회수율을 보 다. 그리고 불성실 응답 8건,

의무기록 기 실시한 갑상선 설문자료와 병합이 불가능한 7건, 기한 종료

이후 도착한 설문지 5건, 총 20건을 제외한 182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표본수는 G power 3.1.9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2개를 포함하 을 때 유의수 .05, 간효과크기(f2=.15), 검정력 .95

를 유지하기 한 최소 표본수가 107명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표본수는 통

계 검정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했다. 한 t-test에서 유의수 (⍺) .05, 효과

크기 (f2) .5, 검정력(1-β) .90을 유지하기 한 최소 표본수가 172명임을 고려

할 때 본 연구의 표본수는 통계 검정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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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 내분비 외과, 내과, 의과 학 방의학교실이

력하여 개발한 갑상선 질환 최 설문지를 활용하여 기 수집한 1차 설문자료

와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변형시킨 2차 설문자료, 환자 의

무기록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 다.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2차 설문도구의 내용은 일

반 질병 련 특성을 측정하는 11문항, 스트 스를 측정하는 78문항, 기질-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 우울을 측정하는 21

문항, 삶의 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총 17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설문지를 이용하여 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 연한, 결혼상태, 직업 유무,

월 평균 소득, 종교 유무, 생활습 (수면, 운동, 흡연, 음주), 여성력을 조사하

으며, 환자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질병 련 특성(수술일자, 재발여부, 치료

방법, 수술방법, 갑상선 제 범 , 합병증 발생 여부와 종류, 우울증 진단여

부, 약물 복용력)을 확인하 다.

2) 스트 스

수술 련 스트 스를 측정한 Heart Transplant Scale를 김수진(2001)이 번

역하고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한 곽근혜(2008)의 도구와 강화정(1998)의 도구를

통합하여 연구자가 4 Likert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 다. 곽근혜

(2008)의 도구는 44문항, 강화정(1998)의 도구는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에서 복의 의미를 가지는 문항은 삭제하고, 스트 스 련 요인은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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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그룹으로 나 어 세분화하여 총 73문항으로 구성하 다. 스트 스 정도에

한 평가기 은 각 항목별 평균이 2 이상일 경우 증도로 분류하 다.

하 그룹에 해당하는 신체 변화 련 요인의 Chronbach α=0.70, 정신

변화 련 요인의 Chronbach α=0.86, 정보부족에 한 요인의 Chronbach α

=0.82, 선택 련 요인의 Chronbach α=0.89,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의

Chronbach α=0.78,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의 Chronbach α=0.89, 식이제한,

약물복용 련 요인의 Chronbach α=0.47, 진료 차, 병원 내부환경 련 요인

의 Chronbach α=0.91, 성 요인의 Chronbach α=0.61, 경제 요인의

Chronbach α=0.87, 학교, 직장 련 요인의 Chronbach α=0.83, 가족, 역할

련 요인의 Chronbach α=0.82로 타났다.

3) 기질-상태불안

상태-기질불안 측정도구는 Spielberger 등(1972)에 의해 제작된 상태-기질

불안 측정도구(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동균

(1978)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STAI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STAI-X1형 20문항을 이용하여 상태불안을

측정하고, STAI-X2형 20문항을 이용하여 기질불안을 측정하 다.

김정택의 도구에서 사용한 1-4 척도를 사용하 으며(그 지 않다: 1 , 가

끔(조 ) 그 다: 2 , 아주(보통으로) 그 다: 3 , 언제나(매우) 그 다: 4 ),

총 80 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한 상태이다.

STAI-X1의 경우 1, 2, 5, 8, 10, 11, 15, 16, 19, 20번 항목의 경우 역방향으

로 채 을 하며, 수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다.

52 - 56 : 상태불안 수 이 약간 높음.

57 - 61 : 상태불안 수 이 상당히 높음.

62 이상: 상태불안 수 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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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X2의 경우 1, 6, 7, 10, 13, 16, 19번 항목의 경우 역방향으로 채 을

하며, 수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다.

54 - 58 : 기질불안 수 이 약간 높음.

59 - 63 : 기질불안 수 이 상당히 높음.

64 이상: 기질불안 수 이 매우 높음.

기질불안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0.86, 상태불안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0.88로 나타났다.

4) 우울

수술환자가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고 싶은 욕망, 무력감, 죄의식, 사고와 집

력의 감퇴, 피로감, 식욕감퇴, 성욕 감퇴, 수면장애 정신운동의 변화를 가

져오는 정서상태를 말하며 Beck(1967)의 우울측정도구(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총 21문항)로 ‘가벼운 상태’ 0 에서 ‘심한 상태’ 3 까지 4 척도

로 최소 0 에서 최고 63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 강화정

(2011)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 α=0.87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 α=0.89이었다.

우울의 정도에 한 기 으로 0-9 은 우울이 없는 상태, 10-15 은 가벼운

우울, 16-23 은 등도의 우울, 24 이상은 증 우울로 분류하 다

Beck(1967).

4) 삶의 질

삶의 질은 미국 National Conference on Cancer Nursing(1983)에서 암 환자

를 상으로 하여 개발한 Quality of Life Scale을 권 은(1990)이 번안하고

신임식(2005)이 암 환자를 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다. 총14개 문항

5 Likert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 32 -

변수 하부요인　 최 값 최소값 평균
표

편차

Cronba

ch’s⍺

스트

스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9항목
1.29 0.27 0.70 0.841 0.91

선택 련 요인 8항목 1.01 0.33 0.71 0.947 0.89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6항목 1.63 1.32 1.47 1.110 0.89

경제 요인 3항목 0.70 0.50 0.59 0.896 0.87

정신 변화 련 요인 12항목 1.26 0.29 0.70 0.867 0.86

학교, 직장 련요인 7항목 0.81 0.39 0.59 0.961 0.83

가족, 역할 련 요인 6항목 1.59 0.26 0.68 0.844 0.82

정보부족에 한 요인 6항목 2.03 0.59 1.02 2.120 0.82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0항목 1.21 0.33 0.76 0.916 0.78

신체 변화 련 요인 6항목 2.06 0.25 1.10 0.915 0.70

성 요인 2항목 0.47 0.45 0.46 0.811 0.61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3요인

(여성단독항목 제외)
2.39 0.73 0.73 1.180 0.47

불안
상태불안 20항목 1.61 0.35 1.14 0.877 0.88

기질불안 20항목 2.04 0.51 1.13 0.838 0.86

우울 우울 21항목 2.05 1.19 1.60 0.640 0.89

삶의

질
삶의 질 20항목 7.88 4.58 6.64 2.382 0.94

본 연구에서 삶의 질 수 값(남자=153, 여자=143)을 이용하여 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권 은(1990)이 번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0.85, 박은진(2013)

에서 신뢰도 Cronbach´s ⍺=0.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0.94이었다.

표 1. 연구 상자(N=182)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측정변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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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차

1) 자료 수집 시기

1차 설문조사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갑상선 제 수술을 받기

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직 면 설문을 실시하 으며, 2차 설

문조사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갑상선 제 수술 후 통원 치료를 받는 환

자를 상으로 자우편과 종이우편 설문을 실시하 다.

2)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 기 연구윤리 심의 원회에

연구계획서 설문지, 기 연구윤리 원회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3-SCMC-32-00), 내과, 외과, 방의학과, 간호부의 허락을 받아 진행되었다.

갑상선암 수술 검진 련 진료과 담당교수 는 임의가 상자를 선정

한 후,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본 연구의 동의서를 함께 받았으며, 1차 자료

수집은 연구자료 수집의 목 ,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 설문조사에 한 교

육을 받은 연구원 2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다. 연구 상자에게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의 참여와 단,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상자로 선정하 다. 그리

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 , 기 효과, 자료 수집방법 소요시간, 비 보장, 연

구자의 연락처에 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고 구조화

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이후 갑상선암 환자의 스트 스, 불

안, 우울, 삶의 질 련요인 악을 한 2차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본 연

구자가 화면담을 통해 2차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자우편주소,

종이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확인하 고, 이를 수신인으로 하여 연구 설명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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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 회수 시 사용 할 우편 투를 동 후 우체국 자

우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부하 다. 연구 설문지는 연구 상자가 직 작성

하도록 하며, 직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화 설문을 통해서 연구자가 읽어

주고 답변을 듣고 기입하도록 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에서 갑상선 제 수술을 받은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1차 설문을 완료한 1,000명의 상자 인 사항을 확보한 뒤

우편설문을 계획하 다. 설문을 실시하기 환자에게 화면담을 통한 연구

의 목 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544명의 주소를 확인하 다.

자우편 팩스를 통한 264부, 종이우편 설문지 280부, 총 544부의 설문지를

발송하 다. 자우편 팩스 설문지 89부, 종이우편 설문지 113부, 총 202부

설문지를 회수하여 37.1%의 회수율을 보 다. 그리고 불성실 응답 8건, 의무

기록 기 실시한 갑상선 설문자료와 병합이 불가능한 7건, 기한 종료 이후

도착한 설문지 5건, 총 20건을 제외한 182명이 최종 연구 상자로 선정되었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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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료 수집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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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SAS 9.4 통

계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1)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9.4 for Windows version을 이용하 으며, P값

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2)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질병 련 특성, 건강행태 특성은 카이제곱

검정이나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해 범주형 는 연속형 항목의 그룹 간 비교

하 다.

3) 상자의 특성과 갑상선암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수

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확인하 다.

4) 상자의 갑상선암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에 따른 삶의 질의 차

이는 t-test, ANOVA를 실시 한 후 scheffe’s 방법으로 사후검정 하 다.

5)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불안, 우울의 독립 인 험인자를

분석하 으며 험도는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표기하 다. 요인은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증하 으며, 투입되는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처리하 다

6) 갑상선암 수술로 인한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련 각 변수 간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 다.

7) 회귀모형의 성을 확인하기 해 다 공선성 여부와 잔차 분석을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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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연구 상자를 악하기 해 일반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 , 종교유무,

결혼상태, 직업 경험, 수입 등을 조사하 다.

성별은 남자21.4%, 여자 78.6%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40-49세,

교육수 은 학교 졸업의 비율이 남녀 그룹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 (p=0.025), 종교(p=0.035), 직업경험에서 남녀 그룹 간 유의한 빈도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특히, 여자 그룹에서 종교를 가진 비율(N=96.

67.13%), 직업 경험에서 과거에는 직업이 있었으나 재 실직 상태의 비율

(N=56. 39.16%)이 높게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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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상자(N=182)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 구분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P
N % N %

Age (years) <40 8 20.51 31 21.68 0.882
40-49 20 51.28 67 46.85
50+ 11 28.21 45 31.47

Education - High school 6 15.38 48 33.57 0.025
College 21 53.85 73 51.05
Graduate school+ 12 30.77 22 15.38

Religion No 20 51.28 43 30.07 0.035
Yes 19 48.72 96 67.13 　

Marriage Married 4 10.26 16 11.19 0.869
Others1 35 89.74 127 88.81

Occupation Never 1 2.56 37 25.87 0.000
Out of work 10 25.64 56 39.16 　
In work 28 71.79 49 34.27 　
Non-response 0 0 1 0.7 　

Income 2 <300 4 10.26 36 25.17 0.309
300-399 10 25.64 34 23.78
400-599 12 30.77 36 25.17
600+ 12 30.77 31 21.68
Non-response 1 2.56 6 4.2

1. Single, Divorced, Seperated

2. Unit 10,000 won/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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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을 악하기 해 수술 받은 후 경과기간, 수

술-퇴원까지 입원기간(일), 갑상선 외 침범, 갑상선염, 재발여부, 칼슘 증,

성 마비, 과거에 의사에게 질병으로 진단받은 있는지 여부, 우울증 진단

여부, 갑상선제재 복용여부 등을 조사하 다.

수술 받은 후 경과기간은 “1년 미만”, 수술 후 퇴원까지 기간은 “4일 미만”,

갑상선염은 “있음”, 재발 여부는 “없음”, 성 마비는 “없음”, 우울증 진단 여부

는 “없음”의 비율이 남녀 그룹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칼슘 증(p=0.014), 의사에게 과거 질병진단 여부에서 남녀 그룹 간 통계

으로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p=0.003)(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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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P

N % N %
Thyrodectomy

(months)
<12 3 7.69 9 6.29 0.7895

12 + 35 89.74 127 88.81
Non-response 1 2.56 7 4.9

Hospitalization (days) <4 5 12.82 17 11.89 0.870
4+ 3 7.69 8 5.59
Non-admission or

Non-response
31 79.49 118 82.52

Extrathyroid invasion No 15 38.46 70 48.95 0.508
Yes 22 56.41 67 46.85
Non-response 2 5.13 6 4.2

Thyroditis No 19 48.72 54 37.76 0.2159
Yes 20 51.28 89 62.24

Recurrence No 29 74.36 100 69.93 0.778
Yes 2 5.13 6 4.2
Non-response 8 20.51 37 25.87 　

Hypocalcemia No 2 5.13 17 11.89 0.014
Yes 6 15.38 5 3.5 　
Non-response 31 79.49 121 84.62 　

Vocal cord paralysis No 8 20.51 17 11.89 0.340
Yes 0 0 1 0.7 　

Past diseases No 9 23.08 71 49.65 0.003
Yes 30 76.92 72 50.35 　
Non-response 31 79.49 125 87.41 　

Depression diagnosed No 39 100 140 97.9 0.362
Yes 0 0 3 2.1 　

Taking thyroid

hormone
No 37 94.87 134 93.71 0.787

Yes 2 5.13 9 6.29

표 3. 연구 상자(N=182)의 질병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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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상자의 건강행태 특성

연구 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을 악하기 해 수면시간, 규칙 운동 여부,

체질량지수, 2년 내 체 변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 다.

수면시간 변수에서 남녀 그룹 모두 “7시간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규칙 운동여부 변수에서 남자 그룹은 “한다”(N=21. 53.85%), 여자 그룹은

“안한다”(N=88. 61.5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84).

체질량지수 변수에서 남녀 그룹 모두 “<2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25).

흡연 여부(5갑 이상) 변수에서 “ 안함”이라고 응답한 남자 그룹(N=15.

38.46%), 여자 그룹(N=140. 97.9%)간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음주 여부 변수에서 남자 그룹은 “ 재 음주”(N=32. 82.05%), 여자 그룹은

“마신 없다”(N=77. 53.8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 유의한

빈도차이가 나타났다(p<0.001)(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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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P

N % N %
Sleep (hours) <7 19 48.72 61 42.66 0.5815

7 10 25.64 49 34.27
8 9 23.08 23 16.08
9+ 1 2.56 9 6.29
Non-response 0 0 1 0.7

Regular exercise No 18 46.15 88 61.54 0.084
Yes 21 53.85 55 38.46 　

BMI <23 17 43.59 74 51.75 0.425
23-24.9 10 25.64 39 27.27
25+ 12 30.77 30 20.98

2 year weight

change (kg)
>-3 8 20.51 16 11.19 0.128

Stable(±3) 27 69.23 96 67.13

>+3 4 10.26 31 21.68

Non-response

Smoking (5 packs+)Never smoking 15 38.46 140 97.9 <.0001
Exsmoking 8 20.51 1 0.7 　
Current smoking 16 41.03 2 1.4 　

Drinking Never drinking 5 12.82 77 53.85 <.0001
Exdrinking 2 5.13 15 10.49 　
Current drinking 32 82.05 51 35.66 　

표 4. 연구 상자(N=182)의 건강행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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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요인과 삶

의 질 상 계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는 불안과 약한 양의 상 계(r=0.436,

p<0.001), 우울과 강한 양의 상 계(r=0.591, p<0.001), 삶의 질과 강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0.548, p<0.001). 불안은 우울과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r=0.558, p<0.001), 삶의 질과 약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r=-0.453, p<0.001). 우울은 삶의 질과 강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r=-0.712, p<0.001)(표 5)..

스트 스 하부 요인에서 가족, 역할 련 요인은 1 (r=-0.514, p<0.001), 정

신 변화 련 하부 요인은 2 (r=-0.512, p<0.001), 신체 변화 련은 3

(r=-0.490, p<0.001)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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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

r(p)

불안

r(p)

우울

r(p)

삶의 질

r(p)

스트 스

r(p)
1

불안

r(p)
0.436(<.0001) 1

우울

r(p)
0.591(<.0001) 0.558(<.0001) 1

삶의 질

r(p)
-0.547(<.0001) -0.453(<.0001) -0.713(<.0001) 1

표 5.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요인과 삶의

질 상 계



- 45 -

표 5-1.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요인과 삶의

질 상 계

　

변수 　 삶의 질 평균(r2)

스트 스

신체 변화 련 요인 6항목 평균 -0.490

정신 변화 련 요인 12항목 평균 -0.512

정보부족에 한 요인 6항목 평균 -0.110

선택 련 요인 8항목 평균 -0.202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0항목 평균 -0.408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6항목 평균 -0.487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3요인 (여성단독항목 제외)

평균
-0.214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9항목 평균 -0.266

성 요인 2항목 평균 -0.361

경제 요인 3항목 평균 -0.387

학교, 직장 련요인 7항목 평균 -0.324

가족, 역할 련 요인 6항목 평균 -0.514

불안　
상태불안 20항목 평균 -0.352

기질불안 20항목 평균 -0.494

우울 우울 21항목 평균 -0.713

삶의 질 삶의 질 20항목 평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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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스트 스에 따른 삶의 질 수

스트 스 하부요인에 따른 평균 수를 살펴 본 결과 남녀 그룹 모두에서

“삶의 질 낮음” 그룹의 스트 스 평균 수가 “삶의 질 높음”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스트 스 총 의 평균 수가 148.54(±37.03)로 남자

그룹의 스트 스 총 의 평균 130.31(±31.3) 보다 높았으며, 반 로 삶의 질

총 의 평균 수는 138.03(±32.69)로 남자 그룹의 삶의 질 수 150.74(±34.1)

보다 낮았다.

한 여자 그룹에서는 모든 스트 스 하부 요인에 따라 삶의 질 높음, 낮음

에 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자 그룹에서는 “정보부족 련”, “선택

련”, “진료 차, 병원 내부환경 련”, “성 요인” 하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그룹에서 스트 스 하부요인 “신체 변화 련”(t=-4.49, p<0.001),

“정신 변화 련”(t=-3.96, p<0.001), “검사·수술·치료 련”(t=-2.26,

p=0.024), “부작용·재발 련”(t=-4.81, p<0.001), “식이제한·약물복용

련”(t=-2.11, p=0.035), “경제 련”(t=-2.69, p=0.011), “학교·직장

련”(t=-4.44, p<0.001), “가족·역할 련”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t=-3.87, p<0.001).

여자 그룹에서 스트 스 하부요인 “신체 변화 련”(t=-4.13, p<0.001),

“정신 변화 련”(t=-5.19, p<0.001), “선택 련”(t=-2.02, p=0.043), “검사·수

술·치료 련”(t=-3.91, p<0.001), “부작용·재발 련”(t=-4.47, p<0.001), “식이

제한·약물복용 련”(t=-2.11, p=0.035), “진료 차, 병원 내부환경

련”(t=-2.21, p=0.027), “성 요인”(t=-3.57 p<0.001), “경제 련”(t=-3.19,

p=0.001), “학교·직장 련”(t=-2.86, p=0.004), “가족·역할 련”에 따른 삶의

질 수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52, p<0.001)(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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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삶의 질 높음 삶의 질 낮음
F or t P

삶의 질 높음 삶의 질 낮음
F or t 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신체 변화 련 요인 9.21 2.47 12.85 2.39 -4.49 <.0001 11.88 3.22 14.21 3.38 -4.13 <.0001

정신 변화 련 요인 16.77 3.42 22.8 5.65 -3.96 <.0001 19.28 4.72 24.48 7 -5.19 <.0001

정보부족에 한 요인 14.76 22.64 12.38 6.24 0.43 0.666 10.9 5.11 12.58 6.13 -1.65 0.101

선택 련 요인 12.06 4.66 14.26 4.77 -1.42 0.155 12.85 5.54 14.87 6.19 -2.02 0.043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3.73　 3.17 16.73　 　4.51 -2.26　 0.024　 16.51 5.13　 20.11　 5.34　 -3.91　 0.000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9.9 2.81 15.22 3.89 -4.81 <.0001 13.58 5.21 17.38 4.86 -4.47 <.0001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요인 6.67 2.22 8.17 2.06 -2.11 0.035 9.29 2.82 10.67 3.19 -2.64 0.009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12.95 4.96 14.74 4.86 -1.11 0.273 14.6 5.49 16.78 6.18 -2.21 0.027

성 요인 2.49 0.81 2.97 1.23 -1.38 0.169 2.55 0.94 3.41 1.72 -3.57 0.000

경제 요인 3.45 1.03 4.74 1.81 -2.69 0.011 4.29 1.91 5.61 2.9 -3.19 0.001

학교, 직장 련요인 8.16 1.76 13.02 4.32 -4.44 <.0001 10.1 3.37 12.03 4.53 -2.86 0.004

가족, 역할 련 요인 7.9 1.9 11 2.92 -3.87 0.000 8.71 1.77 11.85 4.46 -5.52 <.0001

합계 112.23 18.93 148.87 31.13 -4.27 <.0001 134.55 29.78 163.99 38.11 -5.12 <.0001

표 6.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에 따른 삶의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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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상자의 수술 련 불안에 따른 삶의 질 수

연구 상자의 수술 련 불안에 따른 삶의 질 수 을 악하기 해 불안

수 총합의 평균을 조사하 다.

불안 하부요인에 따른 기질-상태 불안 평균 수를 살펴 본 결과 남녀 그

룹 모두에서 “삶의 질 낮음” 그룹의 평균 수가 “삶의 질 높음” 그룹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불안 총 의 평균 수가 86.63(±17.02)로 남자의

불안 총 84.34(±16.67) 보다 높고, 반 로 삶의 질 총 의 평균 수는

138.03(±32.69)로 남자 그룹의 삶의 질 수 150.74(±34.1) 보다 낮았다.

남자 그룹에서 불안 하부요인 “기질 불안 련”(t=-2.97, p=0.003), “상태 불

안 련”(t=-2.13, p=0.034), “기질-상태 불안 수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74, p=0.006).

여자 그룹에서 불안 하부요인 “기질 불안 련”(t=-5.27, p<0.0001), “상태

불안 련”(t=-1.9, p=0.058), “기질-상태 불안 수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69, p=0.0001)(표 7).



- 49 -

　변수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삶의 질 높음 삶의 질 낮음

F or t P

삶의 질 높음 삶의 질 낮음

F or t 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기질불안 36.93 6.58 44.45 8.51 -2.97 0.003 38.86 7.68 45.99 8.17 -5.27 <.0001

상태불안 40.71 8.38 46.94 9.09 -2.13 0.034 42.71 10.48 45.83 8.55 -1.9 0.058

합계 77.64 13.78 91.39 16.59 -2.74 0.006 81.57 17.32 91.82 15.05 -3.69 0.000

표 7.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불안에 따른 삶의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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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우울에 따른 삶의 질 수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우울에 따른 삶의 질 수 을 악하기 해 우울

수 총합의 평균을 조사하 다.

여자의 경우 우울 총 의 평균 수가 34.55(±7.57)로 남자 그룹의

30.22(±6.51) 보다 높고, 반 로 삶의 질 총 의 평균은 138.03(±32.69) 으

로 남자 그룹의 삶의 질 수 150.74(±34.1) 보다 낮았다.

남자 그룹의 우울 평균 련(t=-4.55, p<0.001), 스트 스, 불안, 우울 수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51, p<0.001).

여자 그룹의 우울 평균 련(t=-7.51, p<0.001), 스트 스, 불안, 우울 수의

합에 따른 삶의 질 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6.21, p<0.001)(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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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삶의 질 높음 삶의 질 낮음

F or t P

삶의 질 높음 삶의 질 낮음

F or t P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우울 26.42 4.64 34.21 5.78 -4.55 <.0001 30.54 5.48 38.68 7.21 -7.51 <.0001

스트 스, 불안, 우울 합계 216.29 26.87 274.47 48.48 -4.51 <.0001 246.66 41.63 294.49 49.47 -6.21 <.0001

표 8.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우울에 따른 삶의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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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부 요인

남자(N=39, 21.4%) 여자(N5=143, 78.6%) 　

평균
표

편차

부분

합

수

평균

평균
표

편차

부분

합

수

평균

P

스트 스

신체 변화 련 요인

6항목
10.9 5 1.82 11.19 4.83 1.87 0.75

정신 변화 련 요인

12항목
13.13 4.83 1.09 13.85 5.95 1.15 0.49

정보부족에 한 요인

6항목
10.9 5 1.82 11.19 4.83 1.87 0.75

선택 련 요인 8항목 13.13 4.83 1.64 13.85 5.95 1.73 0.49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0항목
15.19 4.15 1.52 18.28 5.53 1.83 0.00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6항목
12.49 4.3 2.08 15.45 5.39 2.58 0.00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3요인 (여성단독항목

제외)

7.4 2.26 2.47 9.97 3.09 3.32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9항목
13.82 4.98 1.54 15.68 5.94 1.74 0.07

성 요인 2항목 2.72 1.06 1.36 2.98 1.45 1.49 0.32

경제 요인 3항목 4.08 1.6 1.36 4.94 2.54 1.65 0.04

학교, 직장 련요인

7항목
10.59 4.1 1.51 11.06 4.1 1.58 0.54

가족, 역할 련 요인

6항목
9.41 2.9 1.57 10.26 3.72 1.71 0.19

　 소계 130.31 31.3 1.67 148.54 37.03 1.90 0.01

불안
기질불안 40.59 8.45 2.03 42.38 8.69 2.12 0.27

상태불안 43.74 9.25 2.19 44.25 9.7 2.21 0.78

　 소계 84.34 16.66 2.11 86.63 17.02 2.17 0.46

우울 우울 30.22 6.51 1.44 34.56 7.57 1.65 0.00

삶의 질 삶의 질 150.74 34.1 7.54 138.03 32.69 6.90 0.03

표 9.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와 삶의 질 수

* 스트 스: 2 이상 : 증도/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높음

기질불안: 54 - 58 약간 높음, 59 - 63 상당히 높음, 64 이상: 매우 높음

상태불안: 52 - 56 약간 높음, 57 - 61 상당히 높음, 62 이상 매우 높음.

우울: 21 – 30 우울 없음, 31 – 36 가벼운 우울, 37 – 44 등도의 우울, 45 이상 증 우울

삶의 질: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높음



- 53 -

8.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을 악하기 해 삶

의 질 수 평균과, 삶의 질 수 총합의 평균을 조사하 다.

여  그룹에  결 에 라 삶  질 수 에 한 차 가 나타났다

(p=0.010)(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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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Mean SD P Mean SD P
Age (years) <40 152.08 23.36 0.673 127.78 37.21 0.135

40-49 146.17 35.61 140.32 32.8
50+ 158.09 36.93 141.68 27.5

Education - High school 157.33 36.3 0.874 134.7 34.5 0.704
College 149.34 29.53 139.91 32.36
Graduate

school+
149.9 40.16 139.05 29.22

Religion No 160.97 32.37 0.056 138.43 32.06 0.930
Yes 139.98 32.68 137.61 32.56

Marriage Married 150.5 41.75 0.988 117.99 35.97 0.010
Others1 150.77 33.26 140.55 31.39

Occupation Never 180 0 0.587 137.1 30.68 0.816
Out of work 155.64 41.31 136.37 35.32
In work 147.95 31.21 140.12 31.14
Non-response . . 163 0

Income 2 <300 140.5 20.5 0.709 136.17 37.8 0.114
300-399 149.66 43.15 131.54 31.46 31.46
400-599 162.42 23.41 134.55 31.19 31.19
600+ 143.37 36.92 151.92 26.93 26.93
Non-response 151 0 135.03 21.88 21.88

표 10. 연구 상자(N=182)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1. Single, Divorced, Seperated

2. Unit 10,000 won/month



- 55 -

9.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을 악하기 해 삶의

질 수 총합의 평균을 조사하 다.

남  그룹에  갑상   침 (p=0.041), 여  그룹에  재 에 라 삶  

질 수 에 한 차 가 나타났다(p=0.002)(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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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Mean SD P Mean SD P

Thyrodectomy

(months)
<12 138.67 9.8 0.7797 150.44 31.01 0.4804

12 + 151.4 35.65 137.42 32.4
Non-response 164 0 133.14 37.21

Hospitalization (days) <4 148.6 52.75 0.377 138.99 35.72 0.833
4+ 178 14.12 131.45 36.12
Non-admission or

Non-response
148.45 30.57 138.34 32

Extrathyroid invasion No 164.09 30.85 0.041 139.12 32.66 0.271
Yes 139.03 32.96 　 138.78 29.94 　
Non-response 179.5 0.53 　 116.83 51.59 　

Thyroditis No 148.28 43.38 0.6761 142.89 28.95 0.1691
Yes 153.08 21.92 135.08 34.46

Recurrence No 156.17 32.1 0.177 141.76 31.24 0.002
Yes 117 3.2 95.53 48.25
Non-response 139.5 38.04 134.84 28.12

Hypocalcemia No 118.5 28.99 0.105 136.58 35.47 0.558
Yes 173.33 40.5 　 122.88 39.94 　
Non-response

Vocal cord paralysis No 159.63 44.63 0.421 134.95 36.64 0.901
Yes . . 145 0

Past diseases No 155.4 38.55 0.650 136.53 34.08 0.590
Yes 149.35 32.66 139.5 31.23
Non-response

Depression diagnosed No 150.74 34.1 137.79 32.8 0.560
Yes . . 149 25.4

Taking thyroid

hormone
No 151.59 34.32 0.514 138.09 33.05 0.928

Yes 135 26.35 137.07 26.96

표 11. 연구 상자(N=182)의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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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 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연구 상자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을 악하기 해 삶의

질 수 총 을 조사하 다.

여  그룹에  BMI(p=0.028), 남  그룹에  주에 라 삶  질 수 에 

한 차 가 나타났다(p=0.042)(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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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Mean SD P Mean SD P

Sleep (hours) <7 163.92 30.68 0.064 139.32 31.95 0.294

7 132.96 35.6 130.57 130.57 35.01

8 139.78 27.75 146.83 146.83 27.87

9+ 177 0 145.49 145.49 29.38

Regular exercise No 143.07 31.03 0.202 134.22 33.16 0.079

Yes 157.32 35.37 　 144.12 31.01 　

BMI <23 155.24 34.42 0.055 136.55 34.12 0.028

23-24.9 165.64 22.35 148.59 27.15

25+ 131.97 33.87 127.95 31.99

2 year weight

change (kg)
>-3 152.5 41.56 0.983 126.08 31.59 0.210

Stable(±3) 150.11 32.38 138.06 32.94

>+3 151.5 30.37 144.09 30.91

Smoking (5 packs+) Never 148.88 30.1 0.389 138.09 32.91 0.891

Exsmoking 138.3 35.73 　 123 0 　

Current 158.71 35.08 　 141.5 22.66 　

Drinking Never 115.12 30.96 0.042 137.65 32.98 0.795
Exdrinking 158.5 22.66 　 133.52 24.38 　
Current 155.83 31.87 　 139.93 34.3 　

표 12. 연구 상자(N=182)의 건강행태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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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11.54766 - 0.62447*스트 스 - 2.55073*우울

11.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와 삶

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 계 분석에서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수 과 수술 련 스트 스, 불

안, 우울 변수의 연 성을 확인하 다. 스트 스, 불안,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

고, 삶의 질 수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

석의 결과 삶의 질에 한 요한 변수는 스트 스와 우울이고, 불안 변수는

(p=0.417)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 다(표 13).

본 연구결과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측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스트 스, 우울을 삶의 질에 한 요한 변수로 하고 삶의 질 수 과 다

회귀분석을 하 을 경우 체 모형의 설명력은 56.3%(adjusted R2=0.563)이다.

한 불안 변수(p=0.417)까지 포함하 을 경우 체 모형의 설명력은

59.93%(adjusted R2=0.563)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표 14). 갑상선암 수술환자

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수 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 수는 스트

스의 정도가 1단 증가함에 따라 0.624 낮아지고, 우울이 1단 증가함에 따

라 2.550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 다

(p<0.05)(표 13).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회귀식의 불안 변수를 제외하고 조건이 충

족되었으며, 오차의 자기 상 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통계량이 2.04로

서로 독립 이었다. 변수에 한 공차한계는(Tolerance)는 0.34-0.68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 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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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5 범 로 기 인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삶의 질에 한 회귀표 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선형

성이 나타났고, 산 도에서 잔차의 분포가 0을 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

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만족되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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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2

B S.E. 95% C.I. DF t P

intercept 12.307 0.462 11.395 13.219 176.450 26.630 <.0001

스트 스 -0.653 0.228 -1.104 -0.203 170.550 -2.860 0.005

불안 -0.190 0.234 -0.652 0.272 175.430 -0.810 0.417

우울 -2.523 0.307 -3.128 -1.918 176.250 -8.230 <.0001

표 13.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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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DF B S.E. Beta t P
Adj

R-Sq

F

Value
Tolerance VIF

Condition

Index

Durbin-

Watson

Intercept 1 12.0487 0.474 0 25.4 <.0001

0.5631 16.55

. 0 　

2.04

신체 변화 련 요인 6항목 평균 1 -0.48688 0.162 -0.179 -3 0.0031 0.67569 1.47996 1

정신 변화 련 요인 12항목 평균 1 0.46319 0.252 0.155 1.84 0.0678 0.33907 2.9492 1.92178

정보부족에 한 요인 6항목 평균 1 0.03104 0.068 0.031 0.46 0.6474 0.53975 1.8527 2.24153

선택 련 요인 8항목 평균 1 0.13994 0.152 0.063 0.92 0.3577 0.51298 1.9494 2.60151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0항목 평균 1 -0.37721 0.236 -0.129 -1.6 0.1115 0.37304 2.68068 2.77931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6항목 평균 1 -0.25924 0.137 -0.144 -1.89 0.0601 0.41498 2.40973 2.99591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3요인

(여성단독항목 제외) 평균
1 0.37513 0.125 0.182 3 0.0032 0.65134 1.53531 3.29757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9항목 평균
1 0.0941 0.153 0.038 0.62 0.5391 0.6277 1.59312 3.47685

성 요인 2항목 평균 1 -0.15572 0.154 -0.069 -1.01 0.3125 0.51785 1.93106 3.64774

경제 요인 3항목 평균 1 -0.10431 0.14 -0.052 -0.74 0.4575 0.49453 2.02211 3.82477

학교, 직장 련요인 7항목 평균 1 -0.07974 0.156 -0.038 -0.51 0.6095 0.44118 2.26662 4.29998

가족, 역할 련 요인 6항목 평균 1 -0.41204 0.197 -0.155 -2.1 0.0375 0.44282 2.25823 4.685

기질불안 20항목 평균 1 -0.5417 0.3 -0.148 -1.81 0.0726 0.35986 2.77888 4.81775

상태불안 20항목 평균 1 0.2059 0.241 0.063 0.85 0.394 0.43965 2.27452 5.12577

우울 21항목 평균 1 -2.12659 0.34 -0.485 -6.26 <.0001 0.40142 2.49116 5.45033

표 14. 연구 상자(N=182)의 삶의 질 향 요인 다 회귀분석, 회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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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삶의 질의 개념에는 물질 인 측면(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과 정신 인 측

면(스트 스나 걱정이 없고 즐거움)이 있다. 사람마다 어떤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지가 다르므로, 특정한 사람의 삶의 질을 측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이는 건강

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 인 욕구를 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 근이라

는 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를 악한 후 그

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엽

제 수술을 받은 갑상선암 환자 182명을 상으로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수를 측정하는 우편설문을 실시하 다.

수집한 자료는 SAS 9.4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통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1) 일반 특성에 따른 남자 그룹의 삶의 질은 평균 7.15(±11.60) 으로 여자

그룹의 삶의 질 평균 6.50(±1.56) 보다 높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2). 남녀 그룹 모두에서 교육기간과 삶의 질 수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교육기간이 긴 상자는 질병에 한 이해도가 높아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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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잘되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곽근혜, 2009; 김주성, 2011;

Hirsch et al., 2009)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남녀 그룹 모두에서 수입의 증

가와 삶의 질 수 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곽근혜(2009)의 연구에서 경제상태

가 간 군과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높다는 결과와, 김창희(2006)의 연구에서

월수입이 백만원 미만인 집단이 유의하게 다른 집단보다 삶의 질이 낮다고 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여자 그룹에서 결혼에 따라 삶의 질 수 의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0). 기혼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보

다 삶의 질 수 이 높았다. Schultz등은 갑상선암 생존자가 미혼인 경우와

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서 갑상선암이 건강에 미치는 향이 더 크

며 그 이유를 사회 계망의 결여와 련된다고 하 다(Schultzet al., 2009).

한 여자 그룹에서 직업경험 유무와 삶의 질 수 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삶의 질 수 이 높았다. 즉, 결혼 직장생활 등의 특성이 사회 계

형성의 기회가 되며 갑상선암 환자들은 그 계를 통한 지지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 수 을 높일 수 있다.

2)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여자 그룹에서 갑상선암이 재발하지 않은 그룹의

삶의 질 수 총 의 평균 141.76(±31.24) 으로, 재발한 그룹의 삶의 질 수

총 의 평균 95.53(±48.25) 보다 높아 재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02). 남자 그룹에서 갑상선 외 침범이 없는 그룹의 삶의 질 수 총

의 평균은 164.09(±30.85), 갑상선 외 침범이 있는 그룹의 삶의 질 수 총

의 평균 139.03(±32.96) 보다 높았으며, 갑상선 외 침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1). 남녀 그룹 모두에서 최 암 진단 후 시간에 따른 삶의 질

수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Crevenna 등은 최 암 진단 후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삶의 질은 증진되나 활력과 정서 측면에선 장애가 지

속된다고 하 고(Crevenna et al., 2003), Huang 등은 갑상선암 진단 기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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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보다 방사성요오드 치료까지 완료되어 모든 차의 치료가 끝난 상태에

서 삶의 질은 더 낮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어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남녀 그룹 모두에서 성 마비 유무에 따른 삶의 질 수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유선희(2011)의 연구에서 발성장애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

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3) 건강행태 련 특성에 따른 과 삶의 질 계에서 남녀 그룹 모두 체질량

지수 변수에 하여 정체 을 유지할 경우 삶의 질 총 의 평균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남녀 그룹 모두에서 규칙 인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삶의 질 수 을 나타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여자의 경우 스트 스 총 의 평균 수가 148.54(±37.03) 으로 남자 그

룹의 스트 스 총 의 평균 130.31(±31.3) 보다 높았으며, 반 로 삶의 질

수 총 의 평균은 138.03(±32.69) 으로 남자 그룹의 삶의 질 총

150.74(±34.1) 보다 낮았다. 한 여자 그룹에서는 모든 스트 스 하부 요인

에 따라 삶의 질 높음, 낮음에 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자 그룹에서는

“정보부족 련”, “선택 련”, “진료 차, 병원 내부환경 련”, “성 요인”

하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 갑상선

암 환자의 스트 스 정도는 5 만 에 0.84 으로, 이는 곽근혜의 연구(2009)

에서 5 만 에 3.38로 나온 결과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여자 그룹에서 기

혼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의 경우보다 스트 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낮다( 희, 2010; 천상순, 2008; 김

창희, 2006)는 결과와 유사하다.

5) 기질불안의 평균 수는 남자 그룹에서 40.59(±8.45), 여자 그룹에서

42.38(±8.69) 이었고, 상태불안의 평균 수는 남자 그룹에서 43.74(±9.25), 여

자 그룹에서 44.25(±9.7) 이었다. 이는 강화정의 연구(1996)의 수술 기질불

안 정도 평균 57.05 , 상태불안 정도 평균 57.59 보다 낮은 결과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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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낮음” 그룹의 불안 평균 수가 “삶의 질 높음” 그룹의 불안 평균

수 보다 높았다. 여자의 경우 불안 총 의 평균 수가 86.63(±17.02) 으로

남자의 불안 총 84.34(±16.67) 보다 높고, 반 로 삶의 질 총 의 평균은

138.03(±32.69) 으로 남자 그룹의 삶의 질 수 150.74(±34.1) 보다 낮았다.

6) 불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갑상선 유두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은 불안과 우울 수 이 낮을수록, 갑상선 특이 증상이 을

수록 높게 나타난다(유선희, 2011; Lee et al., 2010)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 유선희(2011)의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은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

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방사성요오드 치료 3개월 후에도 지속되었

다. 그 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도 질병 리와 재발방지를

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질병상태에 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은 주 , 정서 측면에서 질병을 인식한다

고 하 다(Hirsch et al., 2009). 한 과학 검증을 거치지 않은 동료 환자의

경험이나 매체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박인숙, 2008). 이러한 상은

갑상선암 환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 시키므로 질병 리에 한 실질 이고 정

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환자들의 정서 안정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여자 그룹에서 우울 총 의 평균 수가 34.55(±7.57) 으로 남자 그룹

30.22(±6.51) 보다 높았다. 동일한 연구 도구를 사용한 강화정(1998)의 연구

에서 갑상선암 환자의 우울 평균 수는 37.41 으로 상자의 50%에서 등

도 이상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비교 낮은

수 의 우울 정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Tagay 등의 연구에서 갑상선암

환자의 신체 , 정신 역에서 삶의 질 하의 가장 강력한 측인자가 우

울이라고 하 으며, 유선희(2011)의 연구에서 우울은 불안 피로와 지속 으

로 강한 연 성을 보 다. 한 Dingle 등(2013)에 따르면 신체 증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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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울은 환자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심과 개선을

한 교육 재가 필요하다고 하 다.

8) 본 연구에서 삶의 질 평균 수는 10 만 에 6.64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곽근혜(2009)의 연구결과 10 만 에 5.50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은 삶의 질 정도에 해 “피로를 느끼십니까” 문

항에 평균 4.58 으로 “항상 피로하다”는 쪽에 가깝고, “ 재 질병에 해 얼

마나 걱정하십니까” 문항에 평균 5.73 으로 “늘 걱정한다”에 가깝다고 부정

으로 표 했다. 이는 곽근혜(2009)의 연구에서 삶의 질 평균 수가 2.36

으로 가장 낮았던 문항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결과와 유사했다. 박은

진(201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했으며, 5

만 에 평균 3.41 으로 나타나 유사하 다. 김주성(2011)의 연구에서 갑상선

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평균 수는 2.72 이었고 사회/가족상태 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연구 상자들의 부분은 피로, 추 를 견디지 못함, 변덕스런

기분변화 등의 갑상선 특이 증상을 호소하 다. Botella-Carartero 등은 갑

상선암 환자는 약물복용을 통해 갑상선기능이 정상 일 때에도 그들의 건강기

능상태는 일반인보다 낮다고 하 다. 한 갑상선호르몬 기능을 이상 인 균

형상태로 유지하기 한 지속 인 모니터링 과정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춘다

고 하 다(Dietlein and Schicha, 2003).

9)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과 삶의 질은 유

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는 불안과 약한 양

의 상 계(r=0.436, p<0.001), 우울과 강한 양의 상 계(r=0.591, p<0.001),

삶의 질과 강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0.548, p<0.001). 불안은 우울과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r=0.558, p<0.001), 삶의 질과 약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0.453, p<0.001). 우울은 삶의 질과 강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0.71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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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스트 스와 삶의 질은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유

의하게 낮아지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r=-0.548, p<0.001).

이는 박은진(2013)의 연구에서 여성 갑상선암 환자의 스트 스, 극복력

삶의 질의 상 계 분석에서 스트 스와 삶의 질이 유의한 부 상 계가

있다는 결과(r=-0.68, p<0.001), 부인암 환자를 상으로 한 김은경(2010)의 연

구에서 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한 형희(2010)의 암 환자의 불안, 스트 스, 재발 우려가 삶의 질에 미치

는 향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 연구결과 삶의 질과 가장 상 성이 높은 변

수는 스트 스로 나타났으며 스트 스 정도가 높으면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강화정(1998)의 수술환자의 수술 스트 스, 불안 우울에 한 연구에서

수술 스트 스와 불안(r=0.692, p=0.000), 수술 스트 스와 우울(r=0.644,

p=0.000). 수술 불안과 우울 간(r=0.647, p=0.000)에 높은 상 계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불안과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났

으며(r=-0.453, p<0.001), 우울과 삶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강한 음의 상 계

를 보 다(r=-0.712, p<0.001).

이는 김주성(2011)의 갑상선 유두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연구에서 불안,

우울 수술 후 삶의 질 간의 상 계는 불안이 클수록(r=-0.739, p<0.001),

우울할수록(r=-0.742, p<0.001)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각 하부 역의

삶의 질은 이들 변수와 부정 상 성을 유의하게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r=-0.290~-0.733, p<0.001). 한 양지연(2012)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

은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결과 불안, 우울은 삶의 질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즉, 불안과 삶의 질 계(r=-0.602, p<0.001), 우울

과 삶의 질 계는 음의 상 계를 가지고 있었다(r=-0.694, p<0.001).

본 연구결과 스트 스와 삶의 질 상 계 분석에서 스트 스 하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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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족, 역할 련 요인(r=-0.514, p<0.001)은 1 , 정신 변화 련 하부

요인(r=-0.512, p<0.001)는 2 , 신체 변화 련(r=-0.490, p<0.001)은 3 로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10) 스트 스, 불안, 우울을 독립 변수로 포함하여 삶의 질 수 에 한 회

귀분석 시행 결과 삶의 질에 한 요한 변수는 스트 스(β=-0.624)와 우울

(β=-2.550) 변수가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

되었으며, 체 모형의 설명력은 56.3%이다(adjusted R2=0.563, p<0.001).

이는 강화정(1998)의 수술환자의 수술 스트 스, 불안 우울에 한 연

구에서 불안과 우울이 R2=0.545로 수술환자의 스트 스를 약 55% 설명하고,

불안(β=.473)과 우울(β=.337)이 주요인자로서 스트 스에 주효과(main effect)

의 향을 주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 김주성(2011)의 갑상선 유두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에 한 연구에서 우울(p=0.001), 불안(p<0.001)이 갑상선 유

두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이며, 우울 정도가 낮을

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수술 후 삶의 질 수 이 높게 나타나며, 삶의 질 정도

를 64.9% 설명하는 결과와 유사하다.

양지연(2012)의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삶의 질에 한 요한 변수는 자아존 감과 불안으로, 불안은

삶의 질에 음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체 모형의 설명력은

64.9%(adjusted R2=0.649)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분석하고, 환자의 삶의 질과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재 로그

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다. 아울러 재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인

구사회학 특성, 질병 련 특성, 건강행태 련 특성을 고려한 신체 , 정신

, 사회 ,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편의추출에 의한 서울시에 치한 일개병원의 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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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환자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선택편견 배제에 한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182명의 이외의 환자로 상자를 확

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장기간에 걸쳐 고찰하는 반복 연구와 종단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우편설문으로 인한 응답의 오류가 있었는지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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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를 악하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결과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수와 삶의 질

수는 부 련성이 있었으며(상 계수: -0.547, -0.453, -0.712), 남자 그룹에

비해 여자 그룹에서 스트 스, 불안, 우울의 평균 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

로 여자 그룹에서 삶의 질 평균 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그룹에서

삶의 질 수 향상을 한 스트 스, 불안, 우울에 한 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알 수 있듯이,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과 삶의 질 사이의 상 계에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수

을 높이기 한 략으로 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를 낮추는 재 개

발이 필요하다.

갑상선암의 질병경과에 한 후가 다른 암 종에 비해 정 인 평가를 받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 환자들은 장기간의 질병 리가 필요하기 때문

에 신체 , 정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갑상선암의 치료와 리과정

에 환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한 가족과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환

자 본인의 질병상태에 한 인식 정도를 악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건강문제

에 한 해결과 간호요구 충족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갑상선암 환

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질병 리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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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후 리 교육과 변화된 건강상태에 한

응(피로, 체 변화, 수면, 성 인 만족도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재를 제안한다.

첫째, 일차 사회 계망 역할을 하는 가족에게 수술 방법 비사항에

한 사 교육과 더불어, 퇴원 후 치료과정에 한 교육, 방사선 동 원소와

검사 련 요오드 식이 정보 제공함으로써 환자에 한 이해 수 을 높인다.

둘째, 의료진은 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 하는 태도로 하고, 환자로 하

여 자존감· 자기애를 갖도록 함으로써 부정 인 정서 완화와 미래에 한

구체 이고 정 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죽음에 한 두려움, 긴장감, 기분변화 조 을 한 약물요법

사용과 더불어 칭찬과 같은 정 강화를 통한 자신감 향상 심신의 이완

을 돕는다.

넷째, 스트 스 험인자로 나타난 환자의 피로감, 식욕부진, 무기력감을 해

소하기 해 강도 높은 신체활동 간에 휴식을 갖도록 하며, 수면장애 식

욕 조 을 통한 일상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의료진은 진료 기에 갑상선암 환자에게 재발, 손발 림, 목소리

변화와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객 화된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

써 신뢰 계를 형성하고,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기 한 약물 보조요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환자의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편리하게하기 한 략개발, 진

료 기 기간 단축, 소외계층 암 환자 진료비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환자의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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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첫째, 연구 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치한 일개병원의 갑상선

암 환자만을 상으로 편의추출 하 으므로, 선택편견 배제에 한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182명의 이외의 환자로 상

자를 확 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장기간에 걸쳐 고찰하는 반복 연구와 종단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갑상선암 환자의 스트 스, 불안, 우울 정도와 삶의 질 수 이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인 스트 스,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기 한 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상자의 스트 스와 삶의 질과의 계에서 가장 높은 부 상

계를 보인 가족, 역할 련 요인에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

넷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우편설문으로 인한 응답의 오류가 있었는지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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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명윤리심의 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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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설명서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2-1. 연구 설명서

연구 대상자 설명문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이익, 위험, 불편,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관해서 질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구담당

자는 귀하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1. 개요

  귀하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합니다. 연구자는 귀하가 이 연구 참여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는 초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기 전에 

귀하는 예정된 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문

에서는 연구의 목적, 절차, 위험성, 불편사항, 유익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

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귀하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연구의 필요성

1) 암 진단은 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Hegel et al., 2006), 치료의 

불확실성 및 치료과정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암 환자들은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도희경, 2008).

2) 암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질병을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환자의 회복에 영

향을 미칩니다(Nielsen & Grønbaek,2006). 특히, 갑상선암 환자는 암 진단 후 갑상

선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암 재발 여부를 모

니터링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윤여규, 오승근, 강경호, 정희두, 

2007; 임창훈 등, 2002; 하윤권 등, 2005). 또한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스

트레스에 취약하고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Manole, 

Schildknecht, Gosnell, Adams, & Derwahl, 2001). 이러한 스트레스는 갑상선암 환

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김주성, 2011; 김창희, 2006; 이가희 등, 

2011). 갑상선암은 생존 자체에 위협적이지 않지만 평생 동안 검사와 치료가 동반

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 갑상선암 환자의 스트

레스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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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1) 갑상선 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합니다. 

2) 갑상선 암 환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삶의 질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3) 갑상선 암 환자의 수술전후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에 대해 파악한다. 

4) 갑상선 암환자와 그 가족의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을 낮추고, 대처능력을 증진시

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구축합니다. 

5) 궁극적으로 환자의 질병치유 효과를 극대화 하고, 환자 주변인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하게 하여 환자가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을 때, 

환자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지지환경을 조성합니다. 

6) 갑상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

합니다.

4.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갑상선외과를 방문하여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은 

200여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5. 연구절차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설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설문조사에는 총 1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2)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갑상선외과를 방문하여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을 때 작성하

신 갑상선 연구과제 참여 동의서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의무기록 중 연구에 필수적으

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본 설문결과와 함께 참고하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대상자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삶의 질 정도의 차이, 갑상선암 환자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통계분석을 하게 됩니다. 

6. 연구 참여 기간

단기간 참여이며, 설문에 약 (  15   ) 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7.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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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측 부작용 및 주의사항과 조치

설문에 응답하는 사항으로 예측부작용이나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9.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및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

하는 정보는 추후 갑상선 암 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와 삶의 질 개선 관련한 연구의 귀

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상해에 대한 보상

귀하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상해가 발생할 경우, 상해에 대한 치료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합니다.  

11.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

정보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2.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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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담당자 성명 : 진정현   ☎ H.P: 010-XXXX-XXXX 

연구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

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에서 윤리적, 과학적으로 승인된 연구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02-222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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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관리번호

※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과 우편요금 후불, 착불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우편요금은 없습니다.

※ 동의서 1부는 환자분이 보관하시고, 나머지 1부는 작성하신 설문지와 함께 동봉된 봉

투에 넣어 밀봉 부탁드립니다.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1.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등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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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 (2015년/ 월/  일)

설명한 연구자의 성명  진정현 서명 날짜 (2015년/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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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기 승인받은 환자 설명문 동의서



- 92 -



- 93 -

부록 3. 도구 사용 승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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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차 설문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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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차 설문지

Ⅰ. 일반 사항, 질병 련 특성

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연령: 만 ( ) 세 

①20 대 이하  ②30 대  ③40 대  ④50 대  ⑤60 대 이상

3. 교육 정도 ①무학  ②초등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졸이상

4. 결혼상태 ①기혼  ②미혼  ③사별  ④별거  ⑤기타

5.  가족수      ①2명이하  ②3-5명  ③6명이상  ④기타

5. 직업 ①유(‘유’ 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②무

6. 월평균소득 ①100 만원 미만  ②100-200 만원  ③201-300 만원  ④300 만원 초과

7. 종교 ①없음 ②기독교 ③불교 ④천주교 ⑤기타

8. 수술 경험  ①유(수술명: ______________)  ②무  ③모르겠다

9. 방사성 요오드 치료 횟수 ①1 회  ②2 회  ③3 회 ④3회 이상

10. 재발 여부는? ①유  ②무  ③모르겠다

11. 전이 여부는? ①유  ②무  ③모르겠다

12. 진단명 :  ( )

13. 수술명 : ( )  수술부위 : ( )

14.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시행한 날짜와 림프절절제술 유, 무

년 월 일 (‘유’라면 범위:         )

15.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한 날짜와 치료용량

년 월 일 ( mCi)

16. TSH & Free T4 (채혈일 : 년 월 일)

TSH : (갑상선 호르몬 복약 순응도 양호 불량)

FT4 : (갑상선 호르몬 복약 순응도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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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변화 련 요인

1. 속이 거북하고 구토가 난다.

2. 수면장애를 겪는다.

3. 목의 비 와 붓기로 인해 목이 무겁게 느껴진다.

4. 수술 후 갑상선 조직이 없어졌다.

5. 갑상선 기능의 하로 피로, 식욕부진, 무기력감을

경험한다.

6. 수술 후 육체 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다.

정신 변화 련 요인

1. 수술 는 진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2. 죽음이 두렵다.

3. 수술 는 진단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4. 죽음이 두렵다.

5. 신체 장기의 일부분을 잃을까 겁난다.

6. 질병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7. 증상이 더 심해질까 두렵다.

8. 미래에 한 의욕이나 희망을 가질 수 없다.

9.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나 자신을 느끼지 못한다.

10. 몸과 마음이 긴장된다.

11.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찬다.

12. 감정을 조 하기 힘들다.

13. 집 력과 기억력이 감퇴되었다.

정보부족 련 요인

1. 진단이 정확한지 재확인 하고 싶다

2.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3. 퇴원 후 치료과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4. 검사방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5. 수술방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6. 방사선 동 원소 검사 련 요오드 제한식이 정보가

부족하다.

선택 련 요인

1.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한 결정이 어렵다.

2. 수술 받을 시기 결정이 어렵다(직장, 자녀출산 등 고려).

3. 수술을 진행할 병원 선택이 어렵다 .

Ⅱ. 갑상선 수술 련 귀하가 느 던 스트 스 정도를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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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술을 진행할 외과의사 선택이 어렵다

5. 수술 방법 선택이 어렵다

6. 병실(1인실, 2인실, 다인실 등)선택이 어렵다

7. 병실에서 제공하는 식이 선택이 어렵다

8. 진통제, 호르몬제 등 약물 복용 련 선택이 어렵다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 치료와 검사로 인한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렵다.

2. 신체부 가 노출된 상태에서 검사나 간호를 받아야 한다.

3. 갑상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

5. 마취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알려질까 두렵다.

6. 수술 결과를 기다리기가 두렵다.

7. 수술의 후(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

8. 방사성 동 원소 검사 치료 시 특수 병실에 혼자 있어야

한다.

9. 방사성 동 원소 치료 후 무월경을 경험한다.

10. 방사성 동 원소 치료 후 침샘에 염증이 생긴다.

부작용 재발 련 요인

1. 암 이, 재발로 인한 재입원이 두렵다.

2. 수술 후 반 인 합병증이 우려된다.

3. 수술 후 손, 발 렴 경련이 두렵다.

4. 목소리(고음을 내는것)가 변하는 것이 두렵다.

5.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두렵다.

6. 수술 부 의 흉터가 남는 것이 걱정된다

식이제한, 약물복용 련 요인

1. 방사성 동 원소 검사 후 요오드 제한식이를 해야 한다.

2. 갑상선 호르몬 약을 일시 혹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

3. 칼슘 보조제를 일시 흑은 평생 동안 복용해야 한다.

4. 자녀 출산계획 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수치를 조 해야

한다.

진료 차 병원내 환경 련 요인

1. 진료날짜를 약하고 진료받는 날까지 기가 길다.

2. 진료받는 날 진료 기 시간이 길다.

3. 검사날짜를 약하고 검사 받는 날까지 기가 길다.

4. 검사결과를 듣기 한 외래진료 약까지 기가 길다.

5. 병원 내부 소음으로 불편하다

6. 병원 내부 조명으로 인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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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원 내부 온도로 인해 불편하다.

8. 병원 내부 냄새로 인해 불편하다.

9. 병원 내부 낯선 환경이 불편하다.

성 련 요인

1. 수술 이후 성 매력이 하 될까 두렵다

2. 자녀 출산 계획에 문제가 없을지 두렵다.

경제 련 요인

1. 진료비 부담에 한 경제 고통이 있다.

2. 실직, 휴직으로 인한 경제 고통이 있다.

3. 수술방법 결정시 경제 제한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학교 직장 련 요인

1. 다른 사람들이 암 수술에 하여 알게 되어 환자 취 을 한다.

2. 주 사람이 수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3. 학교, 직장에서 지 까지 하던 일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4. 친구들과 그 처럼 어울릴 수 없다.

5. 진료 때문에 자주 직장이나 학교를 비운다.

6. 재 실직(휴직) 상태이다.

7.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치가 불리해 질 것이다.

가족역할 련 요인

1. 가족들이 나에 해 걱정한다.

2. 가족들이 나를 환자라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

3.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4. 가정에서 부모(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

같다.

5. 부모, 아내, 형제, 자녀로서 도리를 잘 못하는 것

6. 수술 후 가족 내에서 내 치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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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

제

나

그

다

3

1. 나는 기분이 좋다.

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4.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8. 나는 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려 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9. 나는 하찮은 일에 무 걱정을 많이 한다.

10. 나는 행복하다.

11.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4. 나는 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5. 나는 울 하다.

16. 나는 만족스럽다.

17. 사소한 생각에도 괴롭다.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20. 나는 요즈음의 걱정거리나 심거리를 생각 하면

긴장되거나 어 할 바를 모른다.

Ⅲ. 일상생활에서 귀하가 느 던 불안 정도를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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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5.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6. 나는 당황해서 어 할 바를 모르겠다.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9. 나는 불편하다.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2. 나는 짜증스럽다.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4. 나는 극도로 간장되어 있다.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6. 나는 만족스럽다.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모르겠다.

19. 나는 즐겁다.

20. 나는 기분이 좋다.

Ⅳ. 갑상선 수술 련 귀하가 느 던 불안 정도를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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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나는 슬프지 않다.

　 2) □ 가끔 슬플 가 다.

　 3) □ 항상 슬픔에 어 헤어날 수가 없다.

　 4) □ 단  슬프고 행해  견  수가 없다.

　 　 　 　

2 1) □ 래에 해 별  걱 하지 않는다. 

　 2) □ 래에 해 가끔 걱 한다.

　 3) □ 래에 한 는 아 것도 없다.

　 4) □ 래는 망 고  나아질 수도 없다.

　 　 　 　

3 1) □ 실패라는 것  생각지도 않는다.

　 2) □ 다  사람보다 실패  많  한 것 같다. 

　 3) □ 과거 내 생  실패  연 었다.

　 4) □ 나는  실패한 생 다.

　 　 　 　

4 1) □ 내가 하는 에 여  만 하고 다. 

　 2) □ 과 같  만  느끼지 못한다.

　 3) □ 엇  해도 만 스럽지 않다. 

　 4) □ 만사가 만스럽고 짜  난다.

　 　 　 　

5 1) □ 별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2) □  죄책감  느낀다.

　 3) □ 주 죄책감에 빠 다.

　 4) □ 항상 죄책감에 빠 다.

　 　 　 　

6 1) □  는 느낌  없다.

　 2) □   지도 다.

　 3) □   걱 다.

　 4) □ 나는 지   고 다.

　 　 　 　

7 1) □ 나 신에 해 실망하지 않는다. 

　 2) □ 나 신에 실망할 가 많다.

　 3) □ 나 신  지 지 하다.

　 4) □ 나는 내 신  한다.

　 　 　 　

8 1) □ 나는 다  사람보다 어지지 않는다.

　 2) □ 나  약 나 실수  가끔 내 탓  돌린다.

　 3) □ 다 사람보다 어지는 것  거  내 탓  생각한다.

　 4) □ 못    내 탓 다.

　 　 　 　

Ⅴ. 갑상선 수술 련 귀하가 느 던 우울 정도를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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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 죽고 싶  생각  해본  없다.

　 2) □ 가끔 죽고 싶  생각  들지만 실행  못 할 것 다. 

　 3) □ 나는 죽고 싶  생각  할 가 많다.

　 4) □ 만  살할 것 다.

　 　 　 　

10 1) □ 평 보다  우는 편  아니다. 

　 2) □ 보다  주 우는 편 다. 

　 3) □  항상 울고 다.

　 4) □ 울고 싶어도 나울 눈 차 없다.

　 　 　 　

11 1) □ 보다  짜 내지는 않는다.

　 2) □ 보다  주 짜  내는 편 다.

　 3) □ 사  항상 짜  난다.

　 4) □ 짜 내고 싶어도 는 짜 내 도 지쳤다.

　 　 　 　

12 1) □ 다  사람과 여   어울린다.

　 2) □ 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가 가끔 다. 

　 3) □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4) □ 다  사람들에 해  미가 없다.

　 　 　 　

13 1) □ 나  결단  과 같다.

　 2) □ 보다 다  결단  약해 다. 

　 3) □ 보다 훨씬 결단  약해 다.

　 4) □ 나는 아  것도 결단  내릴 수가 없다.

　 　 　 　

14 1) □ 보다 내 습  못하지 않다.

　 2) □ 내가 늙거나 매  없어진 것 같아 걱 다.

　 3) □ 내 습  변했고 매 도 없어 다.

　 4) □ 내 습  실  해 다.

　 　 　 　

15 1) □ 과 같    할 수 다. 

　 2) □ 처럼  하  약간 들다. 

　 3) □ 어   하든지 아주 들다. 

　 4) □  아  도 할 수가 없다.

　 　 　 　

16 1) □ 는  아  편  없다. 

　 2) □  못 룰 가 가끔 다.

　 3) □ 평 보다 새벽에 찍 고 다시 들 가 어 다. 

　 4) □ 에   못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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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 별  피곤한지 고 지낸다. 

　 2) □ 평 보다 쉽게 피 해진다.

　 3) □ 사 한 에도 곧 피 해진다.

　 4) □  피 해  아  도 할 수가 없다.

　 　 　 　

18 1) □ 맛  평  같다.

　 2) □ 맛  과 같  지는 않다. 

　 3) □ 사  맛  매우 나빠 다. 

　 4) □  맛  없다.

　 　 　 　

19 1) □ 체  변 는 없다.

　 2) □ 근래 3킬 그램 가량 었다. 

　 3) □ 근래 5킬 그램 가량 었다. 

　 4) □ 근래 7킬 그램 가량 었다

　 　 　 　

20 1) □ 건강에 한 걱  별  안한다. 

　 2) □ 신체  건강에 해 걱 한다.

　 3) □ 신체  건강에 한 걱  에 다  생각하 가 들다. 

　 4) □ 신체  건강에 한 걱  에 아  도 할 수가 없다.

　 　 　 　

21 1) □ (또는  보다 어진 것 같지 않다. 

　 2) □  보다 약간 어 다.

　 3) □ 실   어 다.

　 4) □   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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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운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기운이 없다                                       항상 기운이 있다   

2) 수면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부족하다                                           항상 충분하다

3) 피로를 느끼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항상 피로하다                                           전혀 피로하지 않다

4) 현재 체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문제가 많다                                        전혀 문제가 없다

5) 현재 질병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늘 걱정한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6) 성생활에 만족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7)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쇠약하다                                            건강하다 

8) 현재 질병 치료에 대해 쉽게 적응하고 계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아주 잘 적응한다   

9) 취미, 오락생활, 사회활동을 만족스럽게 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늘 만족하지 못한다                                       늘 만족한다  

10) 먹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즐겁지 않다                                         늘 즐겁다 

Ⅵ. 귀하의 삶의 질 정도를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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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상 활동(집안일, 직장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못한다                                              늘 할 수 있다

12) 건강 유지에 충분할 만큼 식사를 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부족하다                                            늘 충분하다 

13)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그렇지 않다                                         늘 그렇게 생각한다 

14)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항상 불행하다                                            늘 행복하다

15)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항상 불만이다                                            항상 만족한다

16) 현재 질병과 관련된 통증이 있으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아프다                                              전혀 아프지 않다

17) 친구, 동료, 이웃들과 친분 및 교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충분하지 않다                                            매우 충분하다 

18) 외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항상 불만이다                                            항상 만족한다

19) 현재질병으로 인해 배변, 배뇨습관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늘 어렵다                                                전혀 어렵지 않다

20) 현재질병으로 인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받고 계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늘 침해를 받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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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통게분석 결과

부록 6-1.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스트 스

스트 스 하부 요인에서 가족, 역할 련 요인은 1 로 음의 상 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514, p<0.001), “가족들이 나를 환자라고 배려해 주

지 않는다.”,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 아내, 형제, 자녀로서

도리를 못한다” 의 순서로 평균 수가 나타났다.

정신 변화 련 하부 요인는 2 로 음의 상 계를 보 으며(r=-0.512,

p<0.001), 죽음이 두렵다”, “감정을 조 하기 힘들다.”, “몸과 마음이 긴장된

다” 순서로 평균 수가 나타났다.

신체 변화 련은 3 로 음의 상 계를 보 으며(r=-0.490, p<0.001), “수

술 후 갑상선 조직이 없어졌다”, “갑상선 기능의 하로 피로, 식욕부진, 무기

력감을 경험한다.” 순서로 평균 수가 나타났다.

스트 스 하부 그룹 분석에서 남녀 모두 죽음에 한 두려움, 방사선 동

원소 검사 련 요오드 제한 식이정보 부족, 갑상선 호르몬제의 평생복용, 진료

기 지연, 진료비 부담, 주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부족을 1 로 표 하 다.

신체 변화 련 “속이 거북하고 구토가 난다”, “갑상선 기능 하로 피로,

식욕부진, 무기력감을 경험한다”, 정신 변화 련 “수술 는 진단을 인정하

고 싶지 않다”,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든다”, “몸과 마음

이 긴장된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찬다”, “감정을 조 하기 힘들다”, 정

보부족 련 “퇴원 후 치료과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수술방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 검사, 수술 치료 련 “수술 후 결과를 기다리기 두렵다”,

부작용, 재발 련 “암 이, 재발로 인한 재입원이 두렵다”, “수술 후 손발

림 경련이 두렵다”, “수술부 흉터가 남는 것이 걱정된다”, 경제 요인으

로 “진료비 부담에 한 경제 고통이 있음”, “실직 휴직으로 경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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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있다”, 학교·직장 련 “직장이나 사회에서 치가 불리해질 것이다”, 가

족·역할 련 “수술 후 가족 내에서 내 치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의 문항

에서 남녀 모두에서 삶의 질 높음, 낮음 그룹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신체 역

결과 갑상선 암 환자는 수술로 인한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다는 것에

한 높은 스트 스를 보 다. 한 갑상선 조직 제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피

로, 식욕부진, 무기력감 등의 부작용에 한 염려가 스트 스의 요인으로 나타

났다.

2) 정신 변화

결과 갑상선 암 환자에게 죽음에 한 두려움이 가장 큰 스트 스 원인

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갑상선 제수술로 인한 집 력 기억력 하, 증

상 심화에 한 두려움, 감정 조 의 어려움이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3) 선택 련 요인

결과 갑상선 암 환자는 여러가지 선택과 련된 요인 에서 수술과

련한 선택에서 가장 높은 스트 스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수술을

집도할 외과의사 선택, 둘째, 수술 방법의 선택의 어려움 순서로 그 정도가 나

타났다. 한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한 결정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 환자에게 하나의 스트 스의 요인이 되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결과 갑상선 암 환자는 수술을 받고 병동에서 회복 하는 동안 수술 후

에 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스트 스를 받는다. 한 수술을 한 잦은 검사,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기 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것에서 느끼는 어려움

이 스트 스 요인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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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결과 갑상선 암 환자는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하는 것에 해 높은 스트

스를 보 으며, 암 재발에 한 두려움과 다양한 합병증이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6)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요인

결과 갑상선 암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 방사성 동 원소 검사를 받기 해 요오드 제한 식이를 하는 것에

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7)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결과를 통하여 갑상선 암 환자는 진료 련 약을 한 기기간의 지연

으로 인한 스트 스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진을 한 진료 약지연

이 가장 높은 스트 스 요인이라 하 으며, 검사 약과 검사결과를 듣기 한

외래진료 약까지 기기간지연 순으로 스트 스를 받는다고 하 다.

8) 성 요인

성 요인 련 스트 스를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

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으로 “수술 이후 성 매력이

하 될까 두렵다” 문항의 평균은 0.47 으로 “그 지 않다”는 0 에 가까워

낮은 수를 기록했다.

9) 학교, 직장 련요인

학교, 직장 련 스트 스를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을

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으로 “주 사람이 수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문항의 평균은 0.81 으로 “조 그 다”는 1 에 가까워

가장 높았고, “학교, 직장에서 지 까지 하던 일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가 평

균 0.68 으로 2 , “다른 사람들이 암 수술에 하여 알게 되어 환자 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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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가 평균 0.67 으로 3 , “친구들과 그 처럼 어울릴 수 없다”는 평균

0.39 으로 “그 지 않다”는 0 에 가까워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다.

10) 가족, 역할 련 요인

가족, 역할 련 스트 스를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을

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으로 “가족들이 나에 해 걱정

한다” 문항의 평균은 1.60 으로 “보통그 다”는 2 에 가까워 가장 높았고,

“수술 후 가족 내에서 내 치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평균 0.26 으로

“그 지 않다”는 0 에 가까워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다.

11) 정보부족에 한 요인

갑상선 암 환자의 정보부족 련 스트 스를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으로 “방사

선 동 원소 검사 련 요오드 제한식이 정보가 부족하다” 문항의 평균은 2.03

으로 “보통 그 다”는 2 에 가까워 가장 높았고, “퇴원 후 치료과정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균 0.92 으로 “조 그 다”는 1 에 가까워 2 ,

“진단이 정확한지 재확인 하고 싶다”는 평균 0.59 으로 "그 지 않다“는 0

에 가까워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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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EAN SD

신체 변화 련 요인 　 　

1. 속이거북하고구토가난다. 0.25 0.50

2. 수면장애를겪는다. 0.75 0.95

3. 목의비 와붓기로인해목이무겁게느껴진다. 0.90 0.94

4. 수술후갑상선조직이없어졌다. 2.06 1.11

5. 갑상선기능의 하로피로,식욕부진,무기력감을경험한다. 1.37 0.99

6. 수술후육체 으로힘든일을하기어렵다. 1.24 1.00

정신 변화 련 요인 　 　

1. 수술 는진단을인정하고싶지않다. 0.56 0.92

2. 죽음이두렵다. 0.79 0.93

3. 수술 는진단을인정하고싶지않다. 0.50 0.85

4. 신체장기의일부분을잃을까겁난다. 0.78 0.94

5. 질병때문에아무것도할수없다는생각이든다. 0.48 0.79

6. 증상이더심해질까두렵다. 1.01 0.94

7. 미래에 한의욕이나희망을가질수없다. 0.41 0.73

8. 독립된인격체로서의나자신을느끼지못한다. 0.29 0.64

9. 몸과마음이긴장된다. 0.78 0.81

10. 가슴이두근거리거나숨이찬다. 0.64 0.86

11. 감정을조 하기힘들다. 0.86 0.99

12. 집 력과기억력이감퇴되었다. 1.26 0.95

정보부족에 한 요인
0.87 1.07

1. 진단이정확한지재확인하고싶다

2. 꼭수술을해야하는지확인하고싶다 0.81 0.98

3. 퇴원후치료과정에 한정보가부족하다. 0.86 1.04

4. 검사방법에 한정보가부족하다 1.01 1.10

5. 수술방법에 한정보가부족하다 0.88 1.04

6. 방사선동 원소검사 련요오드제한식이정보가부족하다. 0.47 0.83

선택 련 요인

1. 수술을받을지여부에 한결정이어렵다. 0.33 0.72

부록 표 1.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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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받을시기결정이어렵다(직장,자녀출산등고려). 0.47 0.79

3. 수술을진행할병원선택이어렵다. 1.04 1.04

4. 수술을진행할외과의사선택이어렵다 0.33 0.62

5. 수술방법선택이어렵다 1.04 1.09

6. 병실(1인실,2인실,다인실등)선택이어렵다 0.89 0.96

7. 병실에서제공하는식이선택이어렵다 0.36 0.67

8. 진통제,호르몬제등약물복용 련선택이어렵다 1.21 1.06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 치료와검사로인한잦은병원방문이어렵다. 1.08 1.01

2. 신체부 가노출된상태에서검사나간호를받아야한다. 0.85 1.10

3. 갑상선조직검사를받아야한다. 0.40 0.80

4. 마취에서깨어나지못하는두려움이있다. 0.43 0.81

5. 마취과정에서개인의사생활이알려질까두렵다. 1.59 1.09

6. 수술결과를기다리기가두렵다. 1.39 1.09

7. 수술의 후(성공여부)가불확실하다. 1.32 1.11

8. 방사성동 원소검사 치료시특수병실에혼자있어야한다. 1.63 1.05

9. 방사성동 원소치료후무월경을경험한다. 1.57 1.11

10. 방사성동 원소치료후침샘에염증이생긴다. 1.33 1.21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1. 암 이,재발로인한재입원이두렵다. 1.54 1.29

2. 수술후 반 인합병증이우려된다. 2.39 0.97

3. 수술후손,발 렴 경련이두렵다. 1.12 1.19

4. 목소리(고음을내는것)가변하는것이두렵다. 0.73 1.26

5. 장기간약물복용으로부작용이생기는것이두렵다. 1.29 1.13

6. 수술부 의흉터가남는것이걱정된다 1.02 0.98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요인

1. 방사성동 원소검사 후요오드제한식이를해야한다. 1.06 1.04

2. 갑상선호르몬약을일시 혹은평생복용해야한다. 1.08 1.04

3. 칼슘보조제를일시 흑은평생동안복용해야한다. 0.39 0.67

4.자녀출산계획시호르몬제를복용하고수치를조 해야한다. 0.27 0.54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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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날짜를 약하고진료받는날까지 기가길다. 0.31 0.67

2. 진료받는날진료 기시간이길다. 0.35 0.69

3. 검사날짜를 약하고검사받는날까지 기가길다. 0.53 0.80

4. 검사결과를듣기 한외래진료 약까지 기가길다. 0.47 0.79

5. 병원내부소음으로불편하다 0.45 0.83

6. 병원내부조명으로인해불편하다. 0.70 0.93

7. 병원내부온도로인해불편하다. 0.50 0.86

8. 병원내부냄새로인해불편하다. 0.56 0.90

9. 병원내부낯선환경이불편하다. 0.67 0.81

성 요인

1. 수술이후성 매력이 하될까두렵다 0.81 1.70

2. 자녀출산계획에문제가없을지두렵다. 0.68 0.85

경제 요인

1. 진료비부담에 한경제 고통이있다. 0.39 0.80

2. 실직,휴직으로인한경제 고통이있다. 0.65 0.82

3. 수술방법결정시경제 제한으로인한고통이있다. 0.49 0.99

학교, 직장 련요인

1. 다른사람들이암수술에 하여알게되어환자취 을한다. 0.45 0.76

2. 주 사람이수술을 이해하지못한다. 1.59 0.99

3. 학교,직장에서지 까지하던일에제한이있을것이다. 0.81 0.97

4. 친구들과그 처럼어울릴수없다. 0.47 0.82

5. 진료때문에자주직장이나학교를비운다. 0.48 0.82

6. 재실직(휴직)상태이다. 0.46 0.78

7. 직장이나사회에서내 치가불리해질것이다. 0.26 0.68

가족, 역할 련 요인

1. 가족들이나에 해걱정한다. 0.59 1.01

2. 가족들이나를환자라고배려해주지않는다. 0.92 1.14

3. 가족에게짐이된다는생각이든다. 0.92 0.99

4.가정에서부모( 는남편,아내,자녀)의역할을다하지못할것같다. 0.77 0.94

5. 부모,아내,형제,자녀로서도리를잘못하는것 0.90 0.96

6. 수술후가족내에서내 치가낮아졌다고느끼는것 2.03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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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2. 연구 상자의 수술 련 불안

남녀 그룹 모두 “감정의 변화 폭이 크다”, “마음의 긴장”을 주호소로 하 으

며 기질불안을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을수록 기질불안

이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에서 “나는 쉽게 피로해 진다”는 평균 1.60

으로 1 , “나는 하찮은 일에 무 걱정을 많이한다”는 평균 1.09 으로 나타

났다.

이와 반 로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낮을수록 기질불안이 높음을 의미

하는 부의 성격의 문항에서 “나는 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는 평균

1.02 으로 1 , “나는 마음이 놓인다”는 평균 1.37 으로 나타났다.

상태불안을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을수록 기질불안

이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에서 “나는 걱정하고 있다”는 평균 1.09 으

로 1 , “나는 긴장되어 있다”가 평균 1.087 으로 2 로 높았다.

이와 반 로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낮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음을 의미

하는 부의 성격의 문항에서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는 평균 1.036

, “나는 마음이 놓인다”는 평균 1.416 으로 각각 1 와 2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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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EAN SD
기질불안
1. 나는기분이좋다. 1.41 0.80
2. 나는쉽게피로해진다. 1.60 0.84
3. 나는울고싶은심정이다. 0.59 0.66
4. 나도다른사람들처럼행복했으면한다. 1.45 1.09
5. 나는마음을빨리정하지못해서실패를한다. 0.63 0.77
6. 나는마음이놓인다. 1.37 0.95
7. 나는차분하고침착하다. 1.50 0.92
8. 나는 무많은어려운문제가 려닥쳐서극복할수없을것같다. 0.51 0.73
9. 나는하찮은일에 무걱정을많이한다. 1.09 0.92
10. 나는행복하다. 1.65 0.80
11. 나는무슨일이건힘들게생각한다. 0.77 0.82
12. 나는자신감이부족하다. 0.82 0.80
13. 나는마음이든든하다. 1.46 0.91
14. 나는 기나어려움을피하려고애쓴다. 1.02 0.90
15. 나는울 하다. 0.74 0.69
16. 나는만족스럽다. 1.49 0.88
17. 사소한생각에도괴롭다. 0.76 0.80
18. 나는실망을지나치게 민하게받아들이기때문에머릿속에서지워

버릴수가없다.
0.86 0.89

19. 나는착실한사람이다. 2.04 0.71
20. 나는요즈음의걱정거리나 심거리를생각하면긴장되거나어 할

바를모른다.
0.92 0.89

상태불안
1. 나는마음이차분하다. 1.61 0.87
2. 나는마음이든든하다. 1.53 0.91
3. 나는긴장되어있다. 1.09 0.84
4. 나는후회스럽고서운하다. 0.88 0.90
5. 나는마음이편안하다. 1.50 0.90
6. 나는당황해서어 할바를모르겠다. 0.58 0.72
7. 나는앞으로불행이있을까 걱정하고있다. 0.91 0.96
8. 나는마음이놓인다. 1.42 0.95
9. 나는불편하다. 0.74 0.86
10. 나는편안하게느낀다. 1.50 0.89
11. 나는자신감이있다. 1.56 0.88
12. 나는짜증스럽다. 1.06 0.95
13. 나는마음이조마조마하다. 0.95 0.91
14. 나는극도로간장되어있다. 0.66 0.85
15. 내마음은긴장이풀려푸근하다. 1.04 0.91
16. 나는만족스럽다. 1.45 0.95
17. 나는걱정하고있다. 1.09 0.93
18. 나는흥분되어어쩔 모르겠다. 0.35 0.67
19. 나는즐겁다. 1.42 0.86
20. 나는기분이좋다. 1.42 0.84

부록 표 2.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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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3.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우울

우울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한 답변의 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높음을 의미하는 성격의 문항으로 남녀 모두 “ 무 피로해서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다”를 가장 높게 표 했다. 남자의 경우 2 로 “장래는 망 이고

더 나아질 수도 없다”, 3 로 “밤 에 깨서 못잔다”, 여자의 경우 “

정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래는 망 이고 더 나아질 수도 없다”를 각 2

, 3 로 표 하 다. 한 “ 단히 슬 로 불행해서 견딜 수가 없다”, “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잘못된 일은 모두 내탓이다”, “ 정력이 일어나

지 않는다”, “ 무 피로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완 히 실패한

인생이다”는 모든 문항에서 여자가 높은 수의 우울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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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우울

변수　 MEAN SD

1. 단히슬 고불행해서견딜수가없다. 1.75 0.53

2. 장래는 망 이고더나아질수도없다. 1.86 0.46

3. 나는완 히실패한인생이다. 1.41 0.60

4. 만사가불만스럽고짜증이난다. 1.60 0.71

5. 항상죄책감에빠져있다. 1.54 0.59

6. 나는지 벌을받고있다. 1.67 0.95

7. 나는내자신을증오한다. 1.48 0.52

8. 잘못된일은모두내탓이다. 1.75 0.69

9. 기회만있으면자살할것이다. 1.44 0.53

10. 울고싶어도나울 물조차없다. 1.33 0.67

11. 짜증내고싶어도이제는짜증내기도지쳤다. 1.63 0.77

12. 다른사람들에 해 흥미가없다. 1.39 0.67

13. 나는아무것도결단을내릴수가없다. 1.52 0.64

14. 내모습이확실히추해졌다. 1.60 0.77

15. 아무일도할수가없다. 1.73 0.60

16. 밤 에깨서 못잔다. 1.85 0.73

17. 무피로해서아무일도할수가없다. 2.05 0.65

18. 입맛이없다. 1.23 0.48

19. 요근래7킬로그램가량 었다. 1.19 0.48

20. 신체 건강에 한걱정때문에아무일도할수가없다. 1.76 0.50

21. 정력이일어나지않는다. 1.84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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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4. 연구 상자의 수술 련 삶의 질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신체 으로 어느 정도 기운이 있다고 느끼십

니까?”, “일상 활동(집안일, 직장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에 해 만족하십니까?”, “건강

유지에 충분할 만큼의 식사를 하십니까?”, “취미, 오락생활, 사회활동을 만족

스럽게 하십니까?”의 문항에서 남자가 높은 수의 삶의 질 수 을 보 고,

남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남녀 그룹 모두에서 우울에 여하는 요인으로 슬 고 불행한 감정, 미래에

한 망감, 죄책감, 자신에 한 증오, 잘못된 일에 한 본인 탓, 밤 에 깨

서 못 잔다, 입맛이 없다, 정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삶의

질 수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여자 그룹에서 “신체 으로 기운이 없다”, “취미, 오락생활, 사회 활동에

한 만족도 하”, “불충분한 식사”, “자아 효능감 하”, “외모에 한 만족도

하”로 인해 남자 그룹보다 삶의 질 수 이 낮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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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삶의 질

변수　 MEAN SD

1. 신체 으로어느정도기운이있다고느끼십니까? 5.91 1.95

2. 수면시간은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6.14 2.20

3. 피로를느끼십니까? 4.58 2.35

4. . 재체 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6.03 3.17

5. 재질병에 해얼마나걱정하십니까? 5.73 2.90

6. 성생활에만족하십니까? 5.28 2.56

7. 재의건강상태에 해어떻게느끼십니까? 5.89 2.27

8. 재질병치료에 해쉽게 응하고계십니까? 7.17 2.37

9. 취미,오락생활,사회활동을만족스럽게하십니까? 6.26 2.55

10. 먹는것이즐겁게느껴지십니까? 6.99 2.23

11. 일상활동(집안일,직장일)을어느정도할수있습니까? 7.32 1.96

12. 건강유지에충분할만큼식사를하십니까? 7.57 1.92

13. 자신을쓸모있는사람이라고생각하십니까? 7.35 2.60

14. 얼마나행복하다고느끼십니까? 7.14 2.04

15. 자신의삶에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6.97 2.12

16. 재질병과 련된통증이있으십니까? 7.31 2.77

17. 친구,동료,이웃들과친분 교류가충분하다고생각합니까? 7.05 2.47

18. 외모에 해만족하십니까? 6.35 2.43

19. 재질병으로인해배변,배뇨습 의어려움이있으십니까? 7.88 2.43

20. 재질병으로인하여사생활에침해를받고계십니까? 7.8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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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자(N=39,

21.4%)

여자(N=143,

78.6%)
t P

MEAN SD MEAN SD

스트 스 총 130.31 31.3 148.54 37.03 -2.76 0.006

신체 변화 련 요인 6항목 10.9 5 11.19 4.83 -0.32 0.747

정신 변화 련 요인 12항목 13.13 4.83 13.85 5.95 -0.68 0.495

정보부족에 한 요인 6항목 10.9 5 11.19 4.83 -0.32 0.747

선택 련 요인 8항목 13.13 4.83 13.85 5.95 -0.68 0.495

검사, 수술, 치료 련 요인 10

항목
15.19 4.15 18.28 5.53 -3.1 0.002

부작용, 재발에 한 요인 6항

목
12.49 4.3 15.45 5.39 -3.15 0.002

식이제한, 약물 복용 련

3요인 (여성단독항목 제외)
7.4 2.26 9.97 3.09 　

진료 차, 병원 내부 환경 련

요인 9항목
13.82 4.98 15.68 5.94 -1.78 0.075

성 요인 2항목 2.72 1.06 2.98 1.45 -1 0.315

경제 요인 3항목 4.08 1.6 4.94 2.54 -2.02 0.044

학교, 직장 련요인 7항목 10.59 4.1 11.06 4.1 -0.61 0.539

가족, 역할 련 요인 6항목 9.41 2.9 10.26 3.72 -1.31 0.189

불안 총 84.34 16.66 86.63 17.02 -0.74 0.461

기질불안 20항목 40.59 8.45 42.38 8.69 -1.11 0.266

상태불안 20항목 43.74 9.25 44.25 9.7 -0.29 0.776

우울 총 30.22 6.51 34.56 7.57 -3.25 0.001

스트 스, 불안, 우울 총 244.79 48.71 269.73 51.49 -2.66 0.008

삶의 질 총 150.74 34.1 138.03 32.69 2.12 0.034

부록 표 5. 연구 상자(N=182)의 수술 련 스트 스, 불안,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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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자료 수집에 사용된 문서

부록 7-1. 종이우편 계약 체결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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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2. 자우편 회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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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의무기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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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thyroid cancer patients with

thyroidectomy

Jin, Jung Hyun

Department of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MH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of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on thyroid cancer patients after surgery and it investigates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QoL).

We conducted a post questionnaire measuring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related to thyroid surgery targeted at 182 people who had

undergone a thyroidectomy in the 3rd degree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from April, 2012 to October, 2014.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chi-square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4 for Window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features)

of targeting group in the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frequency in the area of education level(p=0.025), religion(p=0.035) and job

experience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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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argeting group in the study, a substantial difference in

hypocalcemia(p=0.014) and past medical history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were observed(p=0.003).

3)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health behaviors-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frequency

in "never smoking" of smoking history(5packs and more) variables between

male(N=15. 38.46%) and female(N=140. 97.9%) groups(p<0.001).

About drinking, the more prevalent group is "drinking group"(N=32.

82.05%) in male whereas "non-drinking group"(N=77. 53.85%) in femal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frequency between them(p<0.001).

4) The stress of the thyroid cancer patients in relation with operations

showed a weak positive interrelation with respect to anxiety(r=0.436,

p<0.001), a strong positive interrelation with respect to depression(r=-0.591,

p<0.001) and a strong negative interrelation with respect to QoL(r=0.558,

p<0.001). Anxiety showed a strong positive interrelation with

depression(r=-0.453, p<0.001). Depression showed a strong negative

interrelation with QoL(r=-0.712, p<0.001).

In terms of stress sub-factors, the factors related to family,

role(r=-0.514, p<0.001) showed the greatest amount of negative

interrelation, those related to mental change(r=-0.512, p<0.001) showed the

second most highest interrelation and those related to physical change

were the third in relation to negative interrelation(r=-0.490, p<0.001)

5) In mal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QoL due to stress

sub-factors related to "physical changes"(t=-4.49, p<0.001), "mental

change"(t=-3.96, p<0.001), "exam, operation, treatment"(t=-2.26, p=0.024),

"side effect, recurrence"(t=-4.81, p<0.001), "restricte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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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t=-2.11, p=0.035), "finance"(t=-2.69, p=0.011), "school,

company"(t=-4.44, p<0.001) and "family, roles"(t=-3.87, p<0.001).

In femal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QoL due to stress

sub-factors related to "physical changes"(t=-4.13, p<0.001), "mental

change"(t=-5.19, p<0.001), "selection"(t=-2.02, p=0.043), "exam, operation,

treatment"(t=-3.91, p<0.001), "side effect, recurrence"(t=-4.47, p<0.001),

"restricted diet, medication"(t=-2.11, p=0.035), "medical procedures and

hospital environment"(t=-2.21, p=0.027), "sex"(t=-3.57 p<0.001),

"finance"(t=-3.19, p=0.001), "school, company"(t=-2.86, p=0.004) and "family,

roles"(t=-5.52, p<0.001).

6) In male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in QoL level was observed in

terms of anxiety sub-factors related to "trait anxiety"(t=-2.97, p=0.003),

"state anxiety"(t=-2.13, p=0.034) and "total anxiety score"(t=-2.74, p=0.006).

In female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in QoL level was observed in

terms of anxiety sub-factors related to "trait anxiety"(t=-5.27, p<0.0001),

"state anxiety"(t=-1.9, p=0.058) and "total anxiety score"(t=-3.69, p=0.0001).

7) In mal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QoL due to

"mean score of depression"(t=4.55, p<0.001) and "summed sore of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t=-4.51, p<0.001).

In femal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QoL due to "mean

score of depression"(t=-7.51, p<0.001) and "summed sore of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t=-4.51, p<0.001).

8) In femal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QoL due to

marital state(p=0.010).

9)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QoL due to extra-thyroidal

invasion in male(p=0.041), and recurrence in female(p=0.002).

10) A significant difference in QoL level was observed in terms of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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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emale group(p=0.028), and drinking habits of male group(p=0.042).

11) The regression analysis of QoL level including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showed that, as the important variables in relation to QoL,

stress(β=-0.624) and depression(β=-2.550) had an effect on QoL(adjusted

R2=0.563, p<0.001). The explanation is the model which is 56.3%.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groundwork 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by analyzing the affecting factors of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in thyroidectomy patients, and investigating the relation

with Qol.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various aspects such as physical, mental and social aspects considering a

demographic, disease-related and health behaviors-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 repeat and longitudinal study of

thyroidectomy patient's QoL over the long term.

Key words : Thyroid cancer, Thyroidectomy, Stress, Anxiety,

Depression,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