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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IL-6, TNF-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7년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에 내원한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로 공고를 통하여 총 63명을 모집하였고,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와 말초 혈액에서 1회 채혈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면역기능은 혈액 내 

IL-6와 TNF-α를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9점 만점 중 평균 4.22±2.26점으로 중등도의 피로 정도, 돌

봄 부담감 정도는 77점 만점에 평균 32.97±18.2점, 소진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

균 44.94±13.74점,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86±9.94점으로 가능한

(probable) 우울 증상군이었다. 혈액 내 IL-6의 농도는 7.14±160.00pg/㎖(범위

67.14~160.00pg/㎖)이었고, TNF-α의 농도는 78.22±132.34pg/㎖(범위34.5~ 703.7 

pg/㎖)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차

이는 암환자가 배우자인 경우 피로, 돌봄 부담감, 우울의 정도가 높고(p<.05), 대

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피로, 돌봄 부담감, 소

진,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p<.05). 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 돌봄 부담

감, 소진, 우울의 정도가 높고(p<.05),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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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5). 치료의 결과로 생명 연장을 기대하는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고

(p<.05), 치료결정권자가 환자일 경우 소진,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p<.05). 환자

의 질병관련 특성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IL-6, TNF-α차이는 남성인 경우,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평균 돌봄 시간이 12시간 이하인 경우에    

   IL-6농도가 증가하고(p<.05), 평균 돌봄 일수가 적을수록, 치료의 결과로 생명 연  

   장을 기대할 때, TNF-α농도가 증가가 확인되었다(p<.05). 돌보는 환자가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외래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IL-6의 농도가 증가하였고     

   (p<.05), 환자가 여성인 경우에 TNF-α농도가 증가하였다(p<.05).

4.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및 IL-6, TNF-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로와   

   돌봄 부담감(r=.706, p=<.001), 소진(r=.790, p=<.001), 우울(r=.744, p=<.001)  

   의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IL-6는 피로(r=-.391, p=<.002), 돌봄 부  

   담감(r=-.360, p=<.004), 소진(r=-.338, p=<.007), 우울(r=-.284, p=<.025)과 음  

   의 상관관계, TNF-α(r=.538,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NF-α와 피  

   로(r=-.269, p=<.039), 우울(r=-.267, p=<.041)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5.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환자의  

   성별, 방사선 치료 경험, 피로가 종속변수인 TNF-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변량의 18.5%(p=.013)를 설명하였다. 특히 피로(β=-.533 p=.016)는         

   TNF-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디스트레스와 

혈액내 면역기능 IL-6, TNF-α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면역기능에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피로로 확인되어 돌봄 제공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 중재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 되는 말 : 암, 돌봄 제공자,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IL-6,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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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로, 2015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6,855명

으로 전체 사망자의 27.9%이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이 조기에 진단

되고 치료법 개선은 암환자의 생존률 및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암 투병 

환자의 수도 증가시키고 있다. 2010년~2014년에 암 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

은 70.3%로, 3명 중 2명 이상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되었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암환자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암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

환이 되었고, 암환자의 증가, 입원기간이 짧아지는 건강관리 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 돌봄 제공자의 의료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

자를 주로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Given et al., 2001, Teschendorf et al. 2007, Kim & Schulz, 2008, 

Stenberg et al., 2010, Rha et al., 2015, Chol et al., 2016). 돌봄 제공자

는 훈련 받지 못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되어, 암의 영향은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부양 부담을 갖는 돌봄 제공자에게

도 일상생활과 건강에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 정신적 부

담으로 암 환자를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Margaret & Esther. 2012, 

Grant et al., 2013, Rha et al., 2015, Choi, 2014, Ferrell et al., 2013, 

Lee, 2011). 

  돌봄 부담감은 돌봄을 제공한 결과 돌봄 제공자가 느끼는 고통으로 정의하

고(Given et al., 2001), 그것은 돌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안과 우울, 다른 

감정과 일반적인 반응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Give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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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 et al., 2015). 돌봄 제공자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

이, 부모보다 배우자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환자와 함

께 동거하는 경우, 다른 가족원의 도움이 없을 때,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 

스트레스, 돌봄 부담감과 소진이 크다고 하였다(Jang, 1999, Grunfeld et 

al., 2004, Choi, 2008, Lee, 2009, Hong et al.,2012, Choi et al., 2016). 

암 환자의 돌봄 부담은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겪는 부담보다 크며, 치매 환

자의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Kim & 

Schulz. 2008, Margaret & Esther. 2012). 더불어 암환자의 높은 수준의 고

통, 증상 표현, 환자가 잘 지내고 있을 떄에도 재발 할 수 있다는 불안과 불

확실성이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을 높인다고 하였다(Schulz et 

al., 2007, Wolfson et al., 2001, Larson et al., 2004). 

  돌봄 제공자의 돌봄으로 인한 부담은 신체적(Osse et al.,2006, Fletcher 

et al.,2008, Stenberg et al.,2010, Mosher et al.,2013), 심리적(Osse et 

al., 2006, Deshields et al.,2012, Mosher et al.,2013), 사회적(Deshields 

et al.,2012, Song et al.,2011) 그리고 재정적(Yun et al., 2005, Song et 

al., 2011, Deshields et al.,2012)인 부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피로, 수면장애,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면역 체계 

기능 장애, 관상 동맥 심장질환 및 조기 사망과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및 생

리학적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Gouin et al., 2008, Lee et al., 2003, 

Fellell & Wittenberg, 2017). Louise et al(2005)의 4년 추적 조사연구에 따

르면 높은 수준의 돌봄 부담을 가진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가

족보다 사망 위험이 63% 더 크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안, 우울, 고민, 

두려움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돌봄의 심리적 영향이 가장 자주 제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돌봄 제공자의 돌봄 제공이 스트레스, 소진, 우울감은 백혈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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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인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Allen et al, 2017), 

우울증 환자의 혈청에서의 TNF-α(Tumor Necrosis Factor alpha), 

IL-1(Interleukin-1), IL-6 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Dowlati et al., 

2012, Howren et al., 2009, Mossner et al., 2007, Wolkowitz et al., 

2011, Zorrilla et al., 2001), 또한 염증 매개체인 IL-2, IFN-α(Interferon 

alpha)는 우울한 증상을 일으킨다(Capuron et al., 2004, Eisenberger et 

al., 2010, Majer et al., 2008).

  이처럼 혈액 내 면역기능은 신체적 요인뿐 만 아니라 정신심리적 요인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고,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은 암 치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인 디스트레스가 환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가족의 건강이 환자의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여 문제 해결 및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간호가 궁극적으로 질병을 가진 인간 

뿐 아니라 질병이 없는 인간의 안녕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면 암환자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돌봄 제공자의 어려움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매년 늘어가는 암환자의 간호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면역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

스트레스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의료진과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활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간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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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혈액 내 면역기능을 파악하

고,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와 혈액 내 면역기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보는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과 혈액 내     

        IL-6, TNF-α를 확인한다.

  셋째,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보는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과 IL-6, TNF-α를 확인한다.

  넷째,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과 혈액 내     

        IL-6, TNF-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다섯째,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IL-6, TNF-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다. 

   

3. 용어의 정의 

 1) 돌봄 제공자

 (1) 이론적 정의



- 5 -

  돌봄 제공자(informal caregiver)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돌봄

을 제공하지만, 돌봄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또는 이웃

이다(National Aliance for Caregiving, 201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않는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

원을 의미한다. 

 

 2) 디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암과 암 관련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방

해하는 심리적(인지, 행동, 정서적 포함), 사회적, 영적으로 다원인적 불유쾌

한 정서적 경험을 통칭한다(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1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디스트레스의 정신심리적 요인으로 BFI(Brief Fatigue 

Inventory)로 측정한 피로, ZBI(The Zarit Caregiver Burden Interview)로 측

정한 돌봄 부담감, Pines, Aronson & Krafry(198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소진,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

정한 우울을 의미한다. 

 3) 피로

 (1) 이론적 정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치고 활력을 상실하

고, 일이나 여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욕구와 인내력이 감소되는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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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느낌이다(Piper, 198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endoza(1999)이 개발한 Brief Fatigue Inventory(BFI)를 한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판 BFI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

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Yun et al., 2005).  

 4) 돌봄 부담감

 (1) 이론적 정의

  질병이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가족 돌봄 제공자가 환자를 돌보는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감 정도이다

(Zarit, 198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Zarit(1980)이 개발한 The Zarit Caregiver Burden 

Interview(ZBI)를 한국 번역본 Korea version of ZBI(K-ZBI)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의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소진

 (1) 이론적 정의

  생활사건을 통해 일어난 스트레스원이 만성적으로 축적됨으로 인해 경험하

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탈진 정도이다(Maslach & Jackson, 1981).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Pines, Aronson & Krafry(1981)가 개발한 소진 측정도구를 

Peek(1983)가 번역하고 암환자 가족 돌봄자에게 적용한 Ahn(2004)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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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6) 우울

 (1)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 반응의 생리학적 증상으로 피로감, 식욕저하, 체중감소, 수면장애를 나

타내며, 정서적 증상으로 근심, 침울감,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낼 수 있는 정서 상태이다(Beck, 197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scale)을 한국판으로 수정, 번안되어 있는 

통합적 한국판 CES-D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7) 면역기능

 (1) 이론적 정의

  Interleukin-6(IL-6)와 Tumor Necrosis Factor alpha(TNF-α)는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의 일종으로 면역체계에서 중심역할

을 하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호물질이다(Kourilsky et al., 2001). 

IL-6는 T림프구나 대식세포 등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되어 면역반응을 촉진하

고, 감염, 화상이나 염증으로 이어지는 조직손상으로 여러 염증반응을 촉진한

다. TNF-α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을 유도한다(Mill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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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혈액 내 사이토카인 중 Interleukin-6(IL-6, a 

proinflammatory cytokine), TNF-α(Tumor Necrosis Factor alpha)를 각각 

ELISA Kit (KOMA Biotech Inc,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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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

  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의 발달로 생존율이 늘어나면서 환자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게도 장기적인 역할과 적응이 요구되는 만성 질환이다(Ahn, 2004, 

Rha et al., 2015).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암 치료의 

급격한 발전, 외래 암 치료 증가에 대한 현재의 추세는 가정환경에서 돌봄 제

공자로서의 가족 구성원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Given et al., 2001, 

Teschendorf et al. 2007, Stenberg et al., 2010, Rha et al., 2015, Chol 

et al., 2016). 하지만 가족 돌봄 제공자는 거의 또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고 

제한된 자원으로 이러한 책임을 진다(Ferrell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돌봄 제공자는 질병 및 치료 모니터링, 증상 관리, 투약 관리, 정서적 

지지 및 재정적 보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야한다(Given et 

al., 2001, Stenberg et al., 2010). 이 경험은 일반적으로 만성 스트레스 요

인으로 인식되며, 돌봄 제공자는 일상생활과 건강에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기능적, 정신적 부담으로 암 환자를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

는다(Margaret & Esther. 2012, Grant et al., 2013, Rha et al., 2015).  

  돌봄 부담감은 돌봄을 제공한 결과 돌봄 제공자가 느끼는 고통으로 정의한

다(Given et al., 2001). 그것은 돌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안과 우울, 다른 

감정과 일반적인 반응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Given et al., 2001, 

Rha et al., 2015). Grant et al(2013)은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중증도의 

부담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 및 사생활 부족, 여가 시간, 여행 및 친구나 

친척을 만날 기회의 부재, 일상생활의 긴장감에서 더 높은 돌봄 부담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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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암환자 돌봄에 있어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암 환자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못

하고,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부담감을 보고하였다(Girgis et al., 2013). 돌봄 제공자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제공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보다 배우자

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함께 동거하는 경우, 다른 가족

원의 도움이 없을 때,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 스트레스, 돌봄 부담감과 소

진이 크다고 하였다(Jang, 1999, Grunfeld et al., 2004, Choi, 2008, Lee, 

2009, Hong et al.,2012, Choi et al., 2016). 

  암환자의 돌봄 부담은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겪는 부담보다 크며,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였고(Kim & 

Schulz. 2008, Margaret & Esther. 2012), Kim & Schulz(2008)는 암, 치매, 

당뇨와 관절염 환자의 돌봄 제공자 집단 비교연구에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돌봄 역할을 하였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치료 시간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인지 장애를 가진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자와는 달리, 암환자 돌봄 경험의 여러 독특한 특징으로 암환자는 

전형적으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보조하는 것 외에도 수술, 항

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복잡한 치료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돌봄 제공자

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급성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암환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체적 불편, 통증 및 심리적 고통을 경

험하고 표현한다. 환자의 이러한 증상 표현은 명백한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의 

원인이다(Schulz et al., 2007). 암 진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종종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암환자가 겪는 증상, 환자가 잘 지내고 있을 때에

도 재발 할 수 있다는 불안이 암환자 돌봄 제공자들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Wolfson et al., 2001, Lars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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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서적 경험 

  돌봄 부담감은 돌봄 제공자의 개인 시간, 사회적 역할,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 재정 자원 및 형식적인 간호 자원과 관련하여 돌봄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생리, 심리, 사회적 반응으로 간주한다(Given et 

al., 2001). 특히, 암환자를 돌보는 역할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돌봄 제공자의 건강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돌봄 제

공자들로 하여금 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을 의미하는 소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Ahn, 2004). 

  일반적으로, 돌봄 제공자의 돌봄으로 인한 부담은 신체적(Osse et 

al.,2006, Fletcher et al.,2008, Stenberg et al.,2010, Mosher et 

al.,2013), 심리적(Osse et al., 2006, Deshields et al.,2012, Mosher et 

al.,2013), 사회적(Deshields et al.,2012, Im et al.,2011) 그리고 재정적

(Yun et al., 2005, Im et al., 2011, Deshields et al.,2012)인 부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즉, 피로, 수면장애,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

상이 나타나고, 이어 면역 체계 기능 장애, 관상 동맥 심장질환 및 조기 사망

과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및 생리학적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Gouin et al., 

2008, Lee et al., 2003, Fellell & Wittenberg, 2017). Louise et al(2005) 

연구에서 4년 추적 조사에서 더 높은 돌봄 부담을 가진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가족보다 사망 위험이 63% 더 크다고 하였다. 

  돌봄 제공자의 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불편함과 휴식을 원하는 신체 활동

이 감소한 상태(Osaki et al. 2016), 스트레스 요인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

되는 지표(Olson et al., 2008)로 정의된다. 그것은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나 질병에 의해 야기되고, 피로가 돌봄 제공자의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



- 12 -

스의 결과로 초래된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라 하였다(Osaki et 

al. 2016).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 피로에 관한 연구에서

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과 치료 6개월 후의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 중 전반

적인 삶의 질, 영적, 정신적 안녕보다도 신체 피로 점수가 다른 영역보다 현

저히 낮게 나와 피로로 인한 부담감이 크다고 보고하였고(Clark, 2014), 알츠

하이머, 파킨슨 등의 만성질환 돌봄 제공자의 연구처럼 암환자 돌봄 제공자도 

환자를 돌보는 기간에 따른 피로와 부담감이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Peters, 2015). 돌봄 제공자의 피로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불안이 많

으며, 수면 장애가 있고(Fletcher et al., 2008, Cho et al., 2006), 돌봄 제

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Osaki et al,.2016, 

Park, 2010). Poort et al.(2016) & Clark et al.(2015)는 암환자 돌봄 제공

자의 피로가 환자의 피로 증상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안, 우울, 고민, 두려움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돌봄의 심

리적 영향이 가장 자주 제기된다고 하였다. 특히,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고독

감, 고립감, 두려움, 쉽게 괴롭히는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보살핌의 스트

레스로 인한 기분 장애이다(Fortinsky et al., 2002, Harris et al., 2001). 

돌봄 제공자의 부담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돌봄 부담감

과 우울이 거의 동의어라고 하였고(Schultz et al., 1995, Stommel et al., 

1990), Rhee et al.(2008)연구에서는 우울은 돌봄 부담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

라고 하였다. Given et al.(2004)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가 중등도의 우울 점

수를 보였고, 남성보다 여성이, 폐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다른 암환자의 돌

봄 제공자보다 더 우울했다고 하였다. Rhee et al.,(2008)는 암환자 돌봄 제

공자가 여성이고, 환자의 배우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적응력이 좋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Castillo et al.(2008)는 환자의 질병이 돌봄 제공자의 우울 증상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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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폐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osher et al., 

2013).

  앞서 국내외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이 신체적,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심리적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이는 민감하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돌봄 부담감으로 

인한 돌봄 제공자의 생리적 영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 

제한점이 있다(Bevans & Sternberg, 2012). 

  

3.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식이장애, 수면장애와 호흡기 감염, 고혈압, 면

역기능 저하와 같이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ron et 

al., 1990, Carter & Chang, 2000). 암환자 돌봄 제공자 이외 다른 집단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돌봄 스트레스의 경험으로 면역 기능를 감소시킴으로써 면

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고하였다(Baron et al., 1990, 

Zakowski et al., 1992, Goodfellow, 2003).  

  조직 손상, 파괴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해 염증을 활성화시킨다. 생활 

습관 변화, 여러 요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타고난 면역 반응의 사이토카인은 

수면주기를 변화시키고, 이는 차례로 신경 내분비계, 특히 HPA축 

(hypothalamic – pituitary - adrenal axis)의 파괴로 이어진다. 억제되지 않

은 염증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된 방출은 행동을 조절하는 CNS경로와 

상호 작용하여 우울증, 피로, 수면 장애 및 인지 기능 장애의 기초가 되는 병

리학적 변화로 이어진다(Miller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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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소진, 우울감은 백혈구 내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len et al, 2017). 메타 분석이나 리뷰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혈청에서의 TNF-α(Tumor Necrosis Factor alpha), IL-1, 

IL-6 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Dowlati et al., 2012, Howren et al., 

2009, Mossner et al., 2007, Wolkowitz et al., 2011, Zorrilla et al., 

2001), 또한 염증 매개체인 IL-2, IFN-α(Interferon alpha)는 우울한 증상을 

일으킨다(Capuron et al., 2004, Eisenberger et al., 2010, Majer et al., 

2008). IL-6는 내피 세포, 대식 세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근원에서 생성되

는 프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등을 포함한 행

동 요인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되고, 우울증상이 완화된 후 감소한

다고 하였다(Maes et al. 1999, Dentino et al., 1997, Costanzo et al., 

2005).

   타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한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꾸준히 

조사되어 왔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요양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인을 돌

보는 돌봄 제공자들의 소진과 혈중 IL-1r, IL-6, TNFR1(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1), CRP(C-reactive protein)의 수치가 그들의 우울증을 예

측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고하였다(Clark, 2013). 또한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

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주일 변화, 면역 반응의 

둔화, 전신성 염증 및 혈소판 응집의 생체 표지자 증가 등으로 다양한 생리학

적 변화가 확인되었다(Vitaliano, Zhang & Scanlan, 2003, Nicolas et al., 

2009). 돌봄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 돌봄 제공자의 TNF-α수치가 대조군보다 

높았고(Kane et al, 2012), Damjanovic et al.(2007)는 치매 환자 돌봄 제공

자의 우울 증상이 높았고, 그에 상응하여 TNF-α와 IL-10이 높았다고 하였다. 

Saad et al.(2014)연구에서는 유방암 수술 후 환자와 가족 돌봄 제공자에서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TNF-α의 변이를 확인하였다. 뇌종양 환자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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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들의 혈액 내 IL-1r, IL-6는 돌봄의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며(Sherwood, 

2016), IL-6의 유전적 변이가 암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겪는 오전 피로와 수면

장애의 중등도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Miaskowski et al., 2010).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돌봄 제공자의 혈액 내 면역기능은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정신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 돌봄 제공자는 건강한 조력자로 

암환자 치료에 가족 중심의 협력적이고 장기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인 부분이 되었고, 환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가족의 건강이 환자

의 건강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여 문제 해결 및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과 면

역기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가족중심 문화인 우

리나라의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은 국외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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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과 혈액 내 

면역기능을 확인하고,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한 암환자의 돌

봄 제공자로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말초혈액 내 면

역물질의 함량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한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 녀

   (2) 병동에 입원 중이거나 외래 통원 치료중인 암환자의 가족

   (3)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기준

   (1) 자가 면역질환을 가진 자

   (2) 정신질환을 가진 자

   (3)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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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표본 수는 통계프로그램 G power 3.1로 Effect size=.15, α=.05, 

power=.80으로 분석하여 권장되는 최소 85명을 기준으로 탈락율 약 10%를 고

려하여 94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예비 연구(pilot study)로 설문지

와 혈액수집까지 이루어진 총 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로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구성된 

총 95문항의 자가보고 설문지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혈액 내 면역물질 중 

IL-6 와 TNF-α는 검체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도구는 도구 개발자 및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돌봄 제공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종교유무, 경제활동, 건강

상태 등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다.

  돌봄 제공자의 환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환자간호시간 및 기간, 의료비 부

담, 치료결과 기대, 치료에 대한 결정권자를 포함한다.

 

 2)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진단명, 병기, 최초진단 후 경과기간, 입원 상태, ECOG PS(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e), 치료 방법 등의 질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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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포함한다.

 3) 피로

  본 연구에서는 Mendoza et al.(1999)이 개발한 Brief Fatigue Inventory 

(BFI)의 한글판 도구(Brief Fatigue Inventory-Korean version, BFI-K)로 도

구를 공식적으로 배급하는 ‘MD Anderson Cancer Center’로부터 도구사용 허

락을 받았다. 현재 피로 정도와 지난 24시간 동안 피로로 인한 기능방해, 피

로의 악화요인, 수면의 질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총 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0점(피로가 없다)에서 10점(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피로감)의 

시각상사척도이다. BFI의 전체 점수는 9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어, 피로의 

심각도는 1~3의 점수는 경미함, 4-6점의 점수는 중등도, 7-10점의 점수는 중

증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해석된다. BFI-K를 검증한 Yun et al.(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었다.

4) 돌봄 부담감

  본 연구에서는 Zarit et al.(1980)이 개발한 The Zarit Caregiver Burden 

Interview(ZBI)의 한글판 도구(Korean version of ZBI, K-ZBI)로 도구를 공식

적으로 배급하는 ‘Mapi Research Trust’로부터 도구사용 허락을 받았다. 

K-ZBI는 관계, 정서적· 안녕, 사회적·가족생활, 재정, 생활상실 부담감으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

위는 0~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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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I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5) 소진

  본 연구에서는 Pines, Aronson & Krafry(1981)가 개발한 소진 측정 도구를 

Peek(1983)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하고,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Ahn(2004)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소진 6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진 7문항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1

점(없다)에서 5점(항상)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

는 5~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Peek(198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 Ahn(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6)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지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

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 의해 개발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scale)를 Jeon et al.(2001)

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 보고

형 우울 척도로서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각 문항

마다 0점(극히 드물다)에서 3점(대부분 그랬다)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

다. 16점 이상은 ‘가능한‘ 우울증군(probable depressive symptoms)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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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고, 25점 이상은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definite 

depressive symptoms)으로 선별할 수 있다. Jeon et al.(2001)의 연구에서 통

합적 한국판 CES-D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7) 면역기능

  혈액 내 면역물질은 Human IL-6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와 Human TNF-alpha ELISA Kit, pink-ONE (KOMA Biotech Inc,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한 IL-6와 TNF-α의 농도(pg/㎖)를 의미한다. 염증성 사이토카

인 IL-6와 TNF-α의 증가는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포함하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Damjanovic et al,. 2007, Kiecolt-Glaser 

et al., 2003). 

  혈액 내 면역물질 분석은 동결된 혈액을 얼음물에서 서서히 녹인 후 1.5㎖ 

용기에 모아서 Human IL-6 ELISA Kit와 Human TNF-α ELISA Kit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IL-6의 농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ibody가 pre-coating 된 96well 

plate를 PBST(Dilute Wash Buffer at 1:20 in sterile water)로 3회 세척한

다. Assay Diluent(1% BSA in PBS)에 Human IL-6 Standard를 7.8~500pg/㎖ 농

도로 희석해서 standard로 준비하고, 혈액 샘플을 1:20으로 희석하여 각각 

100ul/well 준비한 후 상온에서 2시간 둔다. 다시 PBST로 4회 세척 후 

Detection Antibody(Biotinylated antigen-affinity purified Goat 

anti-Human IL-6, 0.05ug/㎖)를 100ul 넣고 상온에서 2시간 둔다. PBST로 4회 

세척하고 Color Development Enzyme(Streptavidin-HRP conjugate와 pink-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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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Diluent를 1:20으로 섞음)을 100ul/well 넣고 상온에서 30분간 둔 후 

PBST로 4회 세척한다. pink-ONE TMB Color Development Reagent를 100ul/well

를 넣고 상온에서 15-25분간 반응 후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다. 

Microtiter plate reader로 450nm 파장에서 IL-6 값을 확인한다.

  TNF-α의 농도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ibody가 pre-coating 된 

96well plate를 PBST(Dilute Wash Buffer at 1:20 in sterile water)로 3회 

세척한다. Assay Diluent(1% BSA in PBS)에 Human TNF-α Standard를 

32~2000pg/㎖ 농도로 희석해서 standard로 준비하고, 혈액 샘플을 1:20으로 

희석하여 각각 100ul/well 준비한 후 상온에서 2시간 둔다. 다시 PBST로 4회 

세척 후 Detection Antibody(Biotinylated antigen-affinity purified Goat 

anti-Human TNF-alpha, 0.4ug/㎖)를 100ul 넣고 상온에서 2시간 둔다. PBST로 

4회 세척하고 Color Development Enzyme(Streptavidin-HRP conjugate와 

pink-ONE Assay Diluent를 1:20으로 섞음)을 100ul/well 넣고 상온에서 30분

간 둔 후 PBST로 4회 세척한다. pink-ONE TMB Color Development Reagent를 

100ul/well를 넣고 상온에서 13-23분간 반응 후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

한다. Microtiter plate reader로 450nm 파장에서 TNF-α 값을 확인한다.

  측정오차를 막기 위하여 모든 검체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분석하였고, 혈액이 모두 수집된 후 검체를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17 년 3 월 21 일부터 2017 년 5 월 31 일까지 총 63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 전 해당 병원 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과제번호 : 2017-1)와  간호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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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및 혈액채취 전 연구자 본인이 

대상자 개개인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소요시간, 익명성과 비밀유지, 

연구기간 동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과 혈액을 채취 하였다. 설문 작성과 혈액 채취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 분이었고,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과 혈액 내 IL-6 와 

TNF-α 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말초 혈액은  대상자의 전완정맥(antecubital vein)에서 약 5ml를 채혈하였

다. 채혈된 혈액은 응고 방지를 위해 고유번호가 부착된 EDTA tube에 즉시 넣

고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 내 생행동 연구센터로 이동한 후, 3000rpm에서 15

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였다. –80℃에 보관하여 해동과 동

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sio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피로, 돌봄 부  

    담감, 소진, 우울, IL-6, TNF-α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 기술통계로 확인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IL-6, TNF-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한 변수는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  

    였다.

 3) 대상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IL-6, TNF-α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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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IL-6, TNF-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전 오차의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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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보는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3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7명(27%), 여자가 46명(73%)으로 여자가 많았으

며, 연령은 만 23세부터 81세로 평균 53.17(±14.19)세였다. 

   교육 수준은 26명(41.3%)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33명(52.4%)가 현재 직업

을 가진 상태였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16명(25.4%), 나머지 47명(74.6%)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52명(82.5%)는 기혼의 결혼 상태로, 배우자가 주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27명(42.9%)로 가장 많았다. 41명(65.1%)이 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일 평균 돌봄 시간은 12.78(±9.57)시간, 주 평균 돌봄 일수는 

5.37(±2.14)일, 돌봄을 제공한 돌봄 기간은 14.89(±18.17)개월이었다.

  24명(38.1%)이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받고 있고, 16명(25.4%)은 도움을 전

혀 받지 못하였다. 돌봄 제공자가 느끼는 건강상태는 보통이 33명(52.4%), 좋

음과 좋지 않음이 각 15명(23.8%)이었다. 33명(52.4%)은 수면의 질이 나쁘고, 

13명(20.6%)은 의료비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환자에 대한 치료결과 

생명 연장의 기대가 31명(49.2%)였고, 33명(52.4%)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 환

자와 가족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25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regivers

(N=6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Gender  Male

 Female

17(27.0)

46(73.0)

 Age(year)  ≤45

 46-64

 ≥65

21(33.3)

23(36.5)

19(30.2)

53.17±14.19

(23~8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more

14(22.2)

23(36.5)

26(41.3)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33(52.4)

30(47.6)

 Marital status  Unmarried/divorced

 Married

11(17.5)

52(82.5)

 Religion  Yes 

 No

47(74.6)

16(25.4)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Parents

 Othersa

27(42.9)

  4(6.3)

32(50.8)

 Residing  With patient

 Not with patient

41(65.1)

22(34.9)

 Average caregiving  

 time (hours/day)

 1-12

 13-24

34(54.0)

29(46.0)

12.78±9.57

(1~24)

 Average caregiving  

 days (days/week)

 1-3

 4-5

 6-7

13(20.6)

14(22.2)

36(57.1)

5.37±2.14

(1~7)

 Duration of         

 caregiving (month)

 

 ≤6

 7-12

 ≥13

32(50.8)

10(15.9)

21(33.3)

14.89±18.17

(1~60)

  Othersa, Children, Sibling, 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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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regivers (Continued)

(N=6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Care support  Yes

 Partly

 No

24(38.1)  

23(36.5)

16(25.4)

 Health status  Good

 Fair

 Bad

15(23.8)

33(52.4)

15(23.8)

 Sleep satisfaction  Satisfaction

 Disturbance

30(47.6)

33(52.4)

 Financial burden  Hard

 Moderate

 A little

 None

13(20.6)

20(31.7)

17(27.0)

13(20.6)

 Expect treatment outcome  Cure

 Extension of life

 Unknown

 Despair

19(30.2)

31(49.2)

 7(11.1)

  6(9.5)

 Decision of treatment  Patient

 Only family 

 With family

15(23.8)

15(23.8)

33(52.4)



- 27 -

 2) 돌보는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돌보는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암 환자는 성별 남자가 37명(58.7%), 여자가 26명(41.3%)이었으며, 진단명

으로 폐암과 위암이 각 17명(27.0%), 병기는 4기 31명(49.2%)으로 가장 많았

다. 진단 후 경과기간은 6개월 미만 28명(44.4%)로 많았고, 33명(52.4%)이 입

원 치료 중이었다. 

  현재까지 받았던 모든 치료 유형으로는 항암화학요법이 15명(23.8%)으로 가

장 많았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 24명(38.1%)으로 가장 많

았고, 17명(27%)이 완화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의 ECOG PS(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e)는 1(Restricted but 

ambulatory)이 29명(46.0%)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Patients

(N=63)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37(58.7)

26(41.3)

 Type of Cancer  Lung

 Stomach

 Blood

 Prostate

 Breast

 Othera

17(27.0)

17(27.0)

  5(7.9)

  5(7.9)

  3(4.8)

16(25.4)

 Stage of cancer  2

 3

 4

12(19.1)

20(31.7)

3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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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Patients (Continued)

(N=63) 

Variables Categories n(%)

 Time since diagnosis

 (month)

 < 6

 6-12

 13-24

 > 24

28(44.4)

11(17.5)

 8(12.7)

16(25.4)

 Care setting  Outpatient

 Inpatient

30(47.6)

33(52.4)

 History of treatment  Chemotherapy

 Chemo+Surgery           

 Chemo+Radiation+Surgery

 Chemo+Radiation

 Otherb

15(23.8)

13(20.6)

13(20.6)

8(12.7)

14(22.2)

 Current treatment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Chemo+Radiation

 Surgery

 Palliative care

24(38.1)

14(22.2)

  5(7.9)

  3(4.8)

17(27.0)

 ECOG PSc  0

 1

 2

 3

 4

  5(7.9)

29(46.0)

10(15.9)

12(19.0)

 7(11.1)

  Othera, Bile duct, Thymus, Ovarian, Uterine, Brain, Colorectal, Bladder, Skin Cancer

  Otherb, Radiation therapy, Surgery, Radiation+Surgery, Palliative care

  ECOG PSc,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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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사이토카인 IL-6,   

 TNF-α 정도

 1) 대상자의 피로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피로 척도(Brief Fatigue Inventory: BFI)에 따른 피로 정도는 9

문항의 평균값으로 4.22±2.26점(최소 0점~최대 9점)이며, 중등도 28명

(44.4%), 경도 21명(33.3%), 중증 10명(15.9%) 순으로 나타났고, 0점으로 피

로가 없음은 4명(6.3%)이었다.

Table 3. Caregiving Fatigue

(N=63) 

Range n(%)
Mean±SD

(Min~Max)

 BFI score
4.22±2.26

(0~9)

        None 0   4(6.3)

        Mild 1-3 21(33.3)

        Moderate 4-6 28(44.4)

        Severe 7-10 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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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돌봄 부담감 정도(K-ZBI)는 총점 평균 32.97±18.20점(최소 1점~최대 72점)

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감이 높았던 영역은 관계 부담감으로 평균 10.32±5.46점이었고, 

다음으로 정서·안녕 부담감이 평균 9.78±5.90점, 생활상실 부담감이 평균 

5.83±3.39점, 사회적·가족생활 부담감이 평균 5.10±4.15점, 재정 부담감이 

평균 1.95±1.44점 순이었다.

Table 4. Caregiving Burden

(N=63) 

Min-Max Mean±SD

K-ZBI total score 1-72 32.97±18.20

      Burden in the relationship 0-22 10.32±5.46

      Emotional wellbeing 0-26 9.78±5.90

      Loss of control over one’s life 0-16 5.83±3.39

      Social and family life 0-14 5.10±4.15

      Finances 0-4 1.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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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소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총점 평균 44.94±13.74점(최소 29점~최대 93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진이 높았던 영역은 정서적 소진으로 19.37±5.73점이었고, 신체적 

소진이 평균 15.30±5.91점, 정신적 소진이 평균 12.52±5.02점이었다.  

Table 5. Caregiving Burnout

(N=63) 

Min-Max Mean±SD

Burnout total score 29-93 44.94±13.74

        Emotional 8-34 19.37±5.73

        Physical 6-30 15.30±5.91

        Mental 7-34 12.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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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자의 우울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6).

  대상자의 우울 척도(CES-D)에 따른 우울 정도는 총점 평균 19.86±9.94점

(최소 3점~최대 52점)으로 나타났다. 

  정상 14명(28.6%), 가능한 우울 증상군 29명(46.0%), 명확한 우울 증상군 

16명(25.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Caregiving Depression

(N=63) 

  Range  n(%)
Mean±SD

(Min~Max)

CES-D total score
19.86±9.91

(3~52)

  Normal   0-14 18(28.6)

  Probable depressive symptoms   15-24 29(46.0)

  Definite depressive symptoms   25 or more 1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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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상자의 사이토카인 IL-6와 TNF-α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혈액 내 IL-6와 TNF-α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7).

  대상자의 혈액 내 사이토카인 IL-6의 농도는 67.14±160.00pg/㎖ 이었으며, 

범위는 17.5~954.2pg/㎖ 이었다.  TNF-α의 농도는 78.22±78.22pg/㎖ 이었으

며, 범위는 34.5~703.7pg/㎖ 이었다. 

  IL-6 Standard 7.8~500pg/㎖, TNF-α Standard 32~2000pg/㎖에서 벗어난 농

도는 결측값으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Table 7. Caregiving IL-6, TNF-α on the immune system     

 

n Mean±SD Min~Max

IL-6 62 67.14±160.00 17.5~954.2

TNF-α 59 78.22±132.34 34.5~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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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과 면역기능 IL-6, TNF-α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8).

  피로는 다른 가족원보다 배우자인 경우(F=3.484, p=.037), 대상자의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을수록(F=7.388, p=.001),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t=16.452,  

p=<.001) 높게 나타났다. 

  돌봄 부담감은 다른 가족원보다 배우자인 경우(F=3.360, p=.041),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F=6.515, p=.003),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t=10.203, p=.002), 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F=3.789, p=.015), 치

료의 결과로 생명 연장을 기대하는 경우(F=3.382, p=..024) 높게 나타났다. 

  소진은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F=8.001, p=.001),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t=10.393, p=.002), 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F=3.176, 

p=.031), 치료의 결정을 가족과 상의하는 것보다 환자 스스로 하는 경우

(F=5.029, p=.010) 높게 나타났다. 

  우울은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F=3.513, p=.036), 배우자인 경우

(F=5.673, p=.006),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F=8.699, p=<.001). 수면의 질

이 나쁠수록(t=10.393, p=.002), 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F=3.176, 

p=.031), 치료의 결정을 가족과 상의하는 것보다 환자 스스로 하는 경우

(F=3.820, p=.027)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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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63)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17(27.0)

46(73.0)

4.05±2.21

4.28±2.29

.135(.715) 32.65±16.34

33.09±19.01

.007(.933) 41.41±10.38

49.24±14.68

1.545(.219) 18.71±10.32

20.91±11.91

.456(.502)

 Age(year)

      <45 

      46-64

      ≥65 

21(33.3)

23(36.5)

19(30.2)

4.80±2.18

3.43±2.41

4.53±1.96

2.420(.098) 35.14±18.92

27.74±15.97

36.89±19.36

1.570(.217) 46.57±15.76

41.26±12.35

32.97±12.67

1.337(.270) 20.90±11.64

17.57±7.47

21.47±10.44

.984(.380)

 Education

      ≤Middle school a

      High school b

      University or more c

14(22.2)

23(36.5)

26(41.3)

5.15±1.83

3.96±2.68

3.94±1.98

1.565(.217) 34.50±18.61

34.09±21.37

31.15±15.20

.217(.806) 47.43±11.57

47.70±17.99

41.15±9.41

1.717(.188) 24.36±10.73

21.09±11.85

16.35±5.90

3.513(.036)*

a>c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33(52.4)

30(47.6)

4.39±2.43

4.04±2.07

.353(.555) 34.21±18.05

31.60±18.57

.320(.574) 45.39±15.69

44.43±11.48

.076(.784) 20.45±12.38

20.17±10.57

.010(.922)

 Marital status

      Unmarried/divorced

      Married

11(17.5)

52(82.5)

4.49±2.50

4.16±2.22

.197(.658) 31.00±18.92

33.38±18.21

.154(.696) 46.36±19.70

44.63±12.37

.142(.708) 24.27±18.29

19.48±9.49

1.602(.210)

 Religion

      Yes

      No

47(74.6)

16(25.4)

4.27±2.24

4.08±2.37

.275(.602) 33.36±17.89

31.81±19.63

.011(.918) 44.77±11.97

45.44±18.46

2.727(.104) 19.62±9.24

20.56±11.99
1.1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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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Continued)                                                                                            

(N=63)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a

     Parents b

     Others* c

27(42.9)

  4(6.3)

32(50.8)

5.05±2.12

3.94±1.97

3.56±2.23

3.484(.037)*

a>c

39.56±18.43

26.00±23.25

28.28±16.08

3.360(.041)* 49.41±15.71

45.75±9.98

41.06±11.32

2.870(.065) 24.26±11.18

20.00±3.16

16.13±7.72

5.673(.006)*

a>c

 Residing

     With patient

     Not with patient

41(65.1)

22(34.9)

4.49±2.40

3.71±1.91

1.725(.194) 35.37±19.16

28.50±15.70

2.073(.155) 46.17±15.01

42.64±10.96

.946(.335) 22.27±12.62

16.68±7.95

3.539(.065)

 Average caregiving time   

     1-12    (hours/day)

     13-24

34(54.0)

29(46.0)

3.80±2.28

4.71±2.16

.266(.608) 29.53±17.23

37.00±18.77

.107(.744) 42.76±12.24

47.48±15.14

.513(.477) 17.71±8.72

22.38±10.77

1.663(.202)

 Average caregiving days   

     1-3     (days/week)

     4-5

     6-7

13(20.6)

14(22.2)

36(57.1)

3.06±2.05

4.20±2.40

4.65±2.18

2.471(.093) 22.31±12.63

35.36±22.45

35.89±17.07

2.995(.058) 39.85±11.42

47.50±14.52

45.78±14.09

1.211(.305) 15.38±9.22

20.21±10.15

21.33±9.95

1.774(.178)

 Duration of caregiving    

     ≤6        (month)

     7-12

     ≥13 

32(50.8)

10(15.9)

21(33.3)

3.88±2.37

4.81±2.07

4.45±2.18

.807(.451) 29.81±16.91

34.10±15.98

37.24±20.81

1.081(.346) 42.25±12.91

46.70±9.75

48.19±16.14

1.294(.282) 17.88±8.00

24.20±12.97

20.81±10.63

1.7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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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Continued)

(N=63)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Care support

     Yes

     Partly

     No

24(38.1)  

23(36.5)

16(25.4)

3.59±2.62

4.22±1.91

5.16±1.89

2.423(.097) 28.17±18.53

33.57±16.74

39.31±18.75

1.871(.163) 40.33±13.49

44.87±9.43

51.94±16.89

3.723(.030)*
16.92±10.91

20.26±8.62

20.32±11.46

2.852(.066)

 Health status

     Good a

     Fair b

     Bad c

15(23.8)

33(52.4)

15(23.8)

2.90±2.59

4.12±1.96

5.76±1.60

7.388(.001)*

a,b<c

23.87±17.72

31.41±17.18

45.47±14.73

6.515(.003)*

a,b<c

35.00±9.19

45.82±14.04

52.93±11.20

8.001(.001)*

a<b,c

13.53±7.26

20.36±12.30

27.00±9.28

8.699(<.001)*

a,b<c

 Sleep satisfaction

     Satisfaction

     Disturbance

30(47.6)

33(52.4)

3.14±2.11

5.20±1.93

16.452(<.001)* 25.80±17.54

39.48±16.46
10.203(.002)*

39.60±12.79

49.79±12.91

9.870(.003)* 15.77±8.90

24.45±12.07

10.393(.002)*

 Financial burden

     Hard a 

     Average b

     A little c

     None d

13(20.6)

20(31.7)

17(27.0)

13(20.6)

5.20±2.43

4.56±1.68

3.94±3.15

3.15±2.52

2.422(.075) 43.00±16.16

37.20±18.89

27.47±16.16

23.62±16.16

3.789(.015)*

a>d

54.08±16.65

46.15±10.80

41.06±11.98

39.00±13.06

3.640(.018)*

a>d

28.30±15.18

20.60±9.26

15.82±7.54

17.77±11.49

3.176(.031)*

a>c



- 38 -

Table 8.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Continued)

(N=63)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Expect treatment outcome

     Cure a

     Extension of life b

     Unknown c

     Despair d

19(30.2)

31(49.2)

 7(11.1)

  6(9.5)

3.95±2.30

4.34±2.07

4.08±3.15

4.61±2.43

.178(.911) 23.11±16.31

38.94±15.23

31.14±23.90

35.50±21.66

3.382(.024)*

a<b

39.79±11.74

46.29±11.04

17.86±18.46

50.83±23.23

1.497(.225) 29.00±22.80

17.63±10.50

19.90±8.93

22.00±9.59

1.604(.198)

 Decision of treatment

     Patient a

     Only family b

     With family c

15(23.8)

15(23.8)

33(52.4)

5.24±2.74

4.50±1.94

3.63±2.02

2.963(.059) 38.40±22.99

38.07±11.27

28.18±17.48

2.515(.089) 51.00±18.16

49.67±10.76

40.03±10.88

5.029(.010)*

a>c

24.47±12.15

21.93±9.44

16.82±8.09

3.820(.027)*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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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면역기능 IL-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면역기능 IL-6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9).

  IL-6은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t=37.196, p=<.001),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

(t=10.705, p=.002),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t=19.062, p=<.001),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12시간 이하일수록(t=10.168, p=.002), 주 평균 돌봄 일수가 

적을수록(F=3.213, p=.04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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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 in IL-6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62) 

Variables Categories n(%)

IL-6

Mean±SD
t/F (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17(27.4)

45(72.6)

152.46±289.04

34.91±35.17

37.196

(<.001)*

 Age(year)  ≤45

 46-64

 ≥65

21(33.9)

23(37.1)

18(29.0)

134.28±262.70

37.40±39.41

26.84±13.30

3.001

(.057)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more

14(22.6)

22(35.5)

26(41.9)

23.05±1.76

33.70±38.12

119.18±237.39

2.505

(.090)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32(51.6)

30(48.4)

99.16±217.61

32.99±29.84

10.705

(.002)*

 Marital status  Unmarried/divorced

 Married

11(17.7)

51(82.3)

38.27±41.63

73.37±175.11

.431

(.514)

 Religion  Yes 

 No

46(74.2)

16(25.8)

42.34±69.59

138.44±286.83

19.062

(<.001)*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Parents

 Others

27(43.5)

  3(4.8)

32(51.6)

27.20±15.60

26.47±2.15

104.65±217.19

1.869

(.163)

 Residing  With patient

 Not with patient

41(66.1)

21(33.9)

53.76±146.31

93.26±184.90

.844

(.362)

 Average caregiving  

 time    (hours/day)

 1-12

 13-24

33(46.8)

29(53.2)

98.14±214.38

31.87±28.76

10.168

(.002)*

 Average caregiving  

 days    (days/week)

 1-3

 4-5

 6-7

12(19.4)

14(22.6)

36(58.1)

146.58±234.47

103.39±247.61

26.56±13.58

3.213

(.047)

 Duration of         

 caregiving  (month)

 ≤6

 7-12

 ≥13

31(50.0)

10(16.1)

21(33.9)

50.84±134.11

137.41±290.86

57.75±100.30

1.16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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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 in IL-6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Continued)

(N=62) 

Variables Categories n(%)

IL-6

Mean±SD
t/F (p)

Scheffe’s

 Care support  Yes

 Partly

 No

24(38.7)  

22(35.5)

16(25.8)

58.30±94.27

108.46±247.58

23.58±4.24

1.380

(.259)

 Health status  Good

 Fair

 Bad

15(24.2)

32(51.6)

15(24.2)

44.11±47.63

97.23±217.37

25.97±14.26

1.227

(.301)

 Sleep satisfaction  Satisfaction

 Disturbance

29(46.8)

33(53.2)

76.91±158.97

58.56±162.87

.200

(.656)

 Financial burden  Hard

 Average

 A little

 None

13(21.0)

19(30.6)

17(27.4)

13(21.0)

22.14±1.43

100.23±229.43

79.58±181.74

47.52±50.72

.703

(.554)

 Expect treatment      

 outcome

 Cure

 Extension of life

 Unknown

 Despair

19(30.6)

31(50.0)

 7(11.3)

  5(8.1)

115.80±265.42

45.33±83.23

52.43±49.90

38.06±36.71

.846

(.474)

 Decision of treatment  Patient

 Only family 

 With family

15(24.2)

15(24.2)

32(51.6)

84.39±240.64

35.30±44.99

73.98±150.42

.405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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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면역기능 TNF-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면역기능 TNF-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0).

  TNF-α는 주 평균 돌봄 일수가 적을수록(F=4.734, p=.013), 치료에 대한 결

과 기대가 불확실할수록(F=3.101, p=.034) 농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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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 in TNF-α by careg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N=59) 

Variables Categories n(%)

TNF-α

Mean±SD
t/F (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14(23.7)

45(76.3)

56.38±63.00

85.02±147.36

.496

(.484)

 Age(year)  ≤45

 46-64

 ≥65

18(30.5)

23(39.0)

18(30.5)

90.58±164.30

98.28±153.51

40.22±5.40

1.088

(.344)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more

14(23.7)

22(37.3)

23(39.0)

39.01±3.62

89.07±146.85

91.71±155.86

.803

(.453)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29(49.2)

30(50.8)

78.67±128.62

77.78±138.01

.003

(.956)

 Marital status  Unmarried/divorced

 Married

11(18.6)

48(81.4)

121.88±207.61

68.22±109.06

1.484

(.228)

 Religion  Yes 

 No

45(76.3)

14(23.7)

70.03±112.47

1104.54±185.32

3.100

(.084)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Parents

 Others

27(45.8)

  3(5.1)

29(49.2)

39.81±4.71

50.90±13.16

116.81±182.21

2.565

(.086)

 Residing  With patient

 Not with patient

40(67.8)

19(32.2)

68.99±116.32

97.67±162.89

.601

(.442)

 Average caregiving  

 time    (hours/day)

 1-12

 13-24

30(50.8)

29(49.2)

92.57±141.10

63.38±123.33

2.096

(.153)

 Average caregiving  

 days    (days/week)

 1-3 a

 4-5 b 

 6-7 c

10(16.9)

13(22.0)

36(61.0)

167.95±220.24

113.05±189.51

40.72±6.30

4.734

(.013)*

a>c

 Duration of         

 caregiving  (month)

 ≤6

 7-12

 ≥13

30(50.8)

9(15.3)

20(33.9)

58.86±62.84

157.97±241.26

71.38±138.98

2.05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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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 in TNF-α by careg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59) 

Variables Categories n(%)

TNF-α

Mean±SD
t/F (p)

Scheffe’s

 Care support  Yes

 Partly

 No

23(39.0)  

20(33.9)

16(27.1)

94.74±155.44

88.89±154.45

41.14±5.54

.868

(.425)

 Health status  Good

 Fair

 Bad

15(24.2)

32(51.6)

15(24.2)

121.80±187.11

75.32±130.22

40.25±5.89

1.461

(.241)

 Sleep satisfaction  Satisfaction

 Disturbance

29(46.8)

33(53.2)

86.13±143.28

71.55±124.30

.175

(.677)

 Financial burden  Hard

 Average

 A little

 None

13(21.0)

19(30.6)

17(27.4)

13(21.0)

38.41±3.54

57.90±61.20

82.39±165.87

139.47±197.14

1.497

(.226)

 Expect treatment      

 outcome

 Cure

 Extension of life

 Despair

 Unknown

19(30.6)

31(50.0)

  5(8.1)

7(11.3)

44.34±17.58

61.65±113.52

115.56±173.49

204.86±248.27

3.101

(.034)*

 Decision of treatment  Patient

 Only family 

 With family

15(24.2)

15(24.2)

32(51.6)

39.01±3.32

82.79±160.33

94.23±146.96

.838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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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   

   진, 우울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1).

  돌보는 암환자가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입원치료보다 외래 통원치료를 하

는 경우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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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63) 

  Othera, Bile duct, Thymus, Ovarian, Uterine, Brain, Colorectal, Bladder, Skin Cancer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37(58.7)

26(41.3)

4.52±2.50

4.18±1.89

.016(.899) 33.68±19.99

33.38±15.68
.023(.880)

45.51±15.34

44.12±11.33

.156(.694) 21.30±12.86

18.92±9.18

.651

(.423)

  Type of Cancer

      Lung

      Stomach

      Blood

      Prostate

      Breast

      Othera

17(27.0)

17(27.0)

  5(7.9)

  5(7.9)

  3(4.8)

16(25.4)

3.90±2.54

3.50±2.18

4.02±2.35

4.02±2.30

3.70±1.74

5.55±1.78

1.661(.159) 32.53±21.58

35.29±15.11

34.20±13.42

25.00±19.91

17.67±8.73

35.94±19.51

.747(.591) 43.24±12.79

43.76±11.22

42.60±10.74

43.40±17.66

38.67±15.04

50.38±16.76

.728(.605) 17.71±8.11

20.47±11.67

19.60±2.51

18.80±15.90

14.00±11.27

23.00±9.03

.699(.627)

  Stage of cancer

      2

      3

      4

12(19.1)

20(31.7)

31(49.2) 

3.96±2.02

4.99±2.35

3.82±2.22

1.796(.175) 26.08±17.12

36.65±19.12

33.26±17.82

1.283(.285) 42.50±13.70

46.70±13.43

44.74±14.24

.349(.707) 17.75±8.53

24.40±9.16

18.68±13.24

1.944(.152)

  Time since diagnosis

      < 6      (month)

      6-12

      13-24

      > 24

28(44.4)

11(17.5)

 8(12.7)

16(25.4)

4.12±2.27

4.02±2.39

4.82±2.69

4.23±2.08

.227(.877) 32.43±16.39

31.55±16.49

44.75±21.72

29.00±19.78

1.431(.243) 43.68±12.95

43.91±11.38

51.75±20.23

44.44±13.16

.752(.526) 18.21±8.19

20.36±12.21

25.25±11.93

19.69±9.95

1.0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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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ontinued)

(N=63) 

  Othera, Radiation therapy, Surgery, Radiation+Surgery, Palliative care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Care setting 

     Outpatient

     Inpatient

30(47.6)

33(52.4)

4.37±2.17

4.08±2.36

.243(.623) 33.47±18.33

32.52±18.36

.042(.838) 20.77±13.15

19.90±9.88

.407(.526) 46.10±15.19

43.88±12.43

.087(.769)

 History of treatment

     Chemotherapy

     Chemo+Surgery

     Chemo+Radiation+Surgery

     Chemo+Radiation

     Othera

15(23.8)

13(20.6)

13(20.6)

 8(12.7)

14(22.2)

4.19±2.47

3.85±1.54

4.57±2.36

4.79±2.84

3.94±2.34

.334(.854) 40.60±15.25

26.15±14.94

31.00±22.30

36.38±22.44

31.00±16.26

1.287(.286) 48.80±15.61

38.77±7.52

45.38±14.30

48.13±17.42

44.29±13.12

1.075(.377) 22.13±11.10

18.54±9.29

22.15±10.48

16.75±8.05

18.29±9.94

.700(.595)

 Current treatment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Chemo+Radiation therapy

     Surgery

     Palliative care

24(38.1)

14(22.2)

  5(7.9)

  3(4.8)

17(27.0)

3.94±1.86

4.82±2.89

4.61±2.39

4.63±2.52

4.03±2.61

.323(.861) 31.04±16.24

37.60±20.62

29.29±19.82

38.00±20.95

36.47±19.55

.489(.743) 42.13±9.63

47.20±20.60

44.79±12.97

48.33±16.77

47.76±17.23

.494(.740) 19.38±9.28

21.80±9.37

19.07±8.54

23.33±12.90

20.00±12.28

.168(.954)



- 48 -

 Table 11. Difference in Fatigue, Burden, Burnout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ontinued)

(N=63) 

  ECOG PSa,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e

Variables n(%)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Mean±SD

t/F (p)
Scheffe’s

 ECOG PSa

     0

     1

     2

     3

     4

  5(7.9)

29(46.0)

10(15.9)

12(19.0)

 7(11.1)

3.71±3.03

4.01±2.17

5.08±1.73

4.44±2.38

3.84±2.76

.552(.698) 21.80±24.49

28.55±17.70

38.80±11.66

37.75±20.12

41.00±14.42

1.902

(.122)

36.40±13.13

43.21±15.67

49.70±7.01

48.67±12.12

45.00±14.42

1.128(.352) 20.80±17.92

19.86±12.51

24.70±7.50

17.42±8.30

20.57±12.34

.55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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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IL-6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혈액 내 면역기능 IL-6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2).

  IL-6은 환자가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F=3.439, p=.009), 입원치료보

다 외래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t=12.43, p=.001) 증가하였다. 돌보는 암환자

가 여성인 경우, 병기가 2기인 경우, 암 진단 후 6~12개월인 경우, 현재 받는 

치료가 항암화학요법인 경우 증가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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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 in IL-6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62) 

Variables Categories n(%)

IL-6

Mean±SD
t/F (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37(58.7)

25(40.3)

62.05±142.12

74.68±186.20

.109

(.743)

 Type of Cancer  Lung

 Stomach

 Blood

 Prostate

 Breast

 Othera

17(27.6)

16(21.8)

  5(8.1)

  5(8.1)

  3(4.8)

16(21.8)

37.62±45.68

31.81±18.19

220.78±410.65

261.88±340.79

20.47±522.28

33.71±34.03

3.439

(.009)*

 Stage of cancer  2

 3

 4

12(19.1)

20(32.3)

30(48.4) 

116.29±77.02

26.62±12.89

74.50±156.70

1.250

(.294)

 Time since          

 diagnosis (month)

 < 6

 6-12

 13-24

 > 24

27(43.5)

11(17.7)

 8(12.9)

16(25.8)

54.09±143.74

127.90±277.75

44.96±61.58

58.48±108.35

.644

(.590)

 Care setting  Outpatient

 Inpatient

30(48.4)

32(51.6)

102.07±224.64

34.39±29.69

12.43

(.001)*

 History of          

 treatment

 Chemotherapy

 Chemo+Surgery       

 Chemo+Radiation

 +Surgery

 Chemo+Radiation

 Otherb

15(24.2)

13(21.0)

13(21.0)

 8(12.9)

13(21.0)

91.97±239.07

85.43±206.80

25.95±7.20

99.36±152.46

41.56±52.02

.495

(.739)

 Current treatment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Chemo+Radiation

 Surgery

 Palliative care

24(38.7)

14(22.6)

  5(8.1)

  3(4.8)

16(25.8)

104.20±237.24

56.83±115.77

29.58±15.61

21.86±0.99

40.81±47.02

.652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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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fference in IL-6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ontinued)       

(N=62) 

Variables Categories n(%)

IL-6

Mean±SD
t/F (p)

Scheffe’s

 ECOG PSa  0

 1

 2

 3

 4

  5(8.1)

29(46.8)

10(16.1)

11(17.7)

 7(11.3)

179.30±331.40

46.33±83.82

121.40±293.12

40.06±52.39

38.27±31.88

1.173

(.332)

  Othera, Bile duct, Thymus, Ovarian, Uterine, Brain, Colorectal, Bladder, Skin Cancer

  Otherb, Radiation therapy, Surgery, Radiation+Surgery, Palliative care

  ECOG PSa,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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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TNF-α

  돌보는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혈액 내 면역기능 TNF-α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3).

  TNF-α는 돌보는 암환자가 여성인 경우(t=6.039, p=.017) 증가하였다.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병기가 2기, 암 진단 후 6~12개월인 경우, 현재 

완화치료만 받는 경우 증가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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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fference in TNF-α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59) 

Variables Categories n(%)

TNF-α

Mean±SD
t/F (p)

Scheffe’s

 Gender  Male

 Female

35(59.3)

24(40.7)

57.85±105.23

107.93±162.00

6.039

(.017)*

 Type of Cancer  Lung

 Stomach

 Blood

 Prostate

 Breast

 Othera

17(28.8)

16(27.1)

  4(6.8)

  3(5.1)

  3(5.1)

16(27.1)

98.65±172.64

72.11±83.35

42.60±5.44

39.00±0.85

38.03±1.21

86.41±165.60

.249

(.939)

 Stage of cancer  2

 3

 4

11(18.6)

20(33.9)

28(47.5) 

129.88±205.05

40.46±4.99

84.90±132.34

1.730

(.187)

 Time since          

 diagnosis (month)

 < 6

 6-12

 13-24

 > 24

26(44.1)

10(16.9)

 8(13.6)

15(25.4)

61.78±67.18

143.42±231.55

118.50±219.52

41.76±7.05

1.620

(.195)

 Care setting  Outpatient

 Inpatient

27(45.8)

32(54.2)

65.28±119.94

89.14±142.95

1.546

(.219)

 History of          

 treatment

 Chemotherapy

 Chemo+Surgery       

 Chemo+Radiation

 +Surgery

 Chemo+Radiation

 Otherb

14(24.2)

12(21.0)

13(21.0)

 7(12.9)

13(21.0)

58.85±62.88

40.58±5.55

46.69±19.66

169.43±254.13

116.25±195.73

.495

(.739)

 Current treatment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Chemo+Radiation

 Surgery

 Palliative care

22(37.3)

13(22.0)

  5(8.5)

  3(5.1)

16(27.1)

72.07±141.30

43.33±19.30

91.38±112.96

41.07±6.03

117.88±181.50

.652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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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fference in TNF-α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ontinued)         

(N=59) 

Variables Categories n(%)

TNF-α

Mean±SD
t/F (p)

Scheffe’s

 ECOG PSa  0

 1

 2

 3

 4

  4(6.8)

28(47.5)

 9(15.3)

11(18.6)

 7(11.9)

102.13±127.52

66.04±125.69

39.57±4.85

101.15±186.21

126.96±125.80

.587

(.674)

  Othera, Bile duct, Thymus, Ovarian, Uterine, Brain, Colorectal, Bladder, Skin Cancer

  Otherb, Radiation therapy, Surgery, Radiation+Surgery, Palliative care

  ECOG PSa,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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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및 IL-6, TNF-α의   

관계

  면역기능을 나타내는 IL-6, TNF-α가 정규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Spearman 

correlation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및 IL-6, 

TNF-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4).

  피로는 돌봄 부담감(r1)=.706, p=<.001), 소진(r=.790, p=<.001), 우울 

(r=.744, p=<.001)과 중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 IL-6(r=-.391, p=<.002), 

TNF-α(r=-.269, p=<.039)는 중간 이하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중 

피로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소진이었다.

  돌봄 부담감은 소진(r=.827, p=<.001), 우울(r=.645, p=<.001)과 중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 IL-6(r=-.360, p=<.004)는 중간 이하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TNF-α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진은 우울(r=.757, p=<.001)과 중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 IL-6 

(r=-.338, p=<.007)와 중간 이하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TNF-α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울은 IL-6(r=-.284, p=<.025), TNF-α(r=-.267, p=<.041)와 중간 이하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6는 TNF-α(r=.538, p=<.001)와 중간 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 r=Spearma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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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rrelation of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IL-6 and  

          TNF-α     

(N=63) 

Variables
Fatigue Burden Burnout Depression IL-6 TNF-α

r+(p) r+(p) r+(p) r+(p) r+(p) r+(p)
Fatigue

Burden .706

(<.001)**

Burnout .790

(<.001)**

.827

(<.001)**

Depression .744

(<.001)**

.645

(<.001)**

.757

(<.001)**

IL-6 -.391

(.002)**

-360

(.004)**

-.338

(.007)**

-284

(.025)*

TNF-α -.269

(.039)*

-.173

(.189)

-.204

(.121)

-267

(.041)*

.53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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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pearma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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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 우울정도에 따른 혈액 내 면역기능의 차이

  대상자의 피로, 우울정도에 따른 혈액 내 면역기능 IL-6, TNF-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5).

  피로 정도를 경도(1~3점), 중등도(4~6점), 중증(7~10점)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혈액 내 IL-6 를 분석한 결과, 경도의 피로군은 3.70pg/㎖이며, 중등

도 3.41pg/㎖, 중증 3.06pg/㎖으로 나타났고, TNF-α는 경도의 피로군 

4.01pg/㎖, 중등도 3.87pg/㎖, 중증 3.64pg/㎖으로 나타나 피로의 정도가 낮

을수록 혈액 내 면역기능 IL-6와 TNF-α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울 정도를 정상(0~14점), 가능한 우울 증상군(15~24점), 명확한 우울 증

상군(25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혈액 내 IL-6를 분석한 결과, 정상

군 3.81pg/㎖, 가능한 우울 증상군 3.49pg/㎖, 명확한 우울 증상군 3.09pg/㎖

으로 나타났고,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혈액 내 면역기능 IL-6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3.213, p=.047). TNF-α는 정상 4.14pg/㎖, 가능한 우울 증

상군 3.93pg/㎖, 명확한 우울 증상군 3.65pg/㎖으로 나타나 우울 정도가 낮을

수록 혈액 내 면역기능 TNF-α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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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ifferences in IL-6, TNF-α variation by Fatigue and Depression

(N=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IL-6+ TNF-α+

Mean±SD
F(p)

Scheffe’s
Mean±SD

F(p)

Scheffe’s

  BFI None

Mild

Moderate

Severe

  4(6.3)

21(33.3)

28(44.4)

10(15.9)

3.77±1.03

3.70±1.02

3.42±0.83

3.06±0.07

1.479(.230) 4.37±1.42

4.01±0.80

3.87±0.06

3.64±0.09

1.209(.315)

  CES-D Normala

Porbable depressive symptomsb

Definite depresive symtomsc

18(28.6)

29(46.0)

16(25.4)

3.81±1.12

3.49±0.84

3.09±0.06

3.213(.047)*

(a>c)

4.14±0.98

3.93±0.68

3.65±0.08

2.060(.137)

  *, p<.05

  +, Log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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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IL-6와 TNF-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혈액 내 면역기능 IL-6, TNF-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6).

  첫 단계에서 3개의 환자 질병관련 특성 변수인 성별, 입원 치료, 방사선 치

료 경험을 종속변수인 TNF-α에 회귀시켰고(Model 1), 두 번째 단계에서 피

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을 TNF-α에 회귀시켰다(Model 2). 돌보는 환자

의 질병관련 특성에서 3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의 TNF-α에 

대한 설명력은 9.4%이었고(F=3.012, p=.038), 독립변수인 환자의 성별(β

=2.150, p=.036), 방사선 치료 경험(β=.251, p=.049)은 종속변수인 TNF-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Model 2에서는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이 추가

되었고, TNF-α에 대한 설명력은 18.5%이었다(F=2.880, p=.013). 피로가 53%

의 설명력을 가지며, 종속변수인 TNF-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484, 

p=.016).

  또한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공차 한

계(tolerance limit),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및 

Durbin-Was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는 0.80미만으로 나

타나 서로 독립적이었으며, 공차한계는 .227~.995로 1.0이하였고, VIF는      

1.006~4.483으로 모든 변수의 값이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Durbin-Wastion test는 지수 값이 1.884로 나타났고, 0이상 4이하로 값이 2근

처이므로 오차 항들 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자의 혈액 내 면역기능 IL-6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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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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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TNF-α     

(N=59)

Model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Adj.R2 F p VIF

B SE β

1 (Constant) 3.004 .376 8.000 <.001** .094 3.012 .038*

   Patient’s gender .382 .178 .270 2.150 .036* 1.006

   Care setting .136 .175 .097 .777 .441 1.006

   Radiation Therapy .351 .175 .251 2.007 .049* 1.010

2 (Constant) 3.261 .510 6.400 <.001** .185 2.880 .013*

   Patient’s gender .381 .171 .269 2.226 .030* 1.042

   Care setting .107 .167 .076 .637 .527 1.026

   Radiation Therapy .446 .174 .320 2.556 .014* 1.115

   Fatigue -.162 .065 -.533 -2.484 .016* 3.280

   Burden .007 .013 .140 .557 .580 4.483

   Burnout .000 .014 .001 .007 .994 2.690

   Depression .003 .008 .091 .427 .671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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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V. 논 의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양의 

상관관계,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피로는 TNF-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피로 점수는 평균 4.22±2.26점이고, 중등도의 피로는 28명 

(44.4%)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피로를 측정한 다른 연구들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평균 점수를 비교할 수 없었지만, 대부분의 연구(Cho et 

al., 2006, Passik & Kirsh, 2005, Clark, 2002)에서 돌봄 제공자는 중등도의 

피로를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직업을 가진 상태인 경우, 

기혼보다 미혼인 경우,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 평균 돌봄 시간이 

길수록, 주 평균 돌봄 일수가 길수록,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받지 못할수록, 

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 피로 점수가 높았다. 여성 돌봄 제공자인 

경우(Cho et al., 2006, Stenberg et al., 2014), 교육수준이 

낮을수록(Stenberg et al., 2014), 직업을 가진 경우(Stenberg et al., 2014) 

더 높은 피로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였고, 이는 낮은 

교육수준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돌봄의 요구에 대한 가용 자원이 

적고(Stenberg et al., 2014),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어 

돌봄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은 피로로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Given et al., 

2004, Stenberg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돌봄 부담감은 평균 32.97±18.2점이고 범위는 1~72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른 몇몇 연구들(Okaki et al., 2016, Rha et al., 2015,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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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Castillo et al., 2008)보다 돌봄 부담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32명(50.8%)이 돌봄을 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

로, 질병 궤도의 초기 단계에서의 충격, 슬픔, 두려움 등의 강함 감정, 불확

실성,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특징인 초기 기간에는 돌봄 제공자의 인지된 부

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tenberg et al., 2012, 

Stenberg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소진은 평균 44.94±13.74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측정한 Hong et al.,(2012)와 비슷하였고, Ahn(2004)의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과 소진의 연구에서 59.6±9.7점보다 낮았는데, 

이는 말기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죽음에 대한 예견된 슬픔과 상실감에 

직면하여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데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환자의 최초 

진단받은 시기가 1년 이내가 39명(61.9%)으로 환자의 질병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뇌졸중 환자 가족의 소진의 연구(Choi, 2008)에서 평균 

51.79±8.19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 활동의 대부분을 돌봄 

제공자에게 의존할 때 부담과 소진 정도가 심해짐이 보고되었다(Ahn, 2004). 

본 연구의 돌보는 암환자의 ECOG PS 2 이하 44명(69.8%)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돌봄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것에 비해 소진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정도는 평균 19.86±9.94점으로 중등도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아교모세포종을 가진 돌봄 제공자의 

연구에서 12.0±7.0점(Stenberg et al., 2014), 말기암 돌봄 제공자는 

14.13±9.12점(Given et al., 2004)에 가깝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 결과 

보다 우울 정도가 현저히 높았는데, 이는 돌보는 환자의 진단명이 폐암인 

경우,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여성인 경우 우울점수가 높다는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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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Given et al., 2004, Braun et al., 2007, Rh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건강상태, 

수면 방해, 재정적 부담이 우울 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hee 

et al., 2008, Stenberg et al., 2014).

  본 연구에서 혈액 내 면역기능은 돌봄 제공자가 남성인 경우,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 외래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의 결과로 생명연장을 기대할 

때, 돌보는 환자가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IL-6가 증가하였고, 환자가 

여성인 경우 TNF-α농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로, 돌봄 부담감, 소

진, 우울은 상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피로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감, 소

진, 우울도 높아졌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피로와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사이의 관계가 증명되었다(Cho et al., 2006, Clark, 2002, Peters, 2015, 

Fletcher et al., 2008, Schultz et al., 1995, Stommel et al., 1990, Rhee 

et al., 2008, Stenberg et al., 2014, Clark et al., 2015). 특히 돌봄 부담

감과 소진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부담감이 커질수

록 피로가 커지고, 이 피로가 소진이 된다고 하였고(Clark et al., 2015), 우

울은 돌봄 부담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고하였다(Rhee et al., 

2008).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 IL-6와 TNF-α는 디스트레스 변수들과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정신사회적 고통과 면역기능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

고한 연구를 지지하였다(Motzer et al., 2002).

  피로와 우울의 정도를 세 군으로 분류하여 혈액 내 면역기능 IL-6와 TNF-α

을 비교한 결과 피로,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IL-6와 TNF-α가 감소되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울, 수면장애, 돌봄 부담감이 커질수록, 만성 

스트레스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와 TNF-α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Costanzo, 2005, Allen et al, 2017, Miller et al, 2008, Dowlat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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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Howren et al., 2009, Mossner et al., 2007, Wolkowitz et al., 

2011, Zorrilla et al., 2001)와 상반되는 결과로 이는 주관적 피로는 여러 

가지 요소(보상 및 성취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관적 피로

와 객관적 피로 간의 불일치는 일반적 일 수 있으며(Kondo, 2009), 이러한 불

일치는 여러 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방출, 기분 및 식이의 급성 변화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Rohleder et al., 2009). 우울 증상이 악화되면 신

체 활동이 억제되어 면역기능의 수준이 정신심리적 상태에 의해 야기될 수 있

는 신체 활동 수준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Osaki et al, 2016, Lauren et 

al., 2017),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 변화를 살펴본 종단적 연구 결과

(Margaret et al, 2016, Kiecolt-Glaser et al., 2003, von Känel., 2013)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66.7% 만성 스트레스가 아닌 돌봄 제공 

기간이 1년 이하의 돌봄 기간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 TNF-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환자의 성별과 방사선 치료 경험, 피로로 18.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IL-6와 디스트레스는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변수였으나, 본 모형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돌봄 제공자의 급성, 만성으로 심리적 스트

레스 요인에 대한 HPA 활성화 반응을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

거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Rabasa., 2015),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요인에 대

한 내성 또는 감작을 나타내는 변화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있다(Bevans et 

al., 2016, Grissom & Bhatnagar, 2009). 

  생리학적 바이오마커(biomarker) 평가와 관련된 본 연구는 면역 기능에 대

한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돌봄 경험은 매우 개별적일 수 있

으며, 여러 요인이 분석에 공변량으로 포함되지 않은 생리학적 결과변수(기존 

건강 상태 및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표

본크기가 작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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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은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지며, 면역기능 TNF-α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피로임을 확인

하였다. 돌봄으로 인한 디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지만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

스를 확인하고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를 평가하여 돌봄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간호 중재

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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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IL-6, TNF-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17년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에 내원한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로 공고를 

통하여 총 63명을 모집하였고,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와 말초 혈액에서 

1회 채혈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면역기능은 혈액 내 IL-6와 TNF-α를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9점 만점 중 평균 4.22±2.26점으로 중등도의 피로 정

도, 돌봄 부담감 정도는 77점 만점에 평균 32.97±18.2점, 소진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4.94±13.74점,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86±9.94점으로 가능한(probable) 우울 증상군이었다. 혈액 내 IL-6의 

농도는 7.14±160.00pg/㎖(범위67.14~160.00pg/㎖)이었고, TNF-α의 농도

는 78.22±132.34pg/㎖(범위34.5~ 703.7pg/㎖)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

울의 차이는 암환자가 배우자인 경우 피로, 돌봄 부담감, 우울의 정도가 

높고(p<.05),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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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p<.05). 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정도가 높고(p<.05),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p<.05). 치료의 결과로 생명 연장을 

기대하는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고(p<.05), 치료결정권자가 환자일 경우 

소진,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p<.05).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과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IL-6, TNF-α차이는 남성인 경우,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평균 돌봄 시간이 12시간 이하  

   인 경우에 IL-6농도가 증가하고(p<.05), 평균 돌봄 일수가 적을수록, 치료  

   의 결과로 생명연장을 기대할 때, TNF-α농도가 증가가 확인되었다        

   (p<.05). 돌보는 환자가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외래 통원치료를 하  

   는 경우 IL-6의 농도가 증가하였고(p<.05), 환자가 여성인 경우에 TNF-α  

   농도가 증가하였다(p<.05).

4.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 및 IL-6, TNF-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로와 돌봄 부담감(r=.706, p=<.001), 소진(r=.790, p=<.001), 우울     

   (r=.744, p=<.001)의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IL-6는 피로   

   (r=-.391, p=<.002), 돌봄 부담감(r=-.360, p=<.004), 소진(r=-.338,     

   p=<.007), 우울(r=-.284, p=<.025)과 음의 상관관계, TNF-α(r=.538,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NF-α와 피로(r=-.269,          

   p=<.039), 우울(r=-.267, p=<.041)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5. 돌봄 제공자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환자의 성별, 방사선 치료 경험, 피로가 종속변수인 TNF-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변량의 18.5%(p=.013)를 설명하였다. 특히           

   피로(β=-.533, p=.016)는 TNF-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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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피로, 돌봄 부담감, 소진, 우울의 

디스트레스와 혈액 내 면역기능 IL-6, TNF-α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면역기능에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는 변수는 피로로 확인되어 돌봄 제공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 중재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는 예비조사로 G-power program 을 통해 구한 대상자 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주요 변수들의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된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의 설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표본수를 확보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되었고, 대상자가 

환자에 의해 모집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돌봄 기간에 따른 디스트레스와 면역 

기능의 변화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

기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질, 대처능력을 포함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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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에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면역기능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피로가 면역기능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

라서, 암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피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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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egiving distress and inflammatory response among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Kim, YoonJoo

Oncology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ytokine IL-6 and TNF-α, caring burden, burnout, depression and immune 

function of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Sixty three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visiting a university hospital in Gyeonggi-do were recruited from 

March 21, 2017 to May 31, 2017.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1 ml of peripheral blood from forearm was collected for 

cytokin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version 21.0 program. Two inflammatory markers, IL-6 and TNF-α 

were measured by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ean fatigue score was 4.22±2.26, which is moderate degree of fatigue. A    

   score of caring burden was 32.97±18.2, burnout was 44.94±13.74.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in the range of clinical depression(19.86±9.94). Mean     

   concentrations of plasma IL-6 was 67.14±160.00pg/㎖(range 67.14~160.00pg/   

   ㎖) and TNF-α was 78.22±132.34 pg/㎖(range 34.5~703.7pg/㎖).

2. According to the general and patient-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degree of fatigue, caring burden, and depression differed by   

   the relationship with patient(spouse)(p<.05). The degree of fatigue, caring  

   burden, burn out, and depression differed by the condition of patients, and  

   the quality of sleep(p<.05). The degree of caring burden, burn out, and      

   depression differed by the financial burden of treatment(p<.05),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differed by the level of education(p<.05). The degree   

   of caring burden differed by expect treatment outcome(p<.05),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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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 of burnout, and depression differed by decision of treatment          

   (p<.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s diseases.

3. According to the general and patient-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level of plasma IL-6 and TNF-α differed by gender(male),      

   current  occupation(yes), religion(no). The level of plasma IL-6 differed    

   by the average caring time(less than 12 hours)(p<.05, and the level of       

   plasma TNF-αdiffered by the average number of days to care, and the         

   expected life extension as a result of treatment(p<.05). When the caring     

   patient was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or under the outpatient          

   treatment,  the level of IL-6 was increased(p<.05). If patient was female,   

   the level of TNF-α was increased(p<.05).

4. There was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caring burden(r=.706,  

   p=.001), burnout(r=.790, p<.001), and depression(r=.744, p=.001). The level  

   of plasma IL-6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fatigue(r=-.391, p=<.002),   

   caring burden(r=-.360, p=<.004), burn out(r=-.338, p=<.007), and depression  

   (r=-.360, p=.004), respectively.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NF-α and fatigue(r=-.269, p=.039) and depression(r=-.267, p=<.041).

5.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mmune function of the caregivers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TNF-α were gender, experience of  

   radiotherapy, and fatigue(R2=18.5%, p=.013).Especially fatigue (β= -.533    

   p=.016) had the greatest effect on TNF-α.

  This study confirms a strong correlations between fatigue, care burden, burn 

out, and depression among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and IL-6 and TNF-α in 

the blo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reduce the stress of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In addition, the variables that have the 

greatest explanatory power on immune function are identified as fatigue, 

therefore, development for practical nursing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reduce fatigue of caregivers.

Key words : Cancer, Informal Caregivers, Fatigue, Caregiving Burden, Burnout,        

             Depression, IL-6, TNF-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