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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설명 모형 개발

췌장암 환자가 당면한 다각 이고 다차원 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상자

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는 특정 요인들의 계  방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Ferrans, Zerxic, Wibur, & Larson(2005)의 모델을 기반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설

명하는 요인들에 한 가설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하고, 횡단 으로 자료 수집을 한 후 

검증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삶의 질 련 변수들은 1) 개인  특성 2) 생물학  기

능 3) 환경  특성(사회 지지) 4) 증상(신체  증상, 우울  불안), 5) 기능  상태, 6) 일

반  건강지각(지각된 건강상태)으로 측정하 다. 

연구 상자는 서울 소재의 일개 종합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외래를 방문하는 환

자 250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도구로 사회  지지는 Multidimensional Sac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신체  증상은 EORTC QLQ-C30 도구  증상척도

(Symptom scale), 우울  불안은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HADS), 기능상태

는 EORTC QLQ-C30 도구  기능척도(Functional scale), 지각된 건강상태는 Short 

Form(SF-36)로 측정하 으며, 반 인 삶의 질은 QoL index(QLI) measure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17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고, 자료수집 방

법은 설문조사  자의무기록 확인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24  AMOS 24

을 이용하여 서술  통계, 상 계분석으로 확인하 으며, χ2, χ2/df, GFI, AGFI, 

RMSEA, RMR, CFI, NFI, NNFI의 합지수를 기 으로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 결과,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가설  모형에 한 합도는 χ2=278.26(p<.001), 

df=192, χ2/df=1.45, GFI=.91, AGFI=.88, CFI=.98, RMSEA=.04, PGFI=.69, PNFI=.78으로 나

타나 모형을 수용하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18개 경로에서 직 효과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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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는 7개이며,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더한 총 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13개 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77, p=<.001), 삶의 질이 지각된 건강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정

도는 63%이었다. 생물학  기능은 개인  특성에 향을 받으며(β=.95, p=<.001), 개인  

특성이 생물학  기능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90%이었다. 증상은 개인  특성에 향을 

받고 있으며(β=.69, p=.047), 증상이 개인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1%이었다. 기

능상태는 사회 지지  증상에 향을 받으며,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기능상태는 좋으

며(β=-.38, p=<.001), 증상이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β=.40, p=<.001), 

기능상태가 사회  지지와 증상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3%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좋으며(β=.34, p=.031),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32, p=.005), 지각된 건강상태가 사회  지지  기능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5%이다. 

본 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증상, 사회 지지, 기능상태  개인  특성의 변수들은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사회 지지  기능상태이며, 증상은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해서 질병의 진단 시부터 사회  

지지체계, 기능상태  증상에 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췌장암 환자의 상황

에 맞는 구체 인 증상 완화  기능상태 향상을 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  지지 재 

로그램의 용은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가 당면한 다각 이고 다차원 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삶의 질과 련된 변수들의 인과 계와 각각의 효과를 비교  명확하게 검증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용어 : 췌장암, 삶의 질, 사회 지지, 증상,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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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췌장암은 의학의 비약 인 발 에도 불구하고, 1 년 생존율이 23%, 5 년 생존율이 

7.8%에 그치는 치사율이 높은 악성종양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15).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를 해 분자 유 학, 수술  치료  환자 리 등의 다양한 역에서 상당한 발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은 여 히 조기진단을 한 생물학  표지자나 상의학  

검사가 없어 조기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국립암정보센터, 2017). 특히 췌장암은 

임상증상이 비특이 일 뿐만 아니라 증상이 느껴져 병원을 찾더라도 환자의 80% 이상이 

근치  제수술이 어려운 상태로 진단되어 후를 더욱 불량하게 만들고 있다(Campen, 

Dragovich, & Baker, 2011). 

 특히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해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 복합 

치료가 시도되고 있지만, 삶의 질은 여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ye 등, 2013; Labori 

등, 2006; Müller 등, 2007; Pezzilli, 2011; Zabernigg 등, 2012). 이러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은 다른 소화기계 암을 가진 상자와 비교 해 도 하게 낮다는 것이 

선행연구(김경덕 & 장 진, 2012; 최철민 등, 2008; Jia 등, 2010)의 공통된 결과이기도 

하다.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이들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WHO의 삶의 질 

그룹(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 1995)은 ‘삶의 질’을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그들의 목표, 기 , 표 , 심과 련된 

개인의 치에 한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 

련 삶의 질’(Health realated quality of life; HRQOL) 개념을 건강, 질병  치료의 

향에 을 맞추고 있고, 문화 , 정치  는 사회  특성처럼 질병과 직  련이 

없는 삶의 측면은 배제하고 있다(Ferrans, Zerxic, Wibur, & Larson, 2005). 하지만 삶의 

다양한 역은 건강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존에 제시된 HRQOL의 요소와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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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인과 계 모델이 필요하다(Guyatt, Feeny, & Patrick, 1993). 

HRQOL의 명확한 정의와 개념  모델을 활용하면 췌장암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인 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삶의 질과 련된 변수들의 

인과 계와 각각의 효과를 비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암 환자들은 암 진단으로 피곤, 허약, 오심, 구토 등의 신체  부작용으로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받으며, 정상 인 사회생활 재개에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김 숙, 

2002). 동시에 수행능력이 하되면 정상 인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 인 문제, 무력감, 우울증  자존감 손상을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췌장암 

련 삶의 질 연구를 살펴보면, 수술 후 극심한 피로, 통증, 호흡곤란, 식욕부진 같은 

신체 인 증상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Mbah 등, 2012)에 한 연구, 수술 후 양분의 

흡수 장애, 체 감소, 설사, 당뇨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연구(황호경, 2012), 

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김한나, 

2013), 췌장암 환자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환자는 반 인 삶의 질이 낮고, 인지 , 

사회   신체  기능이 나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고한 연구(Caratto 등, 2015)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췌장암 련 선행연구들은 부분 질병과 련한 신체 

증상에만 을 맞추고 있으며,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 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Bakas 등(2012)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을 확인하고, 

체계 인 문헌 검토를 수행하 다. 그 결과 Ferrans 등(2005)의 모형을 미래의 HRQOL 

연구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잠재력을 지닌 모델로 보고하 다. 삶의 질 연구모형을 

통하여 개인은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은 건강문제에 직면할 때에도 삶의 다양한 측면에 

한 만족  요성에 한 가치 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한 변수들의 복합 인 

인과 계를 통해 간호 상을 이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과 으로 간호 재를 설계 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은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  상태, 일반  건강지각의 요인이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을 통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직·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삶의 질을 역동 이며, 다원 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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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수(2014)는 암 환자의 건강 련 삶의 질 논문을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이론  기틀의 개념에 따라 범주화하 다. 분석결과, 유방암의 경우 생물학  

기능 역  증상 역, 립선암의 경우 증상  기능  상태, 자궁경부암의 경우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  상태, 장암  암의 경우 생물학  기능 역이 많이 

연구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은 질병의 특성에 따라 모형에서 언 한 개념의 

일부를 이용해서, 몇 가지의 국한된 변수들 간의 계나 향력만을 확인하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 결과는 연구 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정확히 악할 수 

없고, 상자가 가진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소우, 김주 , 

이병숙, 이은희, & 정면숙, 2009). 따라서 췌장암 환자가 당면한 다각 이고 다차원 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는 특정 

요인들의 계  방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체계 이고 포 으로 측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제시하여 췌장암 환자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구체 이고 실제 인 간호 방안마련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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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형  기존의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췌장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 략을 고려한 간호 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략을 제시하는데 기반이 되는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이론  모형  선행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제시한다. 

2) 수집된 자료와 모형간의 합도를 평가하고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3)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를 

악하여 변수들 상호간의 인과 계  그 강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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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개인  특성 

이론  정의: 건강결과에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 , 발달학 , 정신 , 생물학  

요인으로 성별, 연령, 생물학  요소  심리  요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Ferrans등, 

2005).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요인으로 성별  연령을 의미하며, 생물학  

요인으로 항암화학요법 유무를 의미한다. 

2) 생물학  기능 

이론  정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 인 요소로 생명을 유지하는 역동 인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향을 받는다(Ferrans, 2005).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으로 진단 후 기간, CA 19-9 수치  체 변화를 

의미한다. 

3) 환경  요인 

이론  정의: 환경  요인이란 사회  혹은 물리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사회  환경은 가족, 친구, 건강간호 제공자와 같은 건강에 향을 주는 인 계 는 

사회  향을 말한다(Eyler 등, 200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요인으로서의 사회  지지로 정의하 으며, Zimet, 

Dahlem, Zimet 과 Farley(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ac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을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증상 

이론  정의: 증상은 비정상 인 신체 , 정서   인지  상태에 한 환자의 

지각으로서 이는 주 인 경험의 표 을 말한다(Wilson & Cle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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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신체  증상은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에서 개발한 EORTC QLQ-C30 version 3.0 도구  

증상척도(Symptom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정서  증상은 불안과 우울에 한 반응으로 정의하 으며, Snaith와 

Zigmond(1986)의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HADS)도구로 측정한 수이며, 

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5) 기능상태 

이론  정의: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역할 기능, 정신  기능처럼 여러 역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Wilson & cleary, 1995).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에서 개발한 EORTC QLQ-C30 version 3.0 도구  

기능척도(Functional scale)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6) 일반  건강상태 

이론  정의: 주 으로 평가한 반 인 건강상태에 한 통합 인 개념이다(Wilson & 

cleary, 1995).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Ware & Sherbourne(1992)이 개발한 Short Form(SF-36) 

Health Survey Questionaire을 고상백 등(1997)이 번역한 것  일반건강항목 5문항으로 

측정한 수이며,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7) 반 인 삶의 질 

이론  정의: 개인의 반 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와 연 된 주 인 

안녕상태를 말한다(Wilson & cleary, 1995).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Ferrans & Power(1985)의 Quality of Life Index-Generic 

version III 로 측정한 수이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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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의 목 은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동향과 

변수 간의 계성을 악하여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설명 모형을 구축하기 

함이다. 자료 검색과 분석은 2016년 5월30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검색은 1900년도 이후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간호학, 의학,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상으로 하 으며, 검색에 활용된 database는 국내논문의 경우 

한국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KoreaMe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정보이었고, 

국외 논문은 PubMed, CINAHL, PsycARTICLES, Ovid Medline  EmBase이었다. 

일부문헌은 연구자가 직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 추가하 다. 검색을 해 사용된 주요 

핵심어는 ‘췌장암’, ‘삶의 질’, ‘Pancreatic Neoplasms’, ‘pancreatic’, ‘pancreas’, 

‘Pancreaticoduodenectomy’, ‘pancreaticoduodenectom*', 'Pancreaticoduodenectomy', 

'pancreaticoduodenectom*', 'cancer*', 'neoplasm*', 'carcinoma', 'Quality of Life', 

'quality-of-life', 'life qualit*', 'QOL' 등이며, 어와 한국어로 발표된 연구로 

제한하 다. 자료수집과 선별의  과정은 연구자가 직  독립 으로 검토하 다. 본 

고찰에서는 삶의 질, 췌장암 환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문헌을 

순차 으로 살펴보았다. 

1. 삶의 질 

지난 40 년 동안 삶의 질 평가는 건강 리에서  요해지고 있으며, 삶의 질 

연구는 방법론 으로 엄격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Ferrans 등,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건강 상태, 신체 기능, 증상, 정신 사회  능력, 복지, 삶의 만족  

행복과 같은 다양한 것을 의미하는데 구분 없이 사용되면서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실제로 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Ferrans & Powers, 

199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건강 련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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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삶의 질에 한 건강, 질병  치료의 향에 을 맞추었고, 문화 , 정치  

는 사회  특성과 같이 건강과 련이 없는 삶의 측면을 배제하 다(Eyler 등, 2002). 

하지만 모든 삶의 다양한 역은 건강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Guyatt, Feeny, & Patrick, 

1993) 기존에 제시된 HRQOL요소와 그 결정 요인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인과 계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HRQOL를 평가하는데 사용 된 가장 일반 인 인과 계 모델은 

Wilson과 Cleary(1995)에 의해 개발되었고, 삶에 질에 환자의 가치와 선호가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해 설명하 고, 개인의 가치의 요성이 삶에 한 만족도 평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Figure 1). 

Figure1. Model of Health Realated Quality of life(Wilson & Cle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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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ilson과 Cleary(1995)는 건강 련 삶의 질을 생의학  요소와 사회과학  

요소를 통합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다차원 인 향요인을 이해하기 해 근하 으나, 

개념 모델을 실제 연구에 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간호학자 Ferrans 등(2005)은 간호와 

보건간호에서 Wilson과 Cleary(199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을 수정하여 제시하 다.  

원래 모델의 다섯 가지 주요 역이 유지하면서Ferrans등(2005)은 개인  환경 특성에 

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그림에서 계를 묘사하는 화살표에 있는 비의학  

요인과 이블을 제거하여 모델의 묘사를 단순화하 다(Figure 2). 

Figure2. Theoretical Model of Health Realated Quality of life (Ferrans등, 2005)



10

Ferrans 등(2005)은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  상태, 일반  건강지각을 보았으며,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이 이러한 요인들을 

통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직·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삶의 질을 

역동 이며, 다원 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구조  

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은 변수들의 복합 인 인과 계를 확인하여 간호의 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간호 지식체 형성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하 다.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의 활용은 외상 뇌손상환자(Daggett, Bakas 

& Habermann, 2009), 분만 후 산모의 삶의 질(Hill. Aldag, Hekel, Riner & Bloomfield, 

2006),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단계에 따른 삶의 질( 소연, 2015)을 살펴본 연구 등으로 

유형화 해 볼 수 있으며, 각 연구에서는 질병의 특성에 따라 모형에서 언 한 개념을 체 

는 일부를 이용해서 삶의 질 계를 분석하 다. 한편, 암 환자에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 된 변수를 살펴보면, 립선 암 환자에서는 건강과 신체  요인  

가족이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Lis, Gupta, & Grutsch, 2008),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삶의 질에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이었고, 그 

다음이 극복력, 사회 지지  부부친 도 고( 소연, 2015), 유방암 환자(Ferrans 등, 

2005)와 암환자(김 숙, 2014)에서는 건강과 신체  기능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Ferrans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은 다른 삶의 질 

이론이나 모델과 비교하여 질병을 가진 환자의 특성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의 

인과 계와 각각의 효과를 비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Ferrans 등(2005)은 건강 리에 하여 새로운 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삶의 질

에 하여 상자와 련된 요인의 체에 심을 가져야함을 강조하 다. 뿐만 아니라 모

델이 개발된 목 이 건강 련 삶의 질 향상을 한 계획과 재에 근거하기 한 것이므

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재 개발에 유용한 특성이나 변수를 확인하고, 이

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기에 가장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모델의 활용

은 췌장암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인 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삶의 질 증진 략에 한 간호 재를 개발하기 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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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요인

암 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인 인 시각에서 삶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요하게 

평가되고 있다(Ferran, 2005; WHO, 1993).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로는 병원에 입원한 췌장담도암 환자를 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최철민 등(2008)의 연구와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장 진, 2010),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통증, 수면장애, 

피로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김경덕 & 장 진(2012)의 연구, 췌장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살펴본 김경덕 & 김경혜(2015)의 연구, 췌장암 환자의 디스트 스, 

극복력  사회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친 향을 살펴본 김유진(2016)의 연구, 소화기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을 악하고,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클러스터를 분류하고, 

규명된 증상클러스터와 활동수행능력, 우울, 삶의 질 간의 계를 확인(김미리, 2017)의 

연구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로는 입원한 소화기암 환자를 상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이 다른 소화기계 암을 가진 상자보다 훨씬 낮았고, 통증과 피로, 그리고 우울 정도가 

다른 소화기암 상자에 비해 훨씬 심하 음을 보고한 Jia 등(2010)의 연구와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92명의 환자를 상으로 암 진단 당시와 암 진단 이후의 삶의 질 변화와 

생존율을 추  하여 보고한 Crippa 등(2008)의 연구, 진행된 췌장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정도와 삶의 질을 확인한 Labori 등(2006)의 연구,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동안 환자의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한 Bernhard 등(2010)의 연구 등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암종에 비해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 으로 연구되어지고, 탐색되어진 

상태이다. 

한편, 췌장암 련 삶의 질 연구를 살펴보면, 췌장암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들을 확인하는 몇몇 연구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의 부분이 

증상경험에만 집 되어 있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이해와 

실 인 문제 악이 시 하며, 보다 극 인 개입을 해 이들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체계 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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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Ferrans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개념 모델을 이론  기틀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  특성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의 하나인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생물학  요소 

 심리  요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Ferrans등, 2005).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 다(Park & Choi, 2014). 한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를 토 로 암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  특성  연령과 성별이 

주요한 요인임을 보고하 다(박진아 & 홍지 , 2017). 이와 같이 개인  특성 에서 

성별과 연령은 삶의 질을 측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측할 수 있다.  

한편,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조기 발견율이 낮으며, 환자가 이상을 느껴 병원 방문 

진단 시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되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항암화학요법은 

췌장암 치료의 요한 치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최철민 등, 2008). 췌장암의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일부 암 세포의 사멸로 생존율을 다소 

연장시키고, 통증을 여주어 췌장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다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yes-Gibby 등, 2007). Jo 등(2014)은 췌장암 환자 482명의 8년간의 후향  

코호트 분석을 통해 장기생존환자의 임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장기 생존한 환자 수는 

45명(9.3%)이었고, 항암화학요법의 방법이나 치료반응이 장기 생존과 연  있었으며, 삶의 

질에 향요인인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동안은 치료 자체의 

독성이 강하여 식욕부진, 통증, 피로, 수면장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죽음과 직결된 공포, 후에 한 불확실성으로 심리 인 변화를 겪는 

등 오히려 삶의 질이 감소될 뿐 아니라 생존기간이 단축되게 할 수도 있다(Reyes-Gibby 

등, 2007). 

따라서 췌장암은 암 진단 후 사망률이 높은 만큼 여생에 한 삶의 질 리는 요하며, 

췌장암 환자에게서 주 치료요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하여 하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간호 재는 더욱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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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인 치료 과정에 있는 췌장암 환자의 질병 치유와 생명 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 략 개발에 을 맞춘 연구가 

요구된다. 

2) 사회 지지

사회  환경 특성은 가족, 친구, 건강 리 제공자의 향을 포함하여 건강 결과에 인 

계 는 사회  향을 미친다(McLeroy 등, 1988). 재의 상황과 건강상태에서 최 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의 도움인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다(김귀분 & 석소 , 2009; Sjolander & Bertero, 2008). 뿐만 아니라 사회  지지는 

인간이 재의 건강상태와 상황에서 최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상호 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유의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사회  지지의 효과로는 크게 건강을 증진시키기 해 생각과 감정을 조 하게 

도와주고(House, Landis, & Umberson, 1988), 삶의 의미에 한 개인의 감각을 

발 하도록 도와주며, 건강증진 행 를 가능하게 한다(Umberson, 1987).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에 실제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사회  지지와 삶의 질은 양의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다(김유진, 

2010). Strine, Chapman, Balluz, & Mokdad(2008)의 연구에서를 살펴보면,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증상, 신체  증상 호소가 더 많고 건강을 추구하는 

행 가 어 삶의 질이 낮다고 하 다. 즉 사회  지지와 같은 극  처를 사용하지 

않고 회피와 같은 수동  처 략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들이 정서   신체  증상을 

더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은 불투명한 질병 후로 쉽게 축되고,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간 후에도 

기능의 변화가 족  동료들의 태도에 응해야 하는 등의 여러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김 숙, 200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지지는 환자에게 신체 , 정서  

지지체계가 되며, 환자에게 정 인 지각과 건강 리를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에서 삶의 질은 본인이 지각한 사회 지지 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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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희숙 등, 2010; 김 숙 & 태 숙, 2015).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지지체계에 한 인식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하는 구조 

모형에서도 의미 있는 향력을 보여주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암환자와 련된 

질병  심리사회  변수와 직·간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정하 & 

김옥수, 2016).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췌장암 환자의 사회  지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하기 

해서 사회  지지의 향력을 다른 변수들과의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생물학  기능 

생물학  기능은 세포, 신체기 과 계통의 기능에 한 사정으로서 진단, 검사결과, 

생리기능 검사결과 등을 포함하며, 삶의 질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Ferrans 등, 2005). 이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향을 받는 변수로, 

생물학  기능을 최 화하는 것은 치료의 필수 인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췌장암의 후 인자를 평가하고 있지만 종양 병기  치료 방법의 

차이로 합의 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든 환자에게 용하는데 

제한 으로 작용한다. 한편, 췌장암에서 후를 측하는 인자로 주로 신체  기능과 

증상들을 사용되어왔으나 췌장암 환자의 치료  종양표시자(Carbohydrate Antigen; CA) 

19-9의 효과의 향보다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upta 등, 2006). 한 CA 19-9는 

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평가하는 강력한 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Maisey 등, 2005; Micke 등, 2003;  Gupta 등, 2006; Xiong 등, 2008; Wiedenmann 

등, 2008), CA19-9의 기 농도의 조기 감소는 후를 측할 수 있는 표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종양 반응의 조기 표지자로도 평가할 수 있고 보고되고 있다(Wiedenmann 등, 

2008). 췌장암과 CA 19-9의 상 계에 해 연구를 시행한 Jo 등(2014)은 췌장암 환자 

482명의 8년간의 후향  코호트 분석을 통해 장기생존환자의 임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성 췌장암 환자에서는 기 CA 19-9수치, 치료 후 CA 19-9 수치가 장기 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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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 있는 것을 보고하 으며, 김윤지 등(2008)의 연구에서는 생존에 향을 주는 

인자로 CA 19-9를 설명하 다. 

한편, 췌장암의 치료기간 동안에 악화된 양상태는 치료 시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고 

부정 인 임상결과를 래할 수 있다(김성 , 2017). 췌장암 환자에서 췌장액의 분비 

감소로 인한 흡수 장애와 식욕 부진, 통증으로 환자의 75%에서 체 감소가 

나타나는데(Conroy, 2007), Davidson 등(2004)은 107명의 제 불가능한 췌장암에서 

8주간의 양 리 로그램을 통해서 체 감소가 1kg 미만 는 1kg 이상 손실 시 

생존기간  삶의 질을 비교하 을 때. 체  감소가 안정선으로 유지된 그룹에서 생존기간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치료 과정 의 양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체 의 변화는 요한 생물학  기능의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존 기간은 암 환자에서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강력한 측인자로 제시되고 

있다(Guputa, Braun, & Staren, 2012). Cripa 등(2008)은 췌장암을 진단 받은 시기부터 

치료 그리고 회복과정에서 삶의 질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건강  신체 하  

지표, 가족 하  지표  체 삶이 질이 생존율을 측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삶의 

질과 생존 사이의 연 성은 진행성 암 환자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으며(Lis, Gupta 

James, 2006), 진행성 장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은 생존에 한 독립 인 

변수로서, 코호트를 계층화하고 연구 결과의 비교를 돕기 해 임상 시험에서 삶의 질 

측정을 일상 으로 기록해야한다고 제안하 다(Maisey 등, 2002). 한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시행 한 연구에서도 수술  삶의 질이 1 년의 생존율을 측하는 좋은 

지표라는 사실이 밝 졌으며(Dancey 등, 1997), 화학 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일반 인구 

집단에서 삶의 질은 생존과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ates 등, 1997). 

한편, 암 환자의 수행능력과 기능상태는 진단 후 경과기간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hn 등, 2007). 조 모세포이식 후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의 신체 , 

사회  기능과 경제  역의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한 반면에(Kopp 등,2005), 액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상이 감소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 다(Heutte 등, 2009; Hjermstad 등, 2005). 한 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확인한 Mols등(2006)은 진단 후 기간을 5-9년, 10-15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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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나 어 추  찰하 는데, 10-15년의 생존자가 5-9년인 생존자에 비하여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 다. Alibhai 등(2009)도 액암 환자의 삶의 질을 12개월 

동안 추  찰한 결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서 진단 후 기간과 삶의 질의 유의한 상 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진단 기에는 진단에 한 충격과 공포, 작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능숙하게 처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질병과 치료에 응하며 처하게 되어 

삶의 질이 회복되는 것을 측할 수 있다(Augustson 등, 2005). 그러나 췌장암에서 진단 

후 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진단 후 기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과 그에 한 리에 의해 설명되는 연구가 다수이다. 따라서 진단 후 

기간은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듯 췌장암 환자의 생존에 향을 주는 인자들은 궁극 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증상

증상은 비정상 인 신체 , 정서  혹은 인지  상태에 한 상자의 지각(Wilson & 

Cleary, 1995)으로, 개인  특성, 환경  특성과의 복합 인 상호작용에 의해 향 받는 

주  경험, 평가와 해석이다. 환자의 증상은 기능 인 상태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므로, 암 환자의 반 인 상황을 향상시키거나,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증상을 사정하고 리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필수 이며, 질 높은 암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Dodd 등, 2001). 특히, 췌장암의 후와 증상의 악화를 

감안할 때,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간의 균형 조정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가장 

요하다(Bernhard 등, 2010).

췌장암의 치료법에 있어 수술  치료가 완치를 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수술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강민창 등, 2012). 하지만 수술 후 양분의 흡수 장애, 체 감소, 설사, 

당뇨 등은 신체 활동  사회 활동에 있어서 환자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왔고, 이는 곧바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황호경, 2014). 한 수술 후 극심한 피로, 통증,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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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 같은 신체 인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bah 

등, 2012). 췌장암의 삶의 질을 체계 으로 고찰한 Caratto 등(2015)은 연구결과 췌장암 

환자는 일반 인 인구 집단보다 삶의 질 수가 하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 반 인 삶의 질이 낮고, 인지 , 사회   신체  기능이 

나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웨덴 지역 환자의 42%에서 등도 는 

증증의 불안과 우울이 있으며. 독일 지역의 췌장암 환자는 일반  인구 기 보다 10배나 

높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üller 등, 2006). 이는 Green & 

Austin(1993)의 연구에서 췌장암 환자의 71%가 우울증 소견을 보이며, 진행성 췌장암인 

경우에는 다른 진행성 복부 장기 암보다 우울증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췌장암 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은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갖고 있으며, 

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으며, 증상 경험이 가장 

심한 것은 통증으로 나타났다(김한나, 2013). 췌장암 환자의 비특이 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췌장암 환자의 치료나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가장 빈번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으로(박 숙, 

2009) 휴식에 의해서 쉽게 완화되지 않고, 만성 으로 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통증에 한 

리는 계속되는 도 이라고 하 다(Kris, 2011). 

암 환자의 증상은 게 개별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Dodd 등, 2011). Gupta 등(2010)은 

지역사회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췌장암 생존자 564명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췌장암 생존자는 피로, 통증, 불면증, 호흡곤란, 오심, 구토, 식욕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통증과 피로는 서로 클러스터링 되어 나타나며 특히 통증, 피로 

증상 클러스터는 췌장암 환자의 생존  삶의 질을 측하는 요한 인자임을 보고하 다. 

국내에서도 Kim & Kim(2015)은 췌장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 연구를 통해서도 수면장애, 

체 감소  정서  디스트 스와 삶의 질이 서로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 고, 

각각의 증상이 나쁠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하여 췌장암 환자의 증상은 삶의 질에 요한 향요인이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경험하고 있는 증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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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거나 증상의 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Conroy 등, 2008). 

환자의 증상은 기능 인 상태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므로, 증상의 경험, 평가  해석이 

개인과 환경의 특성과 어떠한 인과 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5) 기능상태 

개인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기능상태는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역할 기능, 그리고 심리  기능을 포함하는데, 이는 반 인 삶의 질에 직 인 

향요인으로 작용한다(Ferrans 등, 2005). 암 환자의 수행능력은 생존의 주요 

측인자이며, 치료의 후, 우울, 치료여부 결정 등과 련이 있고, 나아가 수행능력이 

하되면 정상 인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 인 문제, 무력감, 우울증  

자존감 손상을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상자의 간호요구를 악하여 한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화기암 환자 체를 상으로 기능상태를 확인하 을 때,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기능상태(역할, 감정과 사회  기능)가 다른 소화기계 암 환자보다 유의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Jia 등, 2010). 황호경(2014)의 연구에서는 췌장 제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기능상태(육체  기능, 역할기능, 감정기능, 인지기능, 사회기능)를 EORTC QLQ-30로 

평가하 는데, 평균값이 59.4 으로 Muller 등(2007)이 췌장 제술을 받은 46명의 환자를 

상으로 기능상태를 평가한 평균 수 72.2 , Casadei 등(2008)이 췌장 제술을 받은 

환자 20명을 상으로 평가한 평균 수 87.7 보다 통계학 으로 낮은 수를 보 다. 

한편, 기능상태는 증상에 향을 받는 요인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행 에 한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Wilson & Cleary, 1995),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증상에 

따른 기능상태를 살펴본 연구가 제한 이었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계획과 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들의 인과 계와 각각의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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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각된 건강상태 

일반  건강지각은 주 으로 평가한 반 인 건강상태에 한 통합 인 개념으로 

개인의 반 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와 연 된 주 인 안녕으로 

정의된다(Wilson & Cleary, 1995). 최근 건강과 련된 행동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주요한 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Schultz & Winstead-Fry, 

2001; Taechaboonsermsak 등, 2005). 즉,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건강에 한 지각 정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자의 신체 , 

정서  안녕의 유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 다(신임식 & 

한상숙, 2005).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한 연구에서, Heo등(2003)은 지각된 건강상태는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과 강한 상 계가 있으며 건강지각, 증상, 연령, 기능 상태 

에서 건강 련 삶의 질에 가장 유의하게 높은 향력이 있는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라고 하 다. 한 장암 환자와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 계를 확인 한 이은옥 등(2010)  채 란(200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은 강한 순 상 계를 나타내어 환자의 건강에 한 지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주고, 삶의 질에 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김은만 & 김 순, 2007). 한 자궁경부암 환자를 상으로 한 Taechaboonsermsak 

등(2005)의 연구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에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각된 건강상태를 

제시하 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행 의 주요한 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 으며, 

췌장 제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한 Billings 등(2005)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에 한 

인식 정도가 나쁠수록 삶의 질도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각된 

건강상태는 암 환자가 개인 으로 지각하는 일반 인 건강상태와 인생에 한 성취감과 

인생에 한 즐거움의 감소는 삶의 질을 이끄는 요인이 작용함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췌장암 

환자에 의해 인식되는 삶의 질은 요한 치료 결과일 뿐만 아니라, 후를 평가하는 

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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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분의 선행된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하여 자신의 상황에 한 

인지  평가로 주로 기능상태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다(Rapkin & 

Schwartz, 2004; Wiklund, 2004). 하지만 사람들의 범 하고, 역동 인 삶의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상황에 응하려는 개인의 능력을 반 하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Allison, Locker, & Feine, 1997),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은 건강문제에 

직면할 때도 자신만의 기 이 되는 가치와 우선순 는 한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wartz & Rapkin, 2004). 를 들면, 특정 상황의 

경우, 어떤 사람은 큰 문제로 인식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질 에서 췌장암 환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모형을 

구성하기 해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형과 지 까지 문헌고찰을 통해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향요인과 변수들 간의 련 상태에 해 악해 보았다. 

그 결과 개인 인 요인은 성별, 연령  항암화학요법 유무, 생물학  기능은 진단 후 

기간, 체 변화, CA 19-9와 함께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환경  요인으로는 사회  지지, 증상으로는 불안과 우울, 신체  증상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의 능력과 활동에 을 둔 기능상태는 궁극 으로 개인의 반 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했는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추후에 췌장암 환자의 사회 지지,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  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를 리하기 한 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간호를 수행하기 

해 요한 기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항목의 계성을 밝히는 것 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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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  기틀 

1. 연구의 개념  기틀

본 연구에서는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  특성, 

환경  특성,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상태, 일반  건강인식의 주요 변수를 이론  

기틀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반복 으로 지지되거나 요한 것으로 설명된 변수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선행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췌장암 

환자들은 개인  특성, 생물학  기능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정인 계가 있는 요인은 사회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이다. 즉, 췌장암 환자의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 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과 부 인 계가 있는 요인은 증상, 기능상태이다. 즉 증상이 

심할수록,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췌장암 환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항암화학요법 유무를 포함하 고, 생물학  기능으로 진단 후 기간, 체 변화, CA 

19-9를 포함시켰다. 증상으로는 신체  증상, 우울  불안을 선정하 으며, 기능상태로는 

신체  기능, 사회  기능, 역할 기능, 정신  기능을 포함하 고, 일반  건강지각은 

지각된 건강상태를 선정하 다. 반 인 삶의 질은 건강-기능 역, 사회경제  역, 

심리-  역  가족 역을 포함하 으며, 이를 토 로 개념  모형을 

구축하 다(Figure 3). 

한 본 개념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  모형은 외생변수는 1) 개인  특성 2) 

사회 지지이며, 내생변수는 1) 생물학  기능 2) 증상 3) 기능상태 4) 지각된 건강상태 5) 

반 인 삶의 질이다. 개인  특성  사회  지지가 생물학  기능, 증상,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거치면서 최종 으로 반 인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 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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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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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Age; x2=Sex; x3=Chemotheraphy; x4=Families; x5=Fridends; x6=Important others; 

y1=Duration after diagnosis; y2=Body weight change; y3=CA 19-9; y4=Physical symptoms; 

y5=Depression; y6=Anxiety; y7=Physical functioning; y8=Role functioning; y9=Emotional 

functioning; y10=Cognitive functioning; y11=Social functioning; y12=Perceived health status; 

y13=Health-functional; y14=Socioeconomic; y15=Psychological-spiritual; y16=Family

Figure 4. Hypothesis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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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가설  모형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1)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개인  특성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좋을 것이다. 

가설 3.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좋을 것이다. 

2) 생물학  기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개인  특성은 생물학  기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  지지는 생물학  기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증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개인  특성은 증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증상이 좋을 것이다. 

가설 8. 개인  특성은 증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 

4) 기능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9. 개인  특성은 기능상태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을 것이다. 

가설 11. 증상이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을 것이다. 

5) 지각된 건강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2. 개인  특성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가설 14.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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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들에 한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합도  가설을 공분산 구조분석으로 검증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와 추후 리를 해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이다. 상자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  ( Inclusion criteria )  

(1) 만 20세 이상으로 췌장암 진단을 받은 자 

(2)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

(3)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제외기  ( Exclusion criteria )  

(1) 정신과  과거력이 있거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제외

(2) 췌장암이 원발성이 아닌 경우 제외 

연구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최 우도법 (Maximum Likehood; ML)에 합한 

표본의 크기 200여개 이상이 요구된다(우종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 인 

권장크기와 설문지 일부 항목 락에 의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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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일반  특성 

일반 인 특성으로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췌장암의 발생 치, 췌장암 크기, 췌장암 

진단 당시 원격 이 유무, 주 간호 제공자를 조사하 다. 

2) 개인  특성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항암화학요법 유무를 조사하 다. 

3) 생물학  기능

생물학 기능은 환자 자 의무기록을 통해 췌장암 진단 시기, 진단 시 시행한 

액검사를 통해 CA 19-9 수치를 확인하 으며, 환자의 자가 보고로 질병진단  체  

 재 체 을 확인하여 체 의 변화를 조사하 다. 

4) 사회  지지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Shin과 Lee(1999)가 번역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척도를 이용하 다. 이 도구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역별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형 

5  척도로 문항별로 최  4 에서 최고 2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9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다. 

5) 증상

신체  증상은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에서 개발한 EORTC QLQ-C30 version 3.0 한   증상척도 (Symptom 

scale) 13 문항을 EORTC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증상척도 항목은 피로 3문항, 오심 & 

구토 2문항, 통증 2문항, 호흡곤란 1문항, 불면증 1문항, 식욕부진 1문항, 변비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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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1문항, 경제  어려움 1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도구는 4  척도로 도구의 수화 

매뉴얼에 따라 0-100 으로 환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Symptom scale의 Cronbach’s α= .85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불안과 우울은 Zigmond & Snaith(1983)의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의 한 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GL assessment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HADS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한 주 동안의 불안과 우울증상의 존재  

심각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홀수 7문항은 불안에 한 

문항(HADS-A)이며, 짝수 7문항은 우울(HADS-D)에 한 문항이다. Likert 형 4  

척도로 되어있으며, 수의 범 는 불안과 우울은 각 0-21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불안의 Cronbach’s α=.89, 우울의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 Cronbach’s α=.90, 우울 Cronbach’s α=.96이었다. 

6) 기능상태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에서 개발한 

EORTC QLQ-C30 version 3.0 한   기능척도(Functional scale) 15 문항을 

EORTC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기능척도는 신체 5문항, 역할 2문항, 인지 2항목, 

정서 4항목, 사회 2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본 도구는 4  척도로 도구의 수화 매뉴얼에 

따라 0-100 으로 환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기능 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Functional scale 의 Cronbach’s α= .90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7) 지각된 건강상태 

Ware & Sherbourne(1992)이 개발한 Short Form(SF-36) Health Survey Questionaire에서 

physical health의 하부척도의 general health perception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고상백 

등(1997)이 번역한 일반건강항목 5문항을 사용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5  척도로 1번 

문항은 Ware(1992)가 제시한 방법 로 가 치를 주어 계산하고, 2, 4 번 문항은 

역산하 다. 수범 는 최  10 에서 최고 100 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평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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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8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7이었다. 

8) 반 인 삶의 질 

Ferrans & powers(1985)의 Quality of Life Index- generic version III 를 So등(2004)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승인 받았다. 이 도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삶의 질에 한 상자의 요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동일한 문항의 삶의 질에 한 상자의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부분의 하부 역은 각 4개 역(건강-기능 역, 사회경제  역, 

심리-  역, 가족 역)에 해 각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6  척도를 

사용한다. 총 66문항으로 수범 는 0 -3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 9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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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기간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서울 소재의 일개 종합병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AMC IRB 2017-0325)을 받은 후 해당병원 교수의 허락 하에 2017년 3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사 에 외래방문 환자 명단을 확인하고, 췌장암 

진단을 받고 외래에 방문한 환자  연구 상자 선정기 에 하는 상자를 편의표집 

하 다. 연구자가 직  진료를 해 기하고 있는 상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연구의 

목   차 등을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를 연구에 포함하고, 

상자가 설문지에 직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외래 기실에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설문을 작성하는데 약 15분 소요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여행용품을 제공하 다. 설문지는 상자가 직  작성하도록 

하 으며, 설문완료 시 연구자가 설문지를 확인하여 락된 항목은 그 자리에서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가능한 탈락을 이기 해 노력하 다. 체 250명을 하여 2명이 

설문지 작성도  거 하여 총 248명의 자료를 수집 하 다.

5. 상자의 윤리  보호

연구 참여 동의서는 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설문 작성 

에도 연구 참여 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개인정보 

 설문내용의 유출을 방하기 해 설문지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직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시건 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보 하여 연구자 

외에는 근할 수 없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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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로그램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평균, 표 편차  백분율을 이용하 다. 

2) 변수의 정규분포의 확인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 으며, 상 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으로 분석하 다. 

3)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직,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해 공분산 

구조분석으로 하 고,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 다. 

4) 본 연구 모형이 자료에 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한 합도 검정은 χ2, χ2/df,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를 이용하 다.

5) 모형에서 경로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경로계수 추정치와 Critical Ratio (CR)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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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남성이 139명(56.0%), 여성이 109명(44.0%)이었고, 상자의 

연령은 평균 61.55세(9.85) 다. 교육수 은 등학교 이하가 8명(3.2%), 학교 졸업 

74명(29.8%), 고등학교 졸업 109명(44.0%), 학교 이상 졸업 57명(23.0%)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231명(93.1%)이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상자는 123명(49.6%), 갖고 

있지 않는 상자는 125명(50.4%) 고, 주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가203명(8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인 경우 34명(13.7%), 자기 자신인 경우가 4명(1.6%)이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상자는 129명(52.0%)이며, 받지 않은 상자는 119명(48.0%)이었고, 수술  치료를 

받은 상자는 194명(78.2%)이며, 받지 않은 상자는 54명(21.8%)이었다. 췌장암의 

치가 head인 상자는 159명(64.1%), body 47명(19.0%), tail 29 명(11.7%), body-tail 

13 명(5.2%)의 순이었다. 원발부  이가 있는 상자는 137명(55.2%)이었고, 이가 

없는 상자는 111명(44.8%)이며,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상자는 129명(52.0%)으로 

받지 않은 상자는 119명(48.0%) 다. 췌장암 진단받은 후 기간은 2.26년(2.88)이었으며, 

체 변화는 –2.60kg(3.87)이며, CA 19-9는 33.28U/ml(75.68)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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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248)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139(56.0)

Female 109(56.0)

Age(years) 61.55(9.85)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3.2)

Middle school 74(29.8)

High schooll 109(44.0)

≥college 57(23.0)

Marital status Married 231(93.1)

Never married 13(5.2)

Others 4(1.6)

Religion Have 123(49.6)

 Not have 125(50.4)

Primary Caregiver Spouse 203(81.9)

 Children 34(13.7)

 Ownself 4(1.6)

 Others 7(2.8)

Chemotherapy Yes 129(52.0)

No 119(48.0)

Surgery Yes 194(78.2)

 No 54(21.8)

Location Head 159(64.1)

 Body 47(19.0)

 Body-Tail 13(5.2)

 Tail 29(11.7)

Metastasis Yes 137(55.2)

 No 111(44.8)

Duration after diagnosis(yr) 2.26(2.88)

Body weight change(kg) -2.60(3.87)

CA 19-9 33.28(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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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의 서술  통계  상 계 

사회  지지는 60  만 에 최소 평균 50.73 이며, 우울과 불안은 21  만 에 각각 

평균 16.06 , 16.77 으로 나타났다. 신체  증상은 100  만 에 평균 42.04 , 

기능상태는 최  100  만 에 신체 기능은 53.05 , 역할 기능은 43.08 , 정서 기능은 

41.23 , 인지 기능은 59.45 , 사회 기능은 60.23 이며, 반 인 삶의 질은 30  

만 에 건강-기능 역 15.01 , 사회경제  역 19.18 , 심리-  역 18.70 , 가족 

역평균 22.80 이었다(Table 2).

한편, 다변량분석의 기본가정은 정규분포이어야 하므로 일변량 정규성을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평가하 다. 왜도와 첨도의 값이 2와 7을 

벗어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기 을 만족하여 정규성이 유지된다(Kline, 

2011). 본 연구에서 포함된 측정변수  왜도의 최 값 .01, 최 값 1.39이며, 첨도의 

최 값 .09, 최 값 1.71 으로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변수는 일변량 정규성이 유지되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 다.

측정모형의 모든 요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할 때, 잠재변인 간 상 계수의  

값이 .85 이상이면 잠재변인 간의 상이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수백, 2009). 본 연구의 체 상자에 한 측정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는 .18∼.84 범 로 단 기 인 .85 미만이기에 측정모형의 모든 

변수들이 상이한 요소를 측정하는 변별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Table 3). 본 연구의 

요 내생변수인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β=.72, p=<.0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도를 나타났으나 개인  특성(β=-.21, p=.088), 사회 지지(β=.02, p=.883)와의 

상 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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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48)

Variables Categories Mean SD Range Skewness Kurtosis

Social support
Family 

17.64 1.94 14-20 -.22 -1.15

Friend
17.35 2.07 13-20 -.65 -.58

Others
15.74 2.36 12-20 -.02 -.83

Symptoms
Depression 

16.06 1.66 12-19 -.32 .75

Anxiety
16.77 1.25 15-20 .93 .55

Physical symptoms
42.04 8.64 41.14-63 .44 -.53

Functional Status 
Physical functioning

53.05 9.82 39.67-66.23 -.24 -1.55

Role functioning
43.08 10.80 33.00-64.13 1.39 .41

Emotional functioning
41.23 10.35 23.33-65.37 .98 .11

Cognitive functioning
59.45 6.55 49.67-72.10 .91 -.31

Social functioning
60.23 9.84 33.33-71.51 -.80 .59

General health perception
Perceived health status

54.94 13.15 25-75 -.36 .09

Overall quality of life
Health functional

15.01 4.32 8.00-21.81 -.15 -1.71

Socioeconomic
19.18 1.78 17.06-23.31 1.09 -.15

Psychological-spiritual
18.70 2.29 16.50-23.21 .65 -1.12

Family
22.80 2.89 18.70-28.50 .0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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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N=248)

Variables

r(p)

x1 x2 y1 y2 y3 y4

x1: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x2: Social_support .74(.002)

y1: Biological function .84(<.001) .35(.112)

y2: Symptoms .58(.003) -.30(.002) .56(.013)

y3: Functional status .49(.001) -.55(<.001) .59(.241) .70(.014)

y4: Perceived health status .54(.003) .52(.030) .63(.023) -.62(.320) -.83(<.001)

y5: Overall quality of life .18(088) .36(.883) .28(.021) -.32(.002) -.49(.012) .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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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모형의 검증 

 1) 가설  모형의 합도 검증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좋은 모형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합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 χ2/df, GFI, SRMR, RMSEA, NNFI, CFI, 

PNFI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한 개의 이론변수에 한 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 을 경우 

측정오차의 양을 최소화하기 해 (1-신뢰도)× 찰변인의 분산으로 계산하 다. 

각 변수 간 인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χ2=530.61 (p<.001), df=195, χ2/df=2.72, GFI=.85, 

AGFI=.81, CFI=.92, RMSEA=.08, PGFI=.66, PNFI=.74로 CFI, PGFI, PNFI 합지수는 

권장수 에 도달하 으나 χ2, χ2/DF, GFI,AGFI, RMSEA가 합한 모형 수 에 도달하지 

못하 다(Table 4). 

2) 가설  모형의 모수 추정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로서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와 t-value, 각 

내생변수의 다  상 자승값을 제시하 다. 다 상 자승값(SMC)은 회귀분석의 R2 와 

유사하며, 이 값이 높으면 좋은 측변수임을 의미한다. 가설  모형의 분석 결과 이론  

모형에 의해 도출된 14개의 경로 에서 3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모형에서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72, 

p=<.001), 삶의 질이 지각된 건강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9%이었다. 생물학  

기능은 개인  특성에 향을 받으며(β=.84, p=<.001), 생물학  기능이 개인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84%이었다. 증상은 개인  특성에 향을 받으며(β=.70, p=.003),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증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41, p=.002), 증상이 개인  

특성과 사회  지지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2%이었다. 기능상태는 개인  특성에 

향을 받으며(β=.23, p=.001),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기능상태는 좋으며(β=-.41, 

p=<.001), 증상이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44, p=<.001), 

기능상태가 개인  특성, 사회 지지  증상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65%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개인  특성에 의해 향을 받으며(β=.24, p=.003)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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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며(β=.19, p=.030),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61, 

p=<.001), 지각된 건강상태가 개인  특성, 사회  지지  기능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3%이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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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x1=Age; x2=Sex; x3=Chemotheraphy; x4=Families; x5=Fridends; x6=Important others; y1=Duration after diagnosis; y2=Body weight change; y3=CA 

19-9; y4=Physical symptoms; y5=Depression; y6=Anxiety; y7=Physical functioning; y8=Role functioning; y9=Emotional functioning; y10=Cognitive 

functioning; y11=Social functioning; y12=perceived health status; y13=Health-functional; y14=Socioeconomic; y15=Psychological-spiritual; y16=Family

Figure 5.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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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의 수정  검증결과

 1) 가설  모형의 수정

모형 수정은 부합도와 간명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이론 으로 단하여 수정함으로써 

자료에 가장 근 한 모형을 찾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배경과 논리  타당성을 

고려하여 고정지수(CR),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수정하 다. 먼  

가설  모형에서 고정지수(CR)값이 유의하지 않은 1개의 경로(사회  지지 → 생물학  

기능)을 삭제하 다. 한 수정지수가 5이상인 개인  특성과 사회  지지 오차항 변수와 

증상  지각된 건강상태 오차항 변수를 논리 인 근거에 의해 공분산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곡선으로 연결하여 미지수로 처리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한 

결과, 가설  모형보다 더 간명하면서 부합도 지수가 호 된 것으로 수정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2) 수정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수정모형의 합지수는 χ2=278.26(p<.001), df=192, χ2/df=1.45, GFI=.91, AGFI=.88, 

CFI=.98, RMSEA=.04, PGFI=.69, PNFI=.78으로 나타나 AGFI를 제외한 모든 합지수가 

기 치를 만족하 으며, 가설  모형의 합지수보다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모형은 실제자료와 잘 부합되는 합한 모형으로 정되었다. 수정모형에 한 모수 

추정결과는 가설  모형에 의해 도출된 13개 가설 에서 7개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차이검증에 따라 비교해 볼 때, χ2 차이는 

252.32(=530.61-278.26)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1.27(=2.72-1.45)으로 χ2 차이 값이 자유도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χ2 통계량의 확률값(p<.001)이 매우 낮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수정모형이 합도가 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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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모형의 모수 추정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모수추정치는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77, p=<.001), 삶의 질이 지각된 건강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63%이었다. 생물학  기능이 개인  특성에 향을 받으며(β=.95, p=<.001), 개인  

특성이 생물학  기능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90%이었다. 증상은 개인  특성에 향을 

받고 있으며(β=.69, p=.047), 증상이 개인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1%이었다. 

기능상태는 사회  지지에 향을 받으며,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기능상태는 

좋으며(β=-.38, p=<.001), 증상이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40, 

p=<.001), 기능상태가 사회  지지와 증상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3%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좋으며(β=.34, p=.031),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β=-.32, p=.005), 지각된 건강상태가 사회  지지  

기능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75%이다(Table 5)(Figure 6).

 4) 수정모형의 효과 분석 

본 연구의 수정모형의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향을 주는 직 효과, 간 효과, 총효

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직 효과는 어떤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직

으로 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하고, 간 효과는 외생변수가 하나 이상의 다른 변수들을 

거쳐서 결과 변수에 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하며, 총 효과는 직 효과와 간 효과의 합을 

의미한다. 모형의 18개 경로에서 직 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7이며,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더한 총 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13개 다. 

삶의 질에 해 지각된 건강상태는 직 효과가 있었으며, 개인  특성, 사회  지지, 증

상   기능상태는 간 효과가 있었다. 생물학  기능  증상에 해 개인  특성은 직

효과만 있었다. 기능상태에 해 개인  특성은 간 효과, 사회  지지와 증상은 직 효과

가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해 개인  특성은 간 효과, 사회  지지는 직·간 효과, 

기능상태는 직 효과, 증상은 간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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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p< .01 

x1=Age; x2=Sex; x3=Chemotheraphy; x4=Families; x5=Fridends; x6:Important others; y1=Duration after diagnosis; y2=Body weight change; y3=CA 

19-9; y4=Physical symptoms; y5=Depression; y6=Anxiety; y7=Physical functioning; y8=Role functioning; y9=Emotional functioning; y10=Cognitive 

functioning; y11=Social functioning; y12=Perceived health status; y13=Health-functional; y14=Socioeconomic; y15=Psychological-spiritual; y16=Family

Figure 6.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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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l Fitness Index for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N =248)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Goodness χ2 DF χ2/DF p GFI AGFI CFI RMSEA PGFI PNFI

Evaluation criteria - - <2 >.05 ≥.90 ≥.90 ≥.90 ≤.05 ≥.50 ≥.50

Hypothetical model 530.61 195 2.72 <.001 .85 .81 .92 .08 .66 .74

Modified model 278.26 192 1.45 <.001 .91 .88 .98 .04 .6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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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N=248) 

*p<.05; **p<.01; ***p<.001; SRW=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Variables Categories
Modified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SRW(SE) t(p) SMC

Biological function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95(.05) 17.99(<.001)*** .90 .94(.002)** .94(.002)**

Symptom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69(.32) 1.99(.047)* .51 .65(.041)* -.08(.761) .56(.003)**

Social support -.12(.16) -.81(.419) -.13(.424) -.13(.424)

Biological function .95(.26) -.33(.743) -.09(.761) -.09(.761)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17(.10) 1.33(.184) .73 .14(.276) .20(.002)** .33(.022)*

Social support -.38(.11) -3.13(<.001)*** -.35(.002)** -.04(.424) -.40(.002)**

Symptoms .40(.06) 5.40(<.001)*** .35(.002)** -.03(.761) .35(.002)**

Perceived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24(.10) 1.63(.103) .75 .16(.100) .09(.036)* .25(.019)*

Social support .34(.12) 2.16(.031)* .26(.044)* .10(.016)* .36(.005)**

Biological function -.01(.768) -.01(.768)

Symptoms .091(.016)* .09(.015)*

Functional status -.32(.09) -2.80(.005)** -.26(.016)* -.26(.016)*

Overall quality of lif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21(.18) -1.25(.213) .63 -.23(.155) .30(.019)* .07(.700)

Social support .05(.21) .28(.778) .06(.763) .44(.005)** .50(.008)**

Biological function -.01(.768) -.01(.768)

Symptoms -.11(.016)* -.11(.016)*

Functional status -.32(.016)* -.32(.016)*

Perceived health status .77(.24) 5.16(<.001)*** 1.22(.002)**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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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한 가설검정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수정모형에서 설정한 13개의 가설 에서 6개의 가설은 유의하

지 않았고, 총 7개의 가설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개인  특성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β=-.21, p=.213).  

가설 2.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β=.05, p=.778).  

가설 3.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77, p=<.001).   

2) 생물학  기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개인  특성은 생물학  기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95, p=<.001).  

3) 증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5. “개인  특성은 증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채택되었다(β=.69, p=.047).  

가설 6.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증상이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β=-.12, p=.419).  

가설 7. “생물학  기능은 증상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β=.95, 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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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8. “개인  특성은 기능상태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아 기각되었다(β=.17, p=.184).  

가설 9.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38, p=.002).   

가설 10. “증상이 좋을수록 기능상태가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40, p=<.001).  

5) 지각된 건강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1. “개인  특성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β=.24, p=.103).   

가설 12. “사회  지지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34, p=.031).  

가설 13. “기능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β=-.3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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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형  선행연구를 토 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설명모형에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지각된 건강상

태는 직 효과가 있었고, 개인  특성, 증상, 기능상태  사회  지지는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63%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암 환자의 자가간호행 , 우울  지각된 건강상태에 의한 삶의 질 설명력이 

67.9%(김 숙, 태 숙, 2012), 유방암 환자의 우울, 자아존 감, 피로, 가족지지, 불확실성, 

자기효능감, 주  건강상태에 의한 삶의 질 설명력이 67%(박 미, 2005)인 것과 유방암 

환자의 피로, 통증, 불안, 사회 지지, 항암치료방법 요인에 의한 삶의 질 설명력이 

66%(So 등, 2009), 자궁경부암 환자의 자궁암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이었고, 극복력과 사

회 지지, 부부친 도에 의한 삶의 질 설명력이 67.1% 던 것과 비교하여 유사한 설명력

을 가진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연구에서의 설명력 차이는 암의 종류, 질환의 

증도, 질병의 치료  회복과정의 차이, 측정변수  측정도구 등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설명모형에서 삶의 질 수는 18.8 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을 평가한 Gupta, Lis, & Grutsch(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립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Lis, Gupta & Grutsch (2008)의 연구에서는 체 인 

삶의 질이 22.8 이었고, 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살펴본 Gupta 등(2007)의 연구에서는 

19.8 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이 다른 암종보다 낮은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이 다른 암을 가진 상자보다 하게 낮다는 선행

연구(김경덕 & 장 진, 2012; 최철민 등, 2008; Jia 등, 2010)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따

라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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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수 을 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건강-기능 역이 가장 낮았고, 가족 역에서 

가장 높은 수가 나타났다. 이는 Gupta 등(2007)의 연구에서 건강-기능 역에서 가장 낮

게, 가족 역에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췌장암 환

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건강 리, 일상생활을 한 기력,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을 돌보

는 능력 등에 한 삶의 질은 낮았지만, 가족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련된 인식에 해서

는 삶의 질이 높았다는 것을 말해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는 삶

을 하는 암의 치료과정에서 많은 좌 을 겪지만, 가족의 로와 지지 등으로 인해 삶

에 한 정  인식을 도출 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지각된 건강상태가 유일하게 직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암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치료결과와 후에 

향을 주며, 자신의 건강에 한 지각은 삶의 질을 지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Richardson, Wingo, Zack, Zahran, & King,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환자의 건강에 한 지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던 다수의 선행연구(김은만 & 김 순, 2007; 소연, 2015; 채 란, 2005; 

Billings, 등 2005; Richardson 등, 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Ferrans 등(2005) 역시 건

강 련 삶의 질 개념 모형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개

념 변수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 련 삶의 질과 련된 모든 측면의 종합된 결과라고 주

장하 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건

강에 한 지각 수 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질병의 진단 시부터 지각된 건강상태에 한 사정이 필요하고, 치료과정에서 이를 증진

시키기 해 지각된 건강상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정  재하는 략이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본 설명모형에서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 인 향요인은 사회  지지이며, 간  

향요인은 증상으로 나타났다. 먼 , 사회  지지는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

인 향을 주는 반면, 삶의 질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지지가 직 으로 삶의 질에 향을 주지 않지만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의 효

과를 조정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에 향을 주고 있음을 측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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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암 환자가 지각하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 이나 삶의 질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수의 선행연구(김경혜 등, 2009; 김연정 & 이 자, 2010; 미선 

등, 2005) 결과와도 일치하 다.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 실제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김유진, 2010), 사회  지지가 높을수

록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증상, 신체  증상 호소가 어드는 것은 물론, 건강을 추구

하는 행  역시 증진되어 삶의 질 한 높았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지지 하

 항목에서 가족지지에 한 수가 친구  타인의 지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

병의 특성상 생존율이 낮고, 후가 불량하여 가족의 극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 측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지지체계에 비해 가족 지지가 높다는 은, 간호

재를 제공함에 있어 가족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할 필요성을 잘 보여 다. 따라서 치료 

인 암 환자와 그 가족을 한 그룹 상담 코칭 로그램 운 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 

간의 소통을 재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극 공유함으로써, 치료에 한 이해

와 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타인 지지는 가족  친구 지지보다 낮은 수 으

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옹호자 는 지지자로서의 간호사 역할에 

도 을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암 교육 담 간호사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한 

개별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주하고, 치료  계를 극 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증상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간 으로 향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기능상태

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상이 직 으로 삶의 질에 향

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기능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의 효과를 조정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에 향을 주고 있음을 측할 수 있다. 이는 췌장암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 ·심리  증상이 삶의 질에 주요 향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김한나, 

2013; Kim & Kim, 2015)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췌장암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은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갖고 있으며, 증상에 한 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기

능상태는 약화되며, 자신에 한 건강수   삶의 질을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

고한(김한나, 2013)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 이는 환자의 기능상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증상 리에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자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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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과정 에 호소하는 신체 ·심리  증상을 사정하고 재하는 활동 역시 요구된

다. 즉, 신체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한 통증 리, 피로 리  건강한 생활

습 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서  증상을 재하기 하여 완화의료를 활용하여 건강

회복명상, 원 요법, 웃음치료  미술치료 등의 로그램 개발 등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기능상태는 삶의 질에 간 인 향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지각된 건강상

태에 직 인 향을 주며, 사회 지지  증상에 직 인 향을 받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암 환자의 기능상태는 치료의 후, 우울, 치료여부 결정 등과 련이 있고, 나아가 수

행능력이 하되면 정상 인 생활이 어렵게 되어 궁극 으로 삶의 질이 하된다(Kim 

YS., 2006). 따라서 환자의 기능상태를 호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기능상태

에 직 인 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사회 지지  증상에 심을 두고, 진단 기

부터 이들을 재하기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암 환자들은 불투명한 질병 

후로 쉽게 축되고,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간 후에도 다양한 기능의 변화로 인한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김 숙, 200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지지체계는 환자에게 신체 · 

정서  지지가 되며, 정 인 지각과 건강 리를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기능상태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칭기법 등을 활용한 자가간호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

는 재활동은 치료과정에서의 합병증과 부작용을 이고, 질병에 한 이해를 도모함으로

써 기능상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로 개인  특성과 생물학  

기능을 측정하 지만 해당 변수들의 평균 값의 의미를 부여하고, 변수 간의 계를 설명하

는데 제한 으로 작용하 다. 본 연구 결과는 Ferrans 등(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직 인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암 환자의 증상과 기능상태가 삶의 질과 

한 련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박 미, 2005; 이정림, 2012)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증상과 기능상태가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주는 경로를 구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로

의 구축은 증상과 기능상태가 삶의 질에 한 직 인 향력을 규명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모델의 설명력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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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의미 있는 변수들 간의 경로를 설정하여 설명 모형을 구체화 하

는 동시에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환자의 태도와 신념에 해 측정하지 않았지만, Ferrans 등(2005)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하나로 심리  요인에 해 설명하 다. 이는 환

자의 태도와 신념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장애 요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

(Sun, 2012)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극복력과 같은 환자

의 정 인 신념과 삶의 질과의 경로를 탐색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Ferrans 등(2005)은 건강 리에 하여 새로운 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삶의 질

에 하여 상자와 련된 요인의 체에 심을 가져야함을 강조하 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인 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삶의 질과 련된 변수들의 인과 계와 각각의 효과를 비교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자에게 간호 재에 필요

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 고, 본 모형을 바탕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한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병원의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 로 하여 구조 모형을 구축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

하거나 일반화할 때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해

서는 연구 상을 확 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련 변인에 한 인과  경로를 확인하기 하여 선

행연구를 통해 밝 진 요인들을 바탕으로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삶의 질 구조모형을 

구축한 연구로서 여러 변수들 간의 복합 인 인과 계를 확인하여 간호의 상을 이해하

고 새로운 간호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 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은 다른 암 환자의 삶

의 질 련 요인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에 이론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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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

자에게 간호 재방안을 개발하고, 평가지침을 작성하는데 이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이자, 기능상태에 직

인 향을 받는 요인이다. 따라서 기능상태를 평가하고, 상자의 요구 수 에 따른 로

그램 개발  용을 통해 기능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 이고 실제 인 간호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상자의 요구에 기 한 간호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간호연구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 련 삶의 질 모형을 바탕으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과 련된 요인들을 총체 으로 포함한 구조모형을 구축하 다. 본 모형을 바탕으로 췌

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계를 확인하 고, 어떠한 

요인에 한 재가 최상의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주는 지각된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

여 용하는데 이론  배경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췌장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질환에서 건강 련 삶의 질 연구를 하는데 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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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경로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계를 근거로 삶의 질 설명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간호 재 략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췌장암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증상, 사회 지지, 

기능상태  개인  특성의 변수들을 통해 삶의 질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지각된 건강상태에 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지지  

기능상태이며, 증상은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해서 질병의 진단 시부터 사회  지지체계, 기능상태  

증상에 한 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췌장암 환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 인 

증상 완화  기능상태 향상을 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  지지 재 로그램의 용은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가 당면한 다각 이고 다차원 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삶의 

질과 련된 변수들의 인과 계와 각각의 효과를 비교  명확하게 검증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췌장암 환자들의 궁극 인 삶의 질 향상을 해 그들이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재하기 한 질병 시기에 따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과 련하여 귀납  연구 방법에 기 한 질  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삶을 평가하기 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한 

질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정량  연구가 부족하여 삶의 질을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질병특이  특성을 반 한 도구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췌장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  략인 지각된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지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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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명문

연구제목: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설명 모형 개발

연구책임자: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연세 학교 간호 학 이지선 

이 설명문은 본 연구의 목 , 차, 이익, 험, 불편,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에 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신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수행 배경, 연구의 목  

암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인 인 측면에서 삶의 모든 역 들을 바라 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암 환자의 치료과정에 있어서 신체 , 정신 , 사회 인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역에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과 련요인을 가설  모형을 

구축하고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간호 재를 개발하기 해 요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목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상자 수  연구 기간 

이 연구는 본 병원 췌·담도 외과에 등록된 총　 250 명의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합니다. 연구기간은 임상연구심의 원회 통과 후 2018 년 3 월까지 입니다. 

3.  차에 한 설명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이후에, 연구자는 귀하의 병력을 확인한 후 설문을 시행할 

부록 2. 연구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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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1 회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비용 

연구를 해 수행되는 설문지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5.  임상연구 참여에 따른 사례비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6.  연구와 련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로 부작용이나 잠재  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상자가 수하여야 하는 사항

본 연구는 외래 방문 시 시행되며 연구를 해 수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8.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한 간호 재방안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연구 참여에 따른 험성  부작용, 불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로 부작용이나 잠재  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도 탈락 

귀하는 언제든지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도탈락의 경우 귀하의 정보는 연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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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 수집  제공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 : 연구 목 을 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진료기록  자료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귀하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정보 보유  

이용하는 기간은 연구 종료 후 3 년까지 연구 자료를 보유  이용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이 으로 잠 장치가 되어 있고 

연구자 외에 근할 수 없는 곳에 보 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개인(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개인(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 한 진료와 처방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기록에 한 비 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무기명으로 수집되어 

비 로 보장될 것입니다.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 , 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악할 수 없도록 처리되어 비  상태가 유지될 것 입니다. 

본 개인정보는 연구기간  분석기간 동안만 활용될 것이며,  외부로 유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귀하가 본 연구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할 것입니다. 한, 검을 실시하는 자, 심사 원회  기타 해당정부기 에서 

계 법령에 따라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해 연구 상자의 

신상에 한 비 이 보호되는 범 에서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의서 

서명이 이러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13.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은 향후 귀하께서 받게 

되실 치료에 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에 그만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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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더라도 귀하에 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한 어 떠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14. 연락처 

본 연구에 하여 궁 한 이 있거나 연구와 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이지선

연구자 주소 :  120-752 서울특별시 서 문구 연세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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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anatory Model on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Lee, Ji Su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Directed by Professor, Oh, Eui Geum R.N., Ph.D.

Backgrou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pancreatic cancer patients, on the 

multilateral and multidimensional life, the study would be necessary to multifacedly examine 

the relationship and direction for the specific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health-related life 

quality of the subjects. Purpose: This study is attempted to establish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nd to arrange the concrete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based on the health-related life quality model of 

Ferrans et al. (2005).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50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pancreatic cancer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Korea and come to the hospitals as 

outpatients for the treatment and follow-up care.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itness, using the AMOS 24.0 program. Results: This model 

was concise and ex-tensive in predict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It was identified that the perceived health status(β=.77, p=<.001) of the pancreatic cancer 

patients would directly affect their life quality, and might indirectly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variables, such as symptoms(γ=-.11 p=.016), social support(γ=.44 p=.005), functional 

status(γ=-.32 p=.016), and personal characteristics(γ=.30 p=.019). These variables explained 63% 

of variance in the explanatory model.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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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d as the basic data to prepare the specific and practical nursing plans for improving the 

life quality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the future.

Key Words: Pancreatic Cancer,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Symptom, Function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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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I. Introduction 

1. Background 

Pancreatic cancer, despite the breakthroughs in modern medicine, a malignant tumor with the 

high fatality, in that the one-year survival rate is 23% and the 5-year survival rate is 7.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Although the significant advances have been in 

various area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ncreatic cancer, such as molecular genetics, 

surgical treatment, patient management, etc., because there is still the biological marker or 

image-medical test for early diagnosis in pancreatic cancer, it is now in the state that its early 

diagnosis is difficult (National cancer statistics, 2015). In particular, the clinical manifestations 

of pancreatic cancer are not only nonspecific, but more than 80% of patients are diagnosed as 

having difficulty in the radical resection, making the prognosis more unfavorable although the 

patients feel the symptoms and visit a hospital (Campen, Dragovich, & Baker, 2011). 

In addition to this, even in the case of the operable pancreatic cancer, the post-operative 

metastases are frequent, requiring systemic anticancer treatment in most patients (Bang ,2016). 

Particularly, in order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combination therapies, including surgery, chemotherapy, radiotherapy, etc., have been attempted, 

but it appeared that the life quality of patients is still low (Bye et al., 2013; Labori et al., 

2006; Müller et al., 2007; Pezzilli, 2011; Zabernigg et al., 2012). In addition, even the fact 

that the life quality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patients with other digestive system cancers is the common results of preceding researches 

(Choi et al., 2008; Jia et al., 2010; Kim & Jang, 2012).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with low survival rates, it is needed to actively discuss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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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ight affect the life quality of these people. WHO's 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1995) defines the ‘quality of life’ as the ‘awareness on the 

individual's position in relation to their goals, expectations, standards, and interests with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area and value system in which the individuals live’. However, most 

preceding studies have brought to a focus on the effects of health, illness, and treatment in 

terms of the concep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excluding the aspects of life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sease, such as cultural, political, or social characteristics 

(Ferrans, Zerxic, Wibur, & Larson, 2005). But because various areas of life have an effect on 

health, the causal relation model would be required that could clearly demonstrate the elements 

of HRQOL and its determinants which have been previously presented (Guyatt, Feeny, & 

Patrick, 1993). Utilizing the clear definitions and conceptual model of HRQOL, we were able 

to see from a holistic view the problems encountered by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the 

treatment process,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and each effect of the variables related to 

quality of life will be able to be identified relatively clearly. 

Cancer patients are diagnosed with cancer and their quality of life is negatively affected by 

physical side effects, such as tiredness, weakness, nausea, vomiting, etc., and has a significant 

limit on resuming a normal social life (Kim, 2002). At the same time, their low competency 

can make it difficult to have a normal job, which can cause the economic problems, 

helplessness, depression, and serious damage of self-esteem (Kim, 2006). On one hand, 

examining the studies on pancreatic cancer-related quality of life, they can be typified into the 

researches that have reported: the one (Mbah et al., 2012) associated with the effects that 

physical symptoms, such as extreme fatigue, pain, dyspnea, and anorexia after surgery may 

have on the quality of life; the one that after surgery, absorption of nutrients, weight loss, 

diarrhea, diabetes decreased the quality of life (Whang, 2012); the one that the more number 

of symptom experiences undergone by the subject would affect the lower quality of life (Kim, 

2013); the one that the patients experienc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pancreatic cancer 

patients represent the tendency that they have the overall low quality of life and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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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social, and physical functioning (Caratto et al., 2015), etc. However, most of 

preceding studies on pancreatic cancer focus only on disease-related physical symptoms, and 

those are very limited o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Bakas et al. (2012) identified the most commonly u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and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they reported th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as the model with the potential according with the future HRQOL research and 

services. Ferrans (2005) explained through the quality-of-life study model that even when 

individuals may inevitably face unwanted health problems, they would make value judgments 

on th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in various aspects of life. In addition, he reported that the 

nursing intervention could be designed effectively by making the nursing phenomenon 

understandable through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 of variables.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examined that the factors of biological functions, 

symptoms, functional status, and general health perceptions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individual propertie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here he has investigated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dynamic and pluralistic aspects. 

Lee(2014) categorized the theses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quality of  

Ferrans et al. (2005), and confirmed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wo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appeared that the biological functional region and the symptom area in breast 

cancer; the symptom and functional state in prostate cancer; the biologic function, symptom, 

and functional status in cervical cancer; and the biologic function areas in colon cancer and 

gastric cancer have been much studied. These studies has the limit in that they established only 

the relationships or influences between some limited variables by utilizing some of the concepts 

mentioned in the model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disease.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these limited studies cannot accurately identify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have difficulty in helping the subjects to solve their health problems (Le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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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multifaceted and multidimensional life problems faced by 

pancreatic cancer patients, the study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nd 

direction of specific factors from various angles which would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and suggesting a structural model that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predicts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nd 

accordingl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arrange the specific and practical nursing 

pla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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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jective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dealing with determinants for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nas et al. (2005) describing the quality of 

life, a hypothetical model would be constructed that explains and predicts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actors that 

predict the quality of life through data collection, to evaluate the fidelity between collected 

data and model, and to present a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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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nceptual framework

In this study, through th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utilizing the main variables, such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iological functions, symptoms,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the followings were selected 

by adopting the variables, which have been repeatedly supported or explained as important, 

as the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and a conceptu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them(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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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ethod 

1. Design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establish a hypothetical model related to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to conduct the 

cross-sectional data collection, and to execute and verify the fidelity and hypotheses of the 

model by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2. Subjec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50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pancreatic cancer 

with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visited a hospital as the outpatient to receive 

treatment and follow-up care.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them are (1) adults over 20 

years old (2) those diagnosed with pancreatic cancer (3) those who can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and can respond directly to the questionnaire (4) those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in writing, and 

the exclusion criteria are (1) patients with the psychiatric anamnesis or who were receiving 

medication, (2) with non-protopathic pancreatic cancer, and (3) with a serious comorbid 

disease that requires treatment, other than pancreatic cancer.

In order to select the number of subjects, in the standard size requir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more than 200 specimens with the suitable size for the maximum 

likelihood of structural equations are required (Woo, 2012). Thus, in this study, the data 

on 250 people were collected, considering the ideal recommended size and the dropout 

rate due to omission of some items in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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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ments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individual peculiarities,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gender, age, and  

whether to receive chemotherapy. 

2) Biological Function

  In the biological function, the CA 19-9 level was confirmed by the diagnosis date of   

pancreatic cancer and the blood test at the time of the diagnosis through the patient's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the body weight before the disease diagnosis by the       

patient's self-report and the current body weight were examined. 

3) Social Support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scale developed by   

Zimet et al. (1988) was utilized. This tool is categorized as family, friends, and          

meaningful others, which is composed of the total of 12 questions, 4 questions for        

each area. It has the Likert-type 5-point scales, and the scores for each question are       

from the lowest 4 to the highest 20, which means that higher the score is, the higher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is. Cronbach's α was .99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Cronbach's α is .94 in this study.

4) Symptom

  In the event of the physical symptoms, the EORTC QLQ-C30 version 3.0 tool         

developed by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 was approved to be used. The score range is from min. 0 point to max. 100   

points, suggesting that the higher the score, the more severe the symptoms are.           

Cronbach's α was .85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Cronbach's α was .90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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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 anxiety and depression, after receiving the approval on the GL assessment, the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developed by Zigmond and Snaith (1983)    

was used. HADS is a tool to assess the presence and sever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for a week aimed at the patients with disease, consisting a total of 14 questions. Of these, 

the odd-numbered 7 items are questions about anxiety (HADS-A), and the even-numbered 

7 items are questions about depression (HADS-D). It has 4 points of Likert scale, the 

scores range from 0 to 21 points for anxiety and depression, respectively, in which the 

higher the score is, the higher anxiety or depression will be. Cronbach’s alpha was .89 for 

anxiety and .86 for depression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90 for anxiety and = .96 for depression.

5) Functional status 

  It was measured by utilizing 15 questions of function scale (5 questions for the body, 2 

questions for the role, 2 questions for the cognition, 4 questions for the emotion, and 2 

questions for the society) of the EORTC QLQ-C30 developed by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 and this tool is composed 

of 4-point scales. The scores range from min. 0 point to max. 100 points, suggesting that 

the higher the score is, the worse the function state will be. The Cronbach's α was .90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901 in this study. 

6)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Short Form (SF-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developed by Ware & 

Sherbourne (1992), it was measured with 5 questions corresponding to the general health 

perception of the subscale of physical health. Each question has a minimum score of 1 to 

a maximum of 5 points, and the number 1 question in general health item is calculated 

by adding weight according to the method presented in the manual, and the number 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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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uestions are counted backward. The 5 scored questions are summed up and converted 

to 100-point scale according to Ware & Sherbourne (1992). The score scope ranges from 

a minimum of 10 points to a maximum of 100, meaning that the high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score is, the bett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s. The Cronbach's α was .78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97 in this study. 

7) Overall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Index-generic version III developed by Ferrans and Powers (1985) 

was utilized after receiving approval. The tool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consisting of questions measuring the degree of importance of the subject for the quality 

of life, the second part composed of a total of 66 questions to measur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in the same questions. The sub-domains of this tool 

consists of 33 questions respectively for the 4 domains (health-functional domain, 

socio-economic domain, psycho-spiritual domain, and family domain), utilizing the 6 

point-scale from 1 point (very unsatisfied / not at all important) to 6 points (very satisfied 

/ very important). The scores range from min. 0 to max. 30, suggesting that the higher 

the score i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is. The Cronbach's α was .89 at the time of 

development, and .92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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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a collection 

The data collection period of this study was approved (AMC IRB 2017-0325) by the 

Research Ethics Review Committee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and it was conducted 

from March 17 to July 30, 2017 under the permission of the hospital professor. The 

researcher checked the list of outpatients in advance and performed the convenient 

sampling for the subjects confirming to the selecting criteria, among the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pancreatic cancer and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After directly describing 

the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tudy verbally and in writing to the subjects who are 

waiting for treatment, the researcher includes those who voluntarily agree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then, carried out the survey in such a way that the subject directly fills in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outpatient waiting room, it took about 

15 minutes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and the subject was provided with the travel 

goods. The questionnaire was filled in by the subject in person, when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the researcher checked the questionnaire and endeavored to reduce the 

possible dropouts by making a list of missing questions filled out on the spot. A total of 

250 persons were contacted and two of them rejected during the questionnaire, resulting in 

a total of 248 persons’ data collected.

5. Ethical Considerations

The study participation agreement includes the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of the 

subjects, and it was explained that if they want to stop writing the questionnaire during 

the survey, they can withdraw it at any time. In order to preven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questionnaire contents, the questionnaires were entered directly into the 

database by the researcher immediately after being collected, the agreements and the 

questionnaire were made to be kept in the researcher’s private office with the locking 

device, so that they could not accessed except for th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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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alysi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4.0 program and 

AMOS 24.0 as follow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ercentage were utilized. The skewness and kurtosis was used to 

check the normal distribution of variables,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analyzed with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the direct and indirect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 Maximum Likelihood (ML), which assumes multivariate normality, was 

utilized. In terms of the goodness-of-fit test to evaluate whether the study model in this 

study is suitable for the data, χ2, χ2/df,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were utilized. In order to test the path significance in the model, the estimated 

values of path coefficient and the Critical Ratios (CR)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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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9 males (56.0%) and 109 females (44.0%), and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61.55 years (9.85). in the education level, the case was 109 

people (44.0%) in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 case having a spouse was 231 people 

(93.1%), the highest one. The 194 patients (78.2%) who had experienced the surgical 

treatment were the most common case, and the case that the pancreatic cancer is located 

in the head accounts for 159 people (64.1%), followed by 47 people (19.0%) in the body, 

29 people (11.7%) in the tail, and 13 people (5.2%) in the body-tail cases of pancreatic 

cancer in the head, in the order. The 137 subjects (55.2%) had the primary site metastasis, 

111 subjects (44.8%) without the primary site metastasis, 129 subjects (52.0%) received 

the chemotherapy treatment, and 119 subjects (48.0%) without the chemotherapy treatment. 

The duration after the diagnosis of pancreatic cancer was 2.26 years (2.88), weight change 

was -2.60 kg (3.87), and CA 19-9 was 33.28 U/ml (75.68).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main variables

In the social support, the least mean appeared 50.73 points out of 60 points, the perfect 

point, and the depression and anxiety were shown to be 16.06 points and 16.77 points 

respectively out of 21 perfect points. The physical symptoms were mean of 42.04 points 

out of 100 perfect points, the functional status was mean of 51.41 points out of 100 

perfect points,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mean of 54.94 points out of 100 

perfect points;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the health-functional domain was mean of 

15.01 points out of 30 perfect points, the socio-economic domain was mean of 19.18 

points, the psycho-spiritual domain was mean of 18.70 points, and the family domain was 

mean of 22.8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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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ne hand, since the basic assumption of multivariate analysis should be the 

normal distribution, the univariate normality is evaluated with skewness and kurtosis. If the 

absolute values of skewness and kurtosis do not deviate from 2 and 7, the normality is 

maintained by satisfying the assumption that it follows the normal distribution (Kline, 

2011).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the skewness and kurtosis did 

not deviate from the assumption of normal distribution. All of the variables in this study 

maintained the univariate normality and thus, met the conditions of normal distribution 

required to app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hen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ll the factors of the measurement model, if the 

absolute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latent variables is over .85, it means 

that the same factor is measured, instead of measuring the different factors among 

potential variables (Mun, 2009).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of 

the measurement model for the whole subjects in this study is in the range of .18 - .84, 

and is less than .85 of the judgement criterion, implying that all the variables in the 

measurement model have discrimination to measure different factors. The quality of life, an 

important endogenous variable in this stud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β=.72, p=<.001), but the correlation with personal properties 

(β=-.21, p=.088) and social support (β=.02, p=.883) did not appear statistically significant. 

3. Verification of hypothetical model

1) Hypothesis Testing

  In this study, χ2 statistic, χ2/df, GFI, SRMR, RMSEA, NNFI, CFI, and PNFI were 

used to verify it. In order to minimize the amount of measurement error when one 

measurement variable is used for one theoretical variable, it was calculated with (1 - 

reliability) × variance of observation variable, and the results of the causal analysis among 

each variable were χ2=530.61 (p<.001), df=195, χ2/df=2.72, GFI=.85, AGFI=.81, CF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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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8, PGFI=.66, and PNFI=.74, in which the fit indices of CFI, PGFI, and PNFI 

reached the recommended level, but χ2, χ2/DF, GFI, AGFI, and RMSEA did not reach the 

appropriate model level (Table 1).

2) Parameter estimation of hypothetical model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the hypothetical model in this study, the 

parameter estimation values and t-values in each path, and multiple correlation squares of 

each endogenous variable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hypothetical model analysis, 3 out 

of 14 pathways derived by the theoretical model were not significant. 

  In the hypothetical model, while the biological function was influenced by personal 

properties (β=.84, p=<.001), the degree to which biological functions were explained by 

personal properties was 84%. Symptoms were influenced by personal properties (β=.70, 

p=.003); the better the social support was, the better the symptoms were (β=-.41, p=.002); 

and the degree to which symptoms were explained by personal properties and social 

support was 42%. The functional status was influenced by personal properties (β=.23, 

p=.001);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was, the better the functional status was (β=-.41, 

p=<.001); the better the symptoms were, the better the functional status was (β=-.44, 

p=<.001); and the degree to which functional status was explained by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ymptoms was 65%.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influenced by personal properties (β=.24, p=.003);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was, the 

better it would be (β=.19, p=.030); the better the functional status was, the bett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β=-.61, p=<.001); and the degree to which perceived health 

status is explained by personal properties, social support, and functional status was 73%. 

In the quality of life, the bett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the higher it was (β=.72, 

p=<.001), and the degree to which the quality of life was explained by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39%.



94

4. Modification and Verification Result of Model

1) Modification of hypothetical model

  The model modification is the work of finding the closest model to the data by 

theoretically judging and modifying it to increase coincidence and simplicity. In this study, 

it was modified by utilizing the CR and modified index conside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logical validity. First of all, in the hypothetical model, one pathway 

(social support → biological function) in which the CR value was not significant was 

deleted. In addition, the error term variable of personal properties and social support bias, 

the error term variable of sympto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hich had the 

modification index of 5 or more were linked to curves and treated as the unknown 

quant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covariance existed based on a logical basis. As a result 

of modifying the model in this way, the modified model was constructed, which was 

more simple and clear than the hypothetical model and improved in the fit measure.

2) The result of the fidelity verification of modified model

  The fit index of the modified model appeared as χ2=278.26 (p <.001), df=192, χ2/df 

=1.45, GFI=.91, AGFI=.88, CFI=.98, RMSEA=.04, PGF=.69, and PNFI=.78, indicating that 

all fit indices, except for AGFI, met the standard level, which was significantly more 

enhanced than the fit index of the hypothetical model(Table 1). Therefore, this model was 

judged to be a suitable model well corresponding to the actual data. The results of the 

parameter estimation on the modified model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7 

pathways out of the 13 hypotheses derived from the hypothetical model.

  Comparing the hypothetical model and modified model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χ2 

difference verification, the χ2 difference is 252.32 (=530.61-278.26) and the difference in 

the degrees of freedom is 1.27 (= 2.72-1.45), implying that the difference value of χ2 is 

larger than that of the degree of freedom, where the probability value of χ2 statistic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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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ow (p=<.001). Thus, we can confirm that the null hypothesis is rejected and that 

the modified model has been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fidelity.

3) Parameter estimation of modified model

  In the parameter estimate values of the modified model in this study, the biological 

function was influenced by the personal properties (β=.95, p=<.001), and the degree to 

which the personal properties were explained by the biological function was 90%. The 

symptoms were influenced by personal properties (β=.69, p=.047), and the degree to which 

the symptoms were explained by the personal properties was 51%. The functional status 

was affected by the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was, the better the 

functional status was (β=-.38, p=.002); the better the symptoms was, the better the 

functional status was (β=.40, p=<.001); and the degree to which functional status was 

explained by the social support and symptoms was 73%.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better with the higher social support (β=.34, p=.031); the better the functional status was, 

the bett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ppeared (β=-.32, p=.005); and the degree to which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explained by the social support and functional status was 

75%. The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be higher with the better perceived health status (β

=.77, p=<.001), and the degree to which the quality of life was explained by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53% (Figure 2.

4) Effect analysis of modified model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which the exogenous 

variables of modified model in this study affect the endogenous variables are shown in 

Table 2. The direct effects refers to the effectiveness that some exogenous variables 

directly influence the endogenous variables; the indirect effects means the effectiveness that 

the exogenous variables pass through one or more of the other variables and then, affect 

the result variables; and the total effect represents the sum of direct effect and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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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In the 18 pathways of the model, the significant pathway related to the direct 

effect was 7 units, and the significant pathway on the total effect in which the direct 

effect was added with the indirect effect was 13 ones.

  The personal properties for the biological function and symptom had only direct effects. 

For the functional status, the personal properties had indirect effects and the social support 

and symptoms had direct effects. Fo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the personal properties 

had indirect effect, the social support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functional status 

had direct effects, and the symptoms had indirect effects. For the quality of lif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had direct effects, and the personal properties, social support, 

symptoms and functional status had indirec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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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p< .01 

x1=Age; x2=Sex; x3=Chemotheraphy; x4=Families; x5=Fridends; x6:Important others; y1=Duration after diagnosis; y2=Body weight change; y3=CA 19-9; 
y4=Physical symptoms; y5=Depression; y6=Anxiety; y7=Physical functioning; y8=Role functioning; y9=Emotional functioning; y10=Cognitive functioning; y11=Social 
functioning; y12=Perceived health status; y13=Health-functional; y14=Socioeconomic; y15=Psychological-spiritual; y16=Family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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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 Fitness Index for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N=248)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GFI=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Goodness χ2 DF χ2/DF p GFI AGFI CFI RMSEA PGFI PNFI

Evaluation criteria - - <2 >.05 ≥.90 ≥.90 ≥.90 ≤.05 ≥.50 ≥.50

Hypothetical model 530.61 195 2.72 <.001 .85 .81 .92 .08 .66 .74

Modified model 278.26 192 1.45 <.001 .91 .88 .98 .04 .6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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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Modified Path Model                                     (N=248)

*p<.05; **p<.01; ***p<.001; SRW=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Variables Categories
Modified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RW(SE) t(p) SMC

Biological function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95(.05) 17.99(<.001)*** .90 .94(.002)** .94(.002)**

Symptom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69(.32) 1.99(.047)* .51 .65(.041)* -.08(.761) .56(.003)**

Social support -.12(.16) -.81(.419) -.13(.424) -.13(.424)

Biological function .95(.26) -.33(.743) -.09(.761) -.09(.761)

Functional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17(.10) 1.33(.184) .73 .14(.276) .20(.002)** .33(.022)*

Social support -.38(.11) -3.13(<.001)*** -.35(.002)** -.04(.424) -.40(.002)**

Symptoms .40(.06) 5.40(<.001)*** .35(.002)** -.03(.761) .35(.002)**

Perceived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24(.10) 1.63(.103) .75 .16(.100) .09(.036)* .25(.019)*

Social support .34(.12) 2.16(.031)* .26(.044)* .10(.016)* .36(.005)**

Biological function -.01(.768) -.01(.768)

Symptoms .091(.016)* .09(.015)*

Functional status -.32(.09) -2.80(.005)** -.26(.016)* -.26(.016)*

Overall quality of lif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21(.18) -1.25(.213) .63 -.23(.155) .30(.019)* .07(.700)

Social support .05(.21) .28(.778) .06(.763) .44(.005)** .50(.008)**

Biological function -.01(.768) -.01(.768)

Symptoms -.11(.016)* -.11(.016)*

Functional status -.32(.016)* -.32(.016)*

Perceived health status .77(.24) 5.16(<.001)*** 1.22(.002)**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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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iscussion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and preceding studies of Ferrans et al. 

(2005), this study constructed a structural model to explai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nd verifi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xplanatory model of this study, in case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the perceived health status had direct effects; the 

personal properties, symptoms, functional status, and social support showed indirect effects; 

suggesting that these variables explained about 63% of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Compared with the follows: that the explanation power for the quality 

of life was 67.9%, by the self-care behaviors,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patients with stomach cancer (Kim & Tae, 2012); that the explanation power for the 

quality of life was 67%, by the depression, self-esteem, fatigue, family support, 

uncertainty,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Park, 2005); and that the explanation power for the quality of life was 66%, by the 

fatigue, pain, anxiety, social support, and anticancer treatment in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So et al., 2009), because showing the somewhat lower model explanation power, 

but representing the model fit in the recommended level, it was judged to be appropriate 

for predicting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The differences in such 

study results seems to be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ypes of cancer, severity of disease, 

treatment and recovery process of disease, measurement variables, and measurement tools. 

In this model, the quality of life score was 18.8, which was similar to the results of Lis, 

Gupta, and Grutsch (2007) who assessed the quality of life in the pancreatic cancer 

patients with the same measurement tools. However, in the study conducted by Lis, Gupta 

& Grutsch (2008) that measur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the overall score on the quality of life was 22.8 points, and in the study of Lis, G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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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ick, Grutsch (2006) which examined the quality of life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it 

was 19.8 points, through which we could recognized that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was lower than those of other cancer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preceding study (Chai et al., 2008; Jia et al., 2010; Kim & Jang, 2012) that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ancer patien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discussions should be made activ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When investigating the quality of life by each region, the health-functional domain was 

the lowest and the family domain represented the highest score. This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by Lis, Gupta & Grutsch (2007) which showed the lowest score 

in the health-functional domain and the highest in the family doma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was low in terms of their 

health status, health care, energy for daily life, and ability to care for themselves without 

help, but the quality of life was high for the perception related to the help from family 

members. Th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ould be found that even though 

the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underwent many frustrations in the treatment process of 

life-threatening cancers, due to family consolation, support and the like, they were able to 

draw the positive perceptions of life.

In this study,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appeared as the 

only direct e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In general,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cancer 

patients affects treatment outcomes and prognosis, and the awareness of one's health is 

known to be almost the same as recognizing the quality of life (Richardson, Wingo, Zack, 

Zahran, & King, 2008). In this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Billings et al., 2005; Chai, 

2005; Kim & Kim, 2007; Park & Lee, 2008; Richardson, Wingo, Zack, Zahran, & King, 

2008) in which as the perceived health status by patients became higher, it appeared as a 

main variabl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errans et al. (2005)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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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that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s an important conceptual variable that affects 

the quality of lif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nceptual models, and stated that it 

would be a comprehensive result in all aspects for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us, 

since their behaviors depend on how people perceive themselves, it would be very 

important to help improve the perceived level of health. Accordingly, from the time of 

diagnosing the disease, it would be necessary to assess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I 

believe that in order to promote this in the treatment process, the strategy would be 

required to assess and mediat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is explanatory model, it appeared that the direct influence factor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as the social support and the indirect influence factor was the symptoms. 

Firstly, the social support directly affected the functional status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hereas it indirectly influenced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is, it could be 

predicted that although the social suppor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it i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by working as a mediating factor adjusting the effects of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 number of preceding studies (Jeon et al., 2005; Kim et al, 2009; Kim & Lee, 2010) 

stating that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ancer patients is, the higher the 

level of meaning or quality of life is. In case of the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since 

they have the experience to have been actually supported and have social skills to some 

extent (Kim, 2010), as the social support became higher, not only would the complaints 

for the emotional sympto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physical symptoms 

be reduced, but also the health-seeking behaviors were improved as well, whose quality of 

life was also higher. On the one han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showed that the score 

of family support was higher than that of friends’ and others’ support in the sub-questions 

of social support. It can be predicted that this is because the family’s support is actively 

conducted as the survival rate is low and the prognosis is unfavorabl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isease. Accordingly, the fact that the family support is higher tha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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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ystems shows well the necessity to actively induce the family’s participation in 

providing nursing interventions. Therefore, through the operation of a group counseling 

coaching program for cancer patients who are under treatment, and their famil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adaptation relate to the treatment by actively 

sharing the process mediating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finding solu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other’s support was perceived at 

the lower level than the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his results in providing a 

challenge to the role of nurse as a patient advocate or supporter. Thus,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nurse practitioners on the cancer education to reside and to actively form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so that they can provide the individual counseling on the 

contents required in the treatment process. 

Secondly, the symptom appeared as the factor indirectly affecti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at the same time, directly affecting the functional status. It could be estimated 

that the symptom is not a factor direct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but acts as a 

mediating factor adju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unctional statu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ving an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of 

preceding studies (Kim, 2013; Kim & Kim, 2015 ),  reporting tha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experienced by pancreatic cancer patients were the main influence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meantime, the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hich is the 

result coincident with the preceding studies (Kim, 2013) which reported that the more the 

experience with symptoms was, the weaker the functional status was and the more 

negatively they would perceive their own health levels and quality of life. This suggests 

that the efforts on the symptom management w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patient's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Thus, the activity seems to be also required to assess 

and mediat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at the patients complain about 

under the disease and treatment process. In other words, in order to mediate emotional 



104

symptoms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for the proper pain management, fatigue 

management, and healthy lifestyle, it is necessary to be concerned about the program 

development related to the health recovery meditation, horticulture therapy, laughter 

therapy, art therapy, etc. by utilizing the palliative care. 

Thirdly, the functional status acted as an indirect influence factor on the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directly affecte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appeared as the factor 

directly influenced from the social support and symptoms. The functional status of cancer 

patients is related to the prognosis of treatment, depression, decision making on treatment, 

etc. and further, if competency is degraded, the normal life becomes difficult, ultimately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life (Kim, 2006).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patient's 

functional status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t is required to actively try to intervene 

from the early stage of diagnosis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 support and symptom, 

which are the factors directly affecting the functional status. In particular, cancer patients 

are easily daunted by opaque disease prognosis and come to face problems due to various 

functional changes after returning to home or work (Kim, 2002). In this situation, the 

social support system could improve the functional status by providing the phys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patient and motivating their positive perception and health care. 

In addition to that, the mediations that enhance the self-care performance by using 

coaching techniques and so on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functional status by 

reducing complications and side effects in the treatment process and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n diseases

Meanwhile, in this study, the personal properties and biological functions were measured 

as th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but they acted as the limit in 

giving the meaning to the mean values of the relevant variables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se results have the significance in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variabl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but 

the limit in that there is difficulty in inducing a direct explanation. Furthermore,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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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ing studies (Park, 2005; Lee, 2012; So et al., 2009) which have reported that the 

symptoms and functional status of cancer pati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but in this study, the symptoms and functional status did not construct the pathway 

directly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t is thought that this pathway construction is 

because the symptom and functional status could not establish the direct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life and worked as the factor that affect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Therefore, in the future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materializing the 

explanatory model and simultaneously enhanc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by 

setting the pathway between respective meaningful variables.

In addition, the attitudes and beliefs of patients were not measured in this study, but 

Ferrans et al. (2005) described the psychological factor as one of the personal properties 

that affect quality of lif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discussion in the preceding study 

(Sun, 2012) which emphasizes that the patients’ attitudes and beliefs are important barrie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Hence,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earch and check 

the pathway between the positive beliefs of patients, such as resilience of cancer patien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based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of Ferrans et al. (2005), 

a structural model was constructed which includes generally all the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The meaning of this study lies in that the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and verified based on the factors established through 

preceding studies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al pathways related to the variables on the 

quality of life for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addition, it is the study that constructed 

the quality of life model targeting the pancreatic cancer patients first in Korea; identified 

the multipl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variables; accordingly, understood the 

nursing situation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new body of nursing knowledge. The 

model verified in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studies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for other cancer patients. In addit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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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utilized as the rationale in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plan and writing the 

evaluation guidelines for practitioners who provide nursing care for pancreatic cancer 

patients based on the model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s a 

factor that direct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nd tha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functional status. Thus, the specific and practical nursing should be done by evaluating the 

functional status, and developing and applying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demand level 

of the subjects. It is thought that a much greater effect could be acquir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provision of nursing services based on the demand of 

subjects.

On the one hand, since this study constructed a structural model based on the data 

researched and obtained after the convenience sampling aimed at the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some local hospitals, it might be important to be cautious when interpreting or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Thus,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study subjects and to research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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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onclusion and Proposal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stablish the factors and pathway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by 

constructing a ‘quality of life’ explanatory model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rough this study, it was established that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direct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nd indirectly influences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variables, such as symptoms, social support, functional status, and personal 

properties. Furthermore, the factors directly affecti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the 

social support and functional status, and the symptom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on that. Thus, in order to promot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it would be necessary to assess the social support system, functional status, and 

symptoms from the time of diagnosis on diseases. Through these processes, the application 

of the social support intervention program including the contents to relieve specifically 

symptoms and to improve the functional statu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pancreatic 

cancer patients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would be in that the causal 

relations and each effect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were relatively 

clearly verified, in order to solve the multilateral and multidimensional life problems faced 

by pancreatic cancer pati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re going to propose the following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ultimat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depending on the timing of disease to establish and mediate 

the various variables which they may experience in the treatment process. Second, as the 

qualitative research is lacking based on the inductive research method with respec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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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the qualitative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ir lives in order to evaluate the life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in future 

studies. Third, there is a limit in comparing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using valid and reliable tools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Therefore, the research to develop a tool that reflects 

the disease-specific characteristics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would be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pport program to promot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which 

is an action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