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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요로전환술을 받은 남성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 

 

방광암은 전 세계 암 유병률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들

을 경험하고 있다. 두 개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증상 클러스터

(Symptom Cluster)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호소하는 단일 증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서로 연관되어있는 증상들의 통합적인 접근과 중재가 요구됨에 따라 실무에서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증상 클러스터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광

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적-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연구 대상자는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요

로전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남성환자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

년 11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Y 대학교 부속병원 비뇨의학과 외래 및 병동에

서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독립 표본 t검정, 

분산분석(One Way ANOVA), 상관 분석, 요인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고 SPSS 25.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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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20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71.31(±8.88)세이며, 109명

(90.8%)의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으며 돌봄 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암 진단 

병기는 stage Ⅲ, Ⅳ가 72명(60.0%)으로 많았고, 요로전환술 타입으로는 회장도

관요로전환술이 79명(65.7%), 요관 피부 문합술이 29명(24.2%), 정위성방광대

치술이 12명(10.0%)의 순으로 많았다. 수술 후 경과 시기는 평균 54.34(±

57.97)개월이었다.  

2.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168점 만점에 평균 96.39(±26.90)점 이

었고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57.38점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부 영역별 삶의 질   

평균 점수는 신체적 건강 21.13(±5.13)/28점, 정서적 건강 15.95(±5.79)/24

점, 사회적/가족적 건강 14.96(±5.02)/28점, 기능적 건강 14.28(±7.07)/28점, 

추가적인 문제들(radical cystectomy-specific) 30.08(±10.11)/60점 순으로 높

았다. 

3. 본 연구 대상자의 증상 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 2.48(±0.63)점이었다.  가장 정도

가 심한 증상으로는 발기부전(0.28±0.81), 삶을 즐기기 어려움(1.56±1.29), 삶

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저하(1.62±1.32) 순으로 낮았고 가장 경미한 증상으로는 오

심(3.58±0.85), 소변조절 어려움(3.42±1.16), 현기증(3.36±0.96)으로 높았다. 

4. 본 연구 대상자의 클러스터는 총 3개로 규명되었으며 제 1요인은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Fatigue-weight loss cluster), 제 2요인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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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Emotional distress cluster), 제 3요인은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로 확인되었다. 가장 정도가 심한 

클러스터로는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1.90±1.03),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2.49±1.04),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2.69±1.61) 순 이었다. 

5. 본 연구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건강관련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식

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β=14.366, p<.001),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

(β=5.454, p<.001),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β=7.036, p<.001), 연령(β

=-.351, p=.016), 교육 수준(β=5.730, p=.027) 이였고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77.8%였다

(F=79.236, p<.001, R2=.778). 

본 연구 결과에서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남성 방광암 환자들이 다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경험하며, 규명된 증상 클러스터는 전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실무에서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들이 경

험하는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이 요구되며, 단일 증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증상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증상 클러스터, 건강관련 삶의 질, 요로전환술, 방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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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방광암은 전 세계 암 유병률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Villa et al., 2018) 관리

를 위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Svatek et al., 2014). 국내 2016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성 암 발생률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병인구는 인구 10만 명

당 33,543명으로 전립선 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비뇨생식기계 암이다. 남성 발생

률이 여성보다 약 3.6배가량 더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60~70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가암정보센터, 2016). 방광암 환자의 약 30%는 진단 당시 근 침윤성 방광암으로

(Clark et al., 2013) 근 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표준적 치

료 방법이며(Ali, Hayes, Birch, Dudderidge, & Somani, 2015; M. A. Cerruto et al., 

2017), 불가피하게 요로전환술이 함께 이루어진다(Tyson & Barocas, 2018). 

암환자들은 질병과 치료의 과정에서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데(Kwekkeboom, 

2016), 증상 경험과 삶의 질은 접한 관련이 있다(Heyes, Prior, Whitehead, & 

Bond, 2019). 방광암 환자들은 일반적 암 환자들이 겪는 통증, 피로, 식욕부진, 오심, 

구토, 체중감소, 영양부족, 허약감 같은 신체적 증상(Edmondson, Birtwistle, Catto, 

& Twiddy, 2017; Kretschmer et al., 2017; McDonald et al., 2017; Salvadalena, 

2008; Tyson & Barocas, 2018)과 수면장애, 불안, 우울, 당혹감, 오명(stigma) 등

의 정신∙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Edmondson et al., 2017; Furukawa & Mori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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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eyes et al., 2019; Thulin, Kreicbergs, Wijkström, Steineck, & 

Henningsohn, 2010; Tyson & Barocas, 2018). 추가로 근 침윤성 방광암 환자들은 

다른 암들과는 다르게 요로전환술과 관련하여 배뇨기능, 장기능, 성기능과 관련된 증

상(Zahran, Fahmy, El-Hefnawy, & Ali-El-Dein, 2016)들을 경험하며, 수술에 따

른 신체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암 환자들은 많은 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데 이를 증상 클러스터(Symptom 

Cluster)라고 일컫는다. 증상 클러스터는 암 환자들의 증상 관련 간호 연구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Patrick et al., 2004). 증상 클러스터란 

서로 관련 있는 2개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H. J. Kim, McGuire, 

Tulman, & Barsevick, 2005), 같은 원인을 갖고 있거나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암 진

단에 따른 병기, 치료 방법 그리고 동반 질환, 심리∙사회적 변수, 생물학적 특성과 같

은 환자 특성의 조합에 따라 다른 증상이 병행 한다(Kwekkeboom, 2016). 환자들이 

호소하는 단일 증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서로 연관되어있는 증상들의 통합적인 접근과 

중재가 요구됨에 따라 실무에서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

광암 환자들의 실금, 요루, 통증, 요 누출은 특히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eyes et al., 2019), 요루 보유자들은 장루 보유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기능장애가 나타난다(Asgari et al., 2013). 또한 일반 성인 삶의 질 수준보

다 낮을 뿐 아니라(Pazar, Yava, & Başal, 2015) 장루 보유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Michelson, Bolund, Nilsson, & Brandberg, 2000). 따라서 요로전환술을 받

은 방광암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간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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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하기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췌장암(김경

덕 & 김경혜, 2015), 부인암(배은정, 이소연, & 정향미, 2019), 유방암(김수현, 이란, 

& 이건숙, 2009) 등으로 방광암과 관련된 증상 클러스터 연구는 없었다. 국외에서 

요로전환술 후 3개월이 경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건의 연구가 있었으나(Ren, 

Tang, Zhao, & Ren, 2017) 수술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

준을 파악하고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며, 증상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중재 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B. 연구의 목적 

1)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증상 경험을 파악하고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한다.  

3)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증상 클러스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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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건강관련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

관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한윤복, 노유자, 김남초, & 김희승, 199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okson 등(2003)이 개발하고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measurement system에서 한국어

로 번안한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ladder 

Cystectomy (FACT-BI-Cys) Version 4를 사용하여 신체적, 사회적/가족적, 

정서적, 기능적 건강과 추가적인 문제들(radical cystectomy-specific)을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Cookson et al., 2003). 

 

2. 증상 클러스터 

- 이론적 정의: 서로 관련 있는 2개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H. 

J. Kim et al., 200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Jensen 등(2013)이 개발하고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measurement system 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NCCN-FACT FBISI-18 Version 2 를 사용하여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증상 경험을 확인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규명된 증상 군을 말한다(Jense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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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문헌 고찰의 목적은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증상 경험과 간호학적 

이슈,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 관계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2009년도부터 최근 10년간의 선행 문헌들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A.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증상 경험과 간호학적 이슈 

방광암의 발병 위험요인으로는 남성, 고령, 백인, 특정 직업성 화학물질에 노출, 

골반 방사선 노출, cyclophosphamide 사용, 만성 방광염/자극, 가족력, 흡연 등이 있

었다(DeGeorge, Holt, & Hodges, 2017).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방광암의 80~90%가 

요로상피암종(urothelial carcinoma)이며 무증상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방광암 

환자의 약 30%는 근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Clark et al., 2013) 전이가 없는 

근 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는 진행과 재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치적 방광 절제

술과 림프절 절제술이 요로전환술과 함께 표준적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cisplatin 근간으로 하는 신 보조 화학요법(Neo-adjuvant)이 사용된다(Ali et al., 

2015; M. A. Cerruto et al., 2017; DeGeorge et al., 2017; Tyson & Barocas, 

2018). 5년 생존율은 근치적 방광 절제술의 경우 약 50%이지만 신 보조 화학요법을 

술 전 시행할 경우 5%에서 생존 연장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실제 임상

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보조 화학요법(adjuvant)의 일반적 사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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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림프절전이가 있는 특정한 환자에게서는 생존율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되고 있다(DeGeorge et al., 2017). 

요로전환술은 크게 회장도관요로전환술(Ileal conduit urinary diversion)과 정위

성방광대치술(Neobladder), 요관피부문합술(Ureterocutaneostomy)로 나뉘어 지는

데 환자의 나이, 자가간호 능력, 병리 상태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회장도관요로전환술과 정위성방광대치술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Siracusano et al., 

2019). 실금 형태인 회장도관요로전환술은 1950년에 Bricker에 의해 소개된 수술법

으로 복부에 요루를 만들게 되고 요루 주머니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변이 배출되기 때

문에 실금형 타입이라고도 한다. 비 실금 형태인 정위성방광대치술은 1980년대 종양

학적 안정성이 입증되었고, 술기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널리 시행되고 있는 수

술법이다(박상언 & 조강수, 2015). 정위성방광대치술은 회장(Ileum)을 사용하여 방

광을 대치하는 방법으로, 요루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수술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가 없

고 재활을 통해 해부학적 배뇨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진다. 수술 후 환자의 95%에서 배뇨 자제 능력이 보고 되었다(Evans, 

Montie, & Gilbert, 2010). 하지만 새로운 방광의 적응 훈련이 필요하며, 배뇨기능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소변 배출이 필요하다(박상언 & 조강수, 2015).  

요로전환술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정위성 방광 대치술을 받은 환자들이 회장도관요로전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더 높았

다(Ali et al., 2015; M. Cerruto et al., 2016; Rouanne et al., 2014). 하지만, 기능적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뇨기능은 회장도관요로전환술 환자에게서 더 높았는데, 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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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광 대치술을 받은 환자들이 낮과 밤에 요실금을 경험하기 때문이었다(Goldberg 

et al., 2016; Hedgepeth, Gilbert, He, Lee, & Wood Jr, 2010). 또한 회장도관요로전

환술 환자들이 변비, 부글거림과 같은 장과 관련된 증상들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M. A. Cerruto et al., 2017; Goldberg et al., 2016). 신체상 부분에서는 

회장도관요로술이나 요관피부문합술 환자들은 요루(Urostomy)를 갖게 됨으로써 정

위성방광대치술 환자들보다 신체상 점수가 낮았지만, Hedgepeth 등(2010)의 연구에

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상 점수가 회복되었다(Hedgepeth et al., 2010). 현재

까지 연구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제

시되고 있지 않지만, 임상적 판단과 환자의 선호도가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정위성 

방광 대치술이 기대 여명이 길고,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에게서 선호되는 수술 방법

이다(M. Cerruto et al., 2016).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들은 요로계에 장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술과 관

련하여 특이적으로 배뇨기능, 장기능, 성기능과 된 증상들을 경험한다(Thulin et al., 

2010). 

배뇨기능과 관련해서 정위성방광대치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29%가 야간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Rouanne et al., 2014). 

이는 수술로 인해 원위부 요도괄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소변이 차면 야간 요실금의 위

험이 증가한다(Thulin et al., 2010). 환자들은 야간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면장애가 함께 동반된다. 회관도관요로전환술

을 받은 환자들 역시 요루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하므로 두드러지게 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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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저하된다(Furukawa & Morioka, 2017). 야간 배액 시스템(Night drainage 

system)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수면의 질이 더 좋게 

나타났다(Cavdar et al., 2016). 

장기능과 관련된 증상은 회장(Ileum)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맹판(Ileocecal valve)

이 함께 제거되거나(Hupe et al., 2018)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감각 운동 장애의 

결과로 나타난다(Thulin et al., 2011).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들의 

42.6%~97%가 장기능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Hupe 등(2018)의 연구서는 대상

자가 경험하는 가장 빈번한 증상으로 부글거림(48.8%), 설사(29.6%), 불완전한 배

변(22.5%)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유의하게 수술 후 3년과 5년 후에 나타났다

(Hupe et al., 2018). 또한 설사는 피로, 체중감소와 구갈(polydipsia)과 같은 증상과 

동반된다(Lee et al., 2014). 

성기능장애는 요로전환술 후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체적 문제로 요

루 보유자들은 다른 장루 보유자들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Asgari et al., 

2013). 여성들은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거나(45%), 윤활액의 감소(41%), 

성 욕구 감소(37%), 성교통(22%)의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들은 성기능 관

련 신경을 보존하였더라도 22.5%에서 발기 부전이 나타났고 수술 1년 후 개선된다

고 보고되고 있다(Nieuwenhuijzen, Meinhardt, & Horenblas, 2008). 성기능 장애는 

수술 후 배뇨 패턴의 변화와 골반 신경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환자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성생활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저하되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Li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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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삶의 질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은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배뇨기능과 관련된 증상은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Cavdar et al., 2016), 요루 보유자의 삶의 질은 일반인들의 삶의 질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Furukawa & Morioka, 2017; Pazar et al., 2015), 장

기능은 나이, 삶의 질, 신체적 건강 그리고 에너지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Hupe et al., 2018). 또한 요로전환술 후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

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azar et al., 2015). 수면장애는 요루 보유자

들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수면의 질이 높은 대상자들이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Cavdar et al., 2016; Furukawa & Morioka, 2017; Thulin et al., 

2010). 

의학적 요인으로는 수술 후 요루 보유기간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에 대한 태도 변화와 자가관리 기술 습득, 요루를 자신

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Cerruto 등(2017)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3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역할기능 점수가 더 높았다

(M. A. Cerruto et al., 2017). 화학요법은 불안, 우울과 관련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Tejido-Sánchez et al., 2014), 성기능 감소가 보고되었다

(Goldber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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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나이가 

젊은 대상자와 여성에서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수입이 많을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Liu et al., 2016). 수술 후 직업의 유무, 지지그룹 참여, 돌봄 제

공자 여부, 요루 주위 합병증과 요루 자가관리 정도가 있었으며(Furukawa, Sasaki, 

Matsui, & Morioka, 2013; Liu et al., 2016; Tejido-Sánchez et al., 2014), 요루 자

가 관리 수준의 높은 예측인자로는 여성, 환자교육, 요루 자가관리 숙련도가 있었다

(Tal et al., 2012). 또한 요실금과 자가 도뇨 및 통증은 특히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yes et al., 2019). 

 

C.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의 관계 

암 환자 대상으로 한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다

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서로 연관된 증상들로부터 여러 가지 클러스

터가 규명되었다. 

증상 클러스터는 질환, 대상자, 시기, 통계적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암

환자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규명된 클러스터로는 통증-피로 클러스터(Pain-fatigue 

cluster), 불안-우울-수면장애 클러스터(Anxiety-depresion-sleep disturbance 

cluster), 위장관 클러스터(Gastrointestinal cluster)가 있었다.  

통증-피로 클러스터에는 통증(pain), 피로(fatigue), 에너지 부족(lack of 

energy), 허리통증(low back pain), 근육통(sore muscles), 숨가쁨(shorte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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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 호흡곤란(dyspnea) 등의 증상들이 포함되었으며(Dong et al., 2016; 

Hwang, Cho, & Yoo, 2016; Matzka, Köck-Hódi, Jahn, & Mayer, 2018; Wikman, 

Johar, & Lagergren, 2014), 불안-우울-수면장애 클러스터에는 긴장감(tense), 걱

정(worried), 안절부절못함(irritable), 우울(depressed), 집중(concentration), 불면

(insomnia), 슬픔(feeling sad), 외모에 대한 불만족(dissatisfaction with one’s 

appearance), 긴장감(feeling nervous) 등이 포함되었다(Dong et al., 2016; Henoch 

& Lövgren, 2014; Husain, Bezjak, & Easson, 2010; Hwang et al., 2016; J.-H. 

Nho, Kim, & Nam, 2017; Rha & Lee, 2017; Sarenmalm, Browall, & Gaston-

Johansson, 2014). 그리고 위장관 클러스터에는 체중감소(weight loss), 변비

(constipation), 오심(nausea), 구토(vomiting), 설사(diarrhea), 위 불편감(stomach 

discomfort) 등이 포함되었다(S. R. Kim, Shin, Kim, Choi, & Yoo, 2017; Ren et al., 

2017; Ryu et al., 2010; Sarenmalm et al., 2014). 

대상자별로는 항암 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에게서는 항암제 관련 말초 신경병증 클

러스터(Peripheral neuropaty cluster)와 암 치료 관련 독성 클러스터(Cancer 

therapy-related toxicity cluster)가 규명되었는데 항암제 관련 말초 신경병증 클러

스터에는 이상 감각(numbness), 무감각(insesitive), 감각 신경병증(sensory 

neuropathy), 운동 신경병증(motor neuropathy), 청각 신경병증(hearing 

neuropathy), 신경병증 관련 기능장애(dysfunction associated with neuropathy)가 

포함되었고(Hwang et al., 2016; J. H. Nho, Reul Kim, & Nam, 2017), 암 치료 관련 

독성 클러스터에는 삼킬 때 구강 통증(sore moth/pain when swallowing), 저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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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ling), 작열감(burning), 집중력 저하(difficulty concentrating), 구강 건조(dry 

mouth), 탈모(loss or hair) 등이 포함되었다(Matzka et al., 2018). 난소암 환자들에

게서는 성기능 장애 클러스터(Sexual disturbance cluster)가 규명되었고 성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decreased interest in sex)와 성관계 어려움(difficulty performing 

the sexual act)의 증상이 포함되었다(Hwang et al., 2016).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전

립선 암 환자들에게서는 배뇨기능, 장기능, 성기능이 악화되었다(Dirksen, Belyea, 

Wong, & Epstein, 2016). 

규명된 증상 클러스터는 삶의 질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데 특히, 경험하는 증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대상자의 기능적 상태와 삶의 질의 저하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Dodd, Cho, Cooper, & Miaskowski, 2010; Franceschini, 

Jardim, Fernandes, Jamnik, & Santoro, 2013; Ju‐Hee Nho, Kim, Park, & Kweon, 

2018; J. H. Nho et al., 2017), 우울과 정서적 클러스터(Emotional cluster)는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Ryu, 2018; Dong et al., 2016; 

Sarenmalm et al., 2014). 

증상 클러스터 연구는 생존율 예측 모델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폐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암 진단 후 1~5년 생존율을 연구한 Cheville 등(2011)의 연구에서는 피로, 

호흡곤란, 기침의 증상 클러스터는 진단 후 3년 생존을 잘 예측하였으며(hazards 

ratio 2.07 [95% CI 1.44-2.99]) 피로는 모든 시점에서 생존과 강하게 연관되었다

(p≤.0005)(Cheville et al., 2011). 또한 수술 후 6개월 된 식도암 환자의 5년 생존

율을 예측하기 위한 Wikman 등(2014)의 연구에서는 역류/기침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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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ux/cough cluster)와 섭식장애 클러스터(Eating difficulties cluster)는 사망률

의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adjusted hazards 

ratio 1.43 [95% CI 1.08-1.89] and adjusted hazards ration 1.41[95% CI 1.06-

1.87])(Wikman et al., 2014).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 연구를 살펴보면 Ren 등(2017)의 연구에서는 피

로, 졸음, 통증, 기억력 장애, 식욕감퇴의 피로-권태감 클러스터(Fatigue-malaise 

cluster), 수면장애, 신체상 장애, 배뇨장애, 슬픔, 불편감의 정신-배뇨 클러스터

(Psycho-urinary cluster), 오심, 구토의 위장관 클러스터(Gastrointestinal cluster)

로 규명되었다. 세 가지 클러스터 모두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중 

정신-배뇨 클러스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r=-.685, p<.001))으로 나타났다

(Ren et al., 2017). 

종합해보면 방광암은 다른 암종과는 다르게 배뇨, 장, 성기능 관련 증상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클러스터 파악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연구는 1건도 

없었다. 또한 Ren 등(2019)의 연구에서는 방광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증상을 포

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수술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삶의 질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

고 사료된다. 따라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방광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클러스

터를 규명하고 신체적, 사회/가족적, 정서적, 기능적 건강을 포함한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간호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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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A. 연구의 개념적 기틀 

증상 경험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불쾌 증상 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s)은 중 범위 이론으로서, 여러 증상 간의 상호 작용 및 시너지 효과의 가

능성을 설명하고 증상은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Lenz, Pugh, 

Milligan, Gift, & Suppe, 1997). 불쾌 증상 이론은 Lenz와 동료들에 의해 1995년 

처음 소개되었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증상, 증상 경험을 일으키거나 증상 경험에 작용

하는 영향요인, 증상 경험에 따른 결과의 세 가지 구성요소 이루어져 있다(Lenz, 

Suppe, Gift, Pugh, & Milligan, 1995). 1995년 처음 발표된 기존의 모델에서는 영향

요인, 증상, 결과가 선형적 과정으로 묘사되었으나 1997년 개정된 모델에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서로 촉매 작용을 하고 영향요인은 상호작용하여 불

쾌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enz et al., 1997) (Figure1). 

개인이 경험하는 증상들은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며 모델의 초점이 되고 있다. 

각 증상은 다차원적 경험으로 개념화되어 있으며 개별적 또는 다른 증상과 함께 측정

할 수 있다. 증상은 서로 다르지만, 빈도(증상의 발생 횟수 및 지속기간), 강도(증상

의 심각성 정도), 불편감(불편감 수준과 정도), 질(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표현)의 측

면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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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증상 클러스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요로전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남성환

자로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 외래에 내원하거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Inclusion Criteria) 

1) 방광암을 진단받고 요로전환술을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남성 환자 

2) 만 19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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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과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Exclusion criteria) 

1)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거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배뇨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환자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연구 대상자 수는 요인분석 시 최소 100명 이상이거나 대상자 수와 변수 간의 

비율이 3:1, 적어도 5:1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하면(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18개의 증상에 대한 요인분석 시 필요한 대상자 수는 최소 

100명이었다. 또한 증상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다중회귀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G power 3.1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한 결과 

1종 오류 α=0.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0.15, 독립변수 1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1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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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Cookson 등(2003)이 개발하고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measurement system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ladder Cystectomy (FACT-BI-Cys) Version 4 를 사용하였

다. FACT-Bl-Cys는 암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FACT-G 도구 27문항

에 방광절제술 관련 17가지 문항을 추가한 도구로써 방광 절제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Cookson et al., 2003). FACT-

BI-Cys는 신체적 건강 7문항, 사회적/가족적 건강 7문항, 정서적 건강 6문항, 기능적 

건강 7문항, 추가적인 문제들(radical cystectomy-specific) 17문항으로 총 44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Scoring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들 문항 중 2가지 문항

(‘섹스에 대해 흥미가 있다, 발기가 가능하며 지속할 수 있다’)을 제외하여 총 42개의 

문항으로 총점을 계산하였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매우 그렇다’4

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 점수는 0점에서 168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

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 문항은 점수 변환 후 통계분석 하였다. 

도구의 사용에 대한 동의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measurement system의 승인을 받고 한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받았다. 

Cookson과 동료들(2003)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 이었

으며(Cookso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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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는 Jensen 등(2013)이 개발하고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measurement system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NCCN-

FACT FBISI-18 Version 2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방광암 환자들의 Symptom 

Index를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써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증

이 있다, 소변 조절이 어렵다, 배변조절이 된다, 발기가 가능하며 지속할 수 있다’등

의 증상에 대해‘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Likert척도

로 답변을 표시한다.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72점까지로 점수가 낮을수록 증상 정

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역 

문항은 점수 변환 후 통계분석 하였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83 이었

으며(Jensen et al., 20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 이었다. 

 

D.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서울시 소재 Y병원에

서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사전에 비뇨의학과 외래 방문 환자 명단과 재원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자는 진료실, 병실과 구

분된 독립 공간인 외래와 병동 상담실에서 대상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

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는 1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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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하였고 문항 누락으로 인한 탈락을 줄이고자 설문지 작성 완료 시 연구자가 검토

하여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20분 정도였다. 

 

E.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과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와 빈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과 사각 회전(Oblique Rotation)을 이용하였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과 구형성 검증을 위해 Kaiser-Meyer-Olkin과 

Bartlett’s test를 실시하였다. 

3)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독립 표본 t검

정, 분산분석(One Way ANOVA), 사후 검증(Bonferroni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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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5) 증상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s)을 이용하였다. 

6)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F.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IRB 승인번호 4-2019-0701). 연

구자는 연구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연구 참여는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료적 치료에

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였으며,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

의 증상 관리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사생

활 보호를 위해 대상자에게 식별(ID)번호를 부여하여 익명 처리하고 자료에 그 식별 

번호를 붙였다. 연구동의서는 설문지와 분리하여 이중 잠금 장치가 구비된 캐비닛에 

보관하였으며, 컴퓨터 파일의 경우 이중암호를 설명하여 연구자 이외의 타인 접근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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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20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71.31(±8.88)세이며, 109명

(90.8%)의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으며 돌봄 제공자가 있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미만 수입자가 91명(75.8%)으로 가장 많았다. 암 진단 병기는 stage Ⅲ 

또는 Ⅳ가 72명(60.0%)으로 많았고, 요로전환술 타입은 회장도관요로전환술이 79명

(65.7%), 요관 피부 문합술이 29명(24.2%), 정위성방광대치술이 12명(10.0%)의 

순으로 많았다. 수술 후 경과 시기는 평균 54.34(±57.97)개월 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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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0)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Demographic   

Age (years)  71.31±8.88 

Marital status Spouse(-) 11  (9.2) 

 Spouse(+) 109 (90.8)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76  (63.3) 

 ≥ University 44  (36.7) 

Religion Yes 57  (47.5) 

 No 63  (52.5) 

Presence of caregiver Yes 109 (90.8) 

 No 11  (9.2) 

Occupation Employed 44  (36.7) 

 Unemployed 76  (63.3) 

Monthly house income (1,000 won) < 3,000 91  (75.8) 

 3,000~5,000 18  (15.0) 

 > 5,000 10  (8.3) 

 Missing 1   (.8) 

Clinical   

Stage Stage 0is~Stage Ⅱ 42  (35.0) 

 Stage Ⅲ, Ⅳ 72  (60.0) 

 Unknown 6   (5.0) 

Chemotherapy Yes 66  (55.0) 

 No 54  (45.0) 

Radiation therapy Yes 18  (15.0) 

 No 102 (85.0) 

Type of UD* ICUD† 79  (65.7) 

 Neobladder 12  (10.0) 

 UC‡ 29  (24.2) 

Duration since operation  54.34±57.97 

Note, * UD=urinary diversion; †ICUD=ileal conduit urinary diversion; ‡ UC: ureterocutaneou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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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168점 만점에 평균 96.39(±26.90)점 이

었고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57.38점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부 영역별 삶의 질 평균 

점수는 신체적 건강 21.13(±5.13)/28점, 정서적 건강 15.95(±5.79)/24점, 사회적/

가족적 건강 14.96(±5.02)/28점, 기능적 건강 14.28(±7.07)/28점, 추가적인 문제

들(radical cystectomy-specific) 30.08(±10.11)/60점 순으로 높았다(Table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 -.238, p= .009),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고등학교 이

하 졸업자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평균적으로 17.18점 높았다(t=-3.531, 

p= .001).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500만 원 수입자가 300만원 미만

인 수입자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평균적으로 16.48점 더 높았다(F=4.546, 

p= .013). 그 밖에 결혼상태, 종교, 돌봄 제공자 유무, 직업 유무는 건강관련 삶의 질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중에서는 진단 병기, 항암치료 여부, 방사선 치료 여부, 

요로전환술 타입, 수술 후 경과 시간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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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core of HRQoL in Participants 

(N=120) 

Subscale Item Mean±SD 

Physical well-being1 Nausea* 3.57±0.83 

(PWB) Pain* 3.22±1.20 

 Forced to spend time in bed* 3.13±1.33 

 Bothered side effects* 3.08±1.28 

 Feel ill* 2.98±1.24 

 Trouble meeting the needs of family* 2.78±1.45 

 Lack of energy* 2.38±1.43 

 Subtotal  21.13±5.13  

Emotional well-being2 Worry about dying* 3.17±1.21 

(EWB) Feel nervous* 2.99±1.36 

 Losing hope in the fight against my illness* 2.96±1.39 

 Feel sad* 2.83±1.37 

 Satisfied with how I am coping with my illness 2.18±1.33 

 Worry that my condition will get worse* 1.82±1.51 

 Subtotal  15.95±5.79  

Social/family well-being1 Family has accepted my illness 3.32±0.97 

(SWB) Get emotional support from my family 3.03±1.16 

 Feel close to my partner 2.90±1.36 

 Satisfied with family communication about my illness 2.59±1.40 

 Feel close to my friends 1.92±1.58 

 Get support from my friends 0.86±1.24 

 Satisfied with sex life 0.35±0.94 

 Subtotal  14.96±5.02  

Note, higher score implies a high level of QoL, 1=Score range 0~28, 2=Score range 0~24, *=Revers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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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core of HRQoL in Participants (Cont.) 

(N=120) 

Subscale Item Mean±SD 

Functional well-being1 Accepted my illness 2.83±1.07 

(FWB) Sleep disturbance 2.33±1.45 

 Able to work(include work at home) 2.06±1.51 

 Enjoying the things I usually do for fun 1.94±1.45 

 My work(include work at home) is fulfilling 1.76±1.45 

 Content with quality of life 1.71±1.37 

 Able to enjoy life 1.66±1.36 

 Subtotal  14.28±7.07  

Additional Concerns3  Trouble controlling my urine* 3.38±1.22 

 Weight loss* 3.13±1.42 

 Afraid to be far from a toilet* 2.75±1.48 

 Embarrassed by my condition* 2.61±1.56 

 Condition wakes me up at night* 2.28±1.56 

 Appetite 2.20±1.36 

 Caring for my urinary condition is difficult* 2.16±1.52 

 Comfortable discussing my condition with friends 1.96±1.72 

 Satisfied with my urinary condition 1.87±1.47 

 Limit my physical activity because of my condition* 1.82±1.59 

 Limit my social activity because of my condition* 1.79±1.62 

 Control of my bowels 1.78±1.61 

 Content with the appearance of my body 1.14±1.27 

 Limit my sexual activity because of my condition* 0.72±1.36 

 Diarrhea 0.50±1.00 

Note, higher score implies a high level of QoL, 1=Score range 0~28, 3=Score range 0~60, *=Revers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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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core of HRQoL in Participants (Cont.) 

(N=120) 

Subscale Item Mean±SD 

Additional Concerns3  Interested in sex not currently scored 

 maintain an erection not currently scored 

 Subtotal  30.08±10.11  

FACT-Bl-Cys4 Total  96.39±26.90  
Note, higher score implies a high level of QoL, 3=Score range 0~60, 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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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ifferences in HRQ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0) 

Categories  N (%) Mean±SD t or F or r p-value Bonferroni

Demographic       

Age (years)    -.238 .009**  

Marital status Spouse(-) 11  (9.2) 102.00±33.96 .724 .470  

 Spouse(+) 109 (90.8) 95.83±26.21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76  (63.3) 90.09±26.78 -3.531 .001**  

 ≥ University 44  (36.7) 107.27±23.66    

Religion Yes 57  (47.5) 99.35±27.23 -1.148 .253  

 No 63  (52.5) 93.71±26.52    

Presence of caregiver Yes 109 (90.8) 96.16±26.61 .301 .764  

 No 11  (9.2) 98.73±30.89    

Occupation Employed 44  (36.7) 99.20±26.29 -.871 .386  

 Unemployed 76  (63.3) 94.76±27.28    

Monthly house income < 3,000a 91  (75.8) 92.24±26.19 4.546 .013** a<b 

(1,000 won) 3,000~5,000b 18  (15.0) 108.72±25.61    

 > 5,000c 10  (8.3) 110.30±27.29    

Clinical       

Stage Stage 0is~Stage Ⅱ 42  (35.0) 97.24±26.26 .112 .911  

 Stage Ⅲ, Ⅳ 72  (60.0) 96.64±28.24    

Chemotherapy Yes 66  (55.0) 96.52±28.42 -.055 .956  

 No 54  (45.0) 96.24±25.17    

Radiation therapy Yes 18  (15.0) 92.83±30.19 .607 .545  

 No 102 (85.0) 97.02±26.39    

Note, *p<0.05, **p<0.01 

 



 

30 

Table 2-2. Differences in HRQ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 

(N=120) 

Categories  N (%) Mean±SD t or F or r p-value Bonferroni

Clinical       

Type of UD* ICUD† 79 (65.7) 97.34±25.63 1.137 .324  

 Neobladder 12 (10.0) 103.75±26.35    

 UC‡ 29 (24.2) 90.76±30.22    

Duration since 
 operation(month) 

   .063 .497        

Note, * UD=urinary diversion; †ICUD=ileal conduit urinary diversion; ‡ UC: ureterocutaneou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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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증상 경험 및 증상 클러스터 

대상자들이 경험한 증상 경험은 점수가 낮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증상 경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48(±0.63)점이었다. 가장 정도가 심

한 증상으로는 발기부전 0.28(±0.81)점, 삶을 즐기기 어려움 1.56(±1.29)점,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저하 1.62(±1.32)점 순으로 낮았고 가장 경미한 증상으로는 오심 

3.58(±0.85)점, 소변 조절 어려움 3.42(±1.16)점, 현기증 3.36(±0.96)점으로 높

았다(Table 3-1).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 회전 방법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

는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Skerman, Yates, & Battistutta, 2009): (1) 한 요인당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수가 포함, (2)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0.40 이상, (3) 

공통성(Communality)이 0.5 이상인 문항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공통성

(Communality)이 0.5 미만인 4개의 문항(소변 조절이 어렵다, 머리가 어찔어찔하

다,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배변 조절이 어렵다)

을 제외한 후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변수들로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다. 변수가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 (KMO) 측도

는 .721 이었으며, 모형의 구형성 검정을 위한 Bartlett’s test 검정치에서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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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p<.001). 추출된 5개의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총 변량의 67.24%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기부전, 오심, 통증, 몸이 아픈 느낌이 있음’은 한 요인당 적어도 3개 이상

의 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근거로 요인에서 제거하였다. 선정기준을 만족

하는 3개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3-2). 

제 1 요인은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Fatigue-weight loss cluster)로 ＇기운이 

없다, 온몸에 힘이 없다, 체중이 줄고 있다＇가 포함되었으며(Cronbach ’ s 

alpha= .750), 제 2 요인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Emotional distress cluster)

로 ‘슬프다, 치료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가 포

함되었고Cronbach’s alpha= .621), 제 3 요인은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로 ‘식욕이 나쁘다, 잠을 잘 자지 못 

잔다, 삶을 즐길 수 없다,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 가 포함되었다

(Cronbach’s alpha= .743)(Table 4). 가장 정도가 심한 클러스터로는 식욕-수면

장애-삶의 질 클러스터로 평균 점수는 1.90(±1.03)점 이었고,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 2.49(±1.04)점,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 2.69(±1.61)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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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core of Symptom Experience in Participants 

(N=120) 

Category Mean±SD 

Maintain an erection 0.28±0.81 

Able to enjoy life 1.56±1.29 

Content with quality of life 1.62±1.32 

Worry that my condition will get worse* 1.63±1.46 

Control of my bowels 1.80±1.63 

Appetite 2.18±1.39 

Sleep disturbance 2.27±1.45 

Lack of energy* 2.33±1.43 

Feel weak* 2.63±1.42 

Feel sad* 2.78±1.39 

Trouble meeting the needs of family* 2.85±1.42 

Feel ill* 3.02±1.22 

Bothered side effects* 3.08±1.29 

Weight loss* 3.12±1.42 

Pain* 3.21±1.19 

Feel dizzy* 3.36±0.96 

Trouble controlling urine* 3.42±1.16 

Nausea* 3.58±0.85 

Total 2.48±0.63 

Note, lower score implies a low level of symptom, Score 0=Not at all, 1=A little bit, 2=Somewhat, 
3=Quite a bit, 4=Very much, *=Reverse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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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Factor Analysis of the Symptoms 

(N=120) 

Symptom cluster 
Factor loading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Cluster 1. 
Fatigue-weight loss 
 cluster 

Lack of energy .868     

Feel weak .859     

Weight loss .630     

 Maintain an erection*   .777    

 Nausea*  -.719    

Cluster 2. 
Emotional distress 

cluster 

Feel sad   .738   

Bothered side effects   .714   

Worry condition will get worse   .707   

Cluster 3.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 

Appetite    .783  

Sleep disturbance    .708  

Enjoy life    .688  

Content with quality of life    .649  

 Pain*     .842 

 Feel ill*     .733 

Cronbach’sα .750 -.832 .621 .743 .574 

Explained variance (%) 29.16 12.83 9.56 8.37 7.32 

Cumulative variance (%) 29.16 41.99 51.55 59.92 67.24 

Note, *=Excluded (less than 3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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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 상관분석 결과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

스터(r= .772, p<.001),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r= .596, p<.001), 피로-체중

감소 클러스터(r= .584, p<.001) 순으로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각 증상 클러스터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ymptom Clusters and HRQoL 

(N=120) 

 Emotional distress

 cluster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 

HRQoL 

 r (p) 

Fatigue-weight loss  

cluster 

.301** 

(.001) 

.392** 

(<.001) 

.584** 

(<.001) 

Emotional distress 

 cluster  

 .438** 

(<.001) 

.596** 

(<.001)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 

  .772** 

(<.001) 

Not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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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

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일변량 분석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던 연령, 교육 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을 보정변수로 투입하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dummy)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토 결과 분산확대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하(1.080~1.374)로 독립 변수들 간에 선형적 상관성

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 식욕

-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β=14.366, p<.001),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β

=5.454, p<.001),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β=7.036, p<.001), 연령(β=-.351, 

p= .016), 교육 수준(β=5.730, p= .027) 이었고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77.8%이었다(F=79.236, p<.001, 

R2=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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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act of Symptom Clusters on HRQoL 

(N=120) 

Variables β SE t p-value R2 Adj. R2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 14.366 1.370 10.483 <.001** .597 .593 

Fatigue-weight loss cluster 5.454 1.206 4.522 <.001** .692 .687 

Emotional distress cluster 7.036 1.295 5.433 <.001** .754 .747 

Age -.351 .144 -2.443 .016* .768 .760 

Education level(Ref: ≤ High school) 5.730 2.562 2.237 .027* .778 .768 

Not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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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남성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고 건

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다른 암종에 비해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함으로써 환자들의 증상 경험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고 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요로전환술을 받은 남성 방광

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A.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총점 168점에서 96.39(±26.90)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57.38점 정도의 수준으로 낮았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건

강관련 삶의 질을 보고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술 후 1년~3년 경과한 63명의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Stenzelius 등(2016)의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요로전

환술의 종류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회장도관요로전환술과 정위성방광대치술은 각각 

89.5점과 101.0점이었다(Stenzelius, Lind, Wanegard, & Liedberg, 2016). 또한 수

술 후   2달이 경과한 4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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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4)의 연구에서는 119.1점이었다 (Larg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모든 환자를 포함한 연구이므로 기간을 제한한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 후 경과 기간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지만(r= .063, p= .497), 경과 기간별로 삶의 질을 연구한 Cerruto 

등(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광암 환자의 삶의 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하는데 수술 직후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지만 대체로 수술 후 5년까지는 삶의 질이 감

소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질병에 대한 태도 변화와 새로운 삶에 적응함에 

따라 5년 이후에는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M. A. Cerruto et al., 2014).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들(radical cystectomy-

specific), 기능적 건강, 사회적/가족적 건강,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의 순으로 점

수가 낮았는데 이 결과는 Stenzelius 등(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Stenzelius et al., 2016). 이는 추가적인 문제들의 항목 중에서도 배뇨기능, 장기능, 

성기능 그리고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문항들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측정된 것과 관

련이 있었으며 이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는 다른 암 종과는 차별된 증상들

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지지된다(Edmondson et al., 2017; Hup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

령(r=- .238, p= .009), 교육 수준(t=-3.531, p= .001), 가구 월평균 소득

(F=4.546, p= .013)이 있었으며, 질병 관련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iu 

등(201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 측면의 삶의 질이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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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p= .001), 가구 월평균 소득이 4000 yuan 초과인 수입자가 4000 yuan 이하인 

수입자 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p<.001)과 심리적 측면(p= .017), 환경적 측면

(p<.001)의 삶의 질이 높게 나온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iu et al., 2016). 이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활동과 성생활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되며, 가구의 경제적 상태

는 사회적 지위와 가족 환경과 관련 있고 삶의 질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적고, 생활환경이 좋은 대상자들은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

로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교육 수준이 건

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았다(p= .001). 이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교육

에 대한 성취도와 수행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에서는 수술 후 경과 시기별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기간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사정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간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B.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증상 경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중 가장 심한 증상은 발기부전 (0.28±

0.81)이었다. 성기능 장애는 요로전환술 후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체적

인 문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Asgari et al., 2013; Liu et al., 

2016; Tyson & Barocas, 2018),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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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전과 성욕 저하가 나타났으며, 여성들은 질 건조, 성교통, 신체 이미지와 요루

(stoma)로 인한 성욕 상실을 경험한다(Asgari et al., 2013; Mohamed et al., 2014). 

하지만 성기능 장애가 방광암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ohamed 

등(2014)의 연구에서 암 환자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Mohamed et al., 2014). 성기능 장애는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

과 관련 있지만,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 또한 욕구 감소로 성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Liu et al., 2016). 따라서 실무에서는 방광암 생존자와 그 배우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기능 장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성

기능 장애에 대해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접

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NCCN-FACT FBISI-18 Version 2 도구는 대상자들의 증

상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에 제한적이었다. 수술 후 환자들이 겪는 신체상과 관련된 

문항이 없었으며 발기부전에 대한 항목은 남성 대상자들에게만 해당하므로 여성 대상

자들의 성기능 문제를 사정할 수 없었다. Ren 등(201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증

상을 사정하기 위해 수정된 M.D Anderson Symptom Inventory(MDASI)를 사용하

였는데 암환자의 일반적 증상 도구에 배뇨기능과 외모의 만족을 측정하는 2가지 문항

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들

의 포괄적인 증상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과 함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반

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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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증상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대상자들의 증상 클러스터는‘기운이 없다, 온몸에 힘이 없다, 체중이 줄

고 있다’가 포함된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Fatigue-weight loss cluster), ‘슬프

다, 치료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내 상태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가 포함된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Emotional distress cluster), ‘식욕이 나쁘다, 잠을 잘 자지 

못 잔다, 삶을 즐길 수 없다,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가 포함된 식욕

-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로 3개의 

클러스터로 규명되었다.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en 등(2017)의 연

구에서도 3개의 증상 클러스터가 규명되었는데 피로, 졸음, 통증, 기억력 장애, 식욕

감퇴의 피로-권태감 클러스터, 수면장애, 신체상 장애, 배뇨장애, 슬픔, 불편감의 정

신-배뇨 클러스터, 오심, 구토의 위장관 클러스터였으며 다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에도 클러스터 구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피로, 권태감, 불안, 

우울, 수면장애, 체중감소와 같은 핵심 증상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β=14.366, p<.001) Ren 등(2017)의 

연구에서는 정신-배뇨 클러스터가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다(r=-.685, 

p=<.001)(Ren et al., 2017). 이는 수면장애는 배뇨기능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

으로(Furukawa & Morioka, 2017)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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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배뇨기능에 대한 중재는 수면장애를 자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배뇨기능은 요실금, 요루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Tal 등(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 

환자 교육, 요루 자가관리 숙련도는 요루 관리의 높은 예측인자로 나타났다(Tal et al., 

2012). 따라서 무엇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증상 조절은 삶의 질

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Lenz(1997)의 불쾌 증상 이론에 따르면 더 많은 증상이나 더 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능적 건강 상태, 역할 수행력, 인지기능, 삶의 질, 신체적 기능이 낮다고 

하였다(Lenz et al., 1997). 본 연구에서 가장 정도가 심했던 클러스터는 식욕-수면

장애-삶의 질 클러스터였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선행연

구에서도 경험하는 증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대상자의 기능적 상태와 삶의 질의 저하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Dodd, Cho, Cooper, & Miaskowski, 2010; Franceschini, 

Jardim, Fernandes, Jamnik, & Santoro, 2013; Ju‐Hee Nho, Kim, Park, & Kweon, 

2018; J. H. Nho, Reul Kim, & Nam, 2017).  

종합해보면 연구 결과를 통해 동시에 경험하는 증상들이 단순히 부가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곱의 형태인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증상 관리의 중요성과 중재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 대상자가 경험하는 

증상들에 대한 지식은 더 철저한 증상평가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문제가 되는 증상들

을 면 히 확인하고 수반되는 다른 증상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적인 

임상 실무에서 좀 더 효과적인 증상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무자들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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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서로 관련된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간호 중재를 개발 및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D.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개의 한 대학병원에서 요로전환술을 받은 남성 

방광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증상 사정하기 위한 도구(NCCN-FACT FBISI-18 

Version 2)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FACT-Bl-

Cys version 4)의 문항 중 일부 중복이 있어 통계적 해석 시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복된 문항을 포함한 분석과 제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사하게 도출

되었다. 

3) 본 연구의 대상자 중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대상자를 연구에 포함하

였기 때문에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 해석 시 참고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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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실무적 측면에서는 단일 증상에 대한 접근보다는 서로 연관되어있는 증상들

의 통합적인 접근과 중재가 요구됨에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과 증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

구 결과는 대상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

거를 제시한다.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는 증상을 중재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환자 교육과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대상자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중재가 요구됨에 따라 환자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며 수술 전 환자들에게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 

수술 후 겪게 되는 증상에 대한 교육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간호 연구적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 실무와 교육을 연계하는 데 기여하였고 향후 국내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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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요로전환술을 받은 남성 방광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를 규명하고 건

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20명으로 평균 연령은 71.31(±8.88)세이며, 암 진단 병

기는 stage Ⅲ, Ⅳ가 72명(60%)으로 많았고, 요로전환술 타입으로는 회장도관요

로전환술이 79명(65.7%), 요관 피부 문합술이 29명(24.2%), 정위성방광대치술

이 12명(10.0%)의 순으로 많았다. 수술 후 경과 시기는 평균 54.34(±57.97)개

월이었다.  

2.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168점 만점에 평균 96.39(±26.90)점 이

었고 하부 영역별 삶의 질 평균 점수는 신체적 건강 21.13(±5.13)/28점, 정서적 

건강 15.95(±5.79)/24점, 사회적/가족적 건강 14.96(±5.02)/28점, 기능적 건

강 14.28(±7.07)/28점, 추가적인 문제들(radical cystectomy-specific) 

30.08(±10.11)/60점 순으로 높았다. 

3. 본 연구 대상자의 증상 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 2.48(±0.63)점이었고 가장 정

도가 심한 증상으로는 발기부전(0.28±0.81), 삶을 즐기기 어려움(1.5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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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저하(1.62±1.32) 순으로 낮았고 가장 경미한 증상으로

는 오심(3.58±0.85), 소변조절 어려움(3.42±1.16), 현기증(3.36±0.96)으로 

높았다. 

4. 본 연구 대상자의 클러스터는 총 3개로 규명되었으며 제 1 요인은 피로-체중감

소 클러스터(Fatigue-weight loss cluster), 제 2 요인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

러스터(Emotional distress cluster), 제 3 요인은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

스터(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로 확인되었다. 가장 정도가 심

한 클러스터로는 식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였다. 

5. 본 연구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건강관련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식

욕-수면장애-삶의 질 클러스터(β=14.366, p<.001), 피로-체중감소 클러스터

(β=5.454, p<.001), 정서적 디스트레스 클러스터(β=7.036, p<.001), 연령(β

=-.351, p= .016), 교육 수준(β=5.730, p= .027) 이었고 식욕-수면장애-삶

의 질 클러스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77.8%였다

(F=79.236, p<.001, R2= .778). 

 

본 연구결과는 방광암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서 증상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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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 실무, 간호 교육, 간호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1. 간호 실무 

본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중 가장 낮은 점수는 발기부전으로 성기능 장

애가 가장 심했다. 하지만 임상 실무에서는 대다수의 남성 환자들이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지만 표현을 꺼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중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

라서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상담할 수 있도

록 성기능에 대한 초기평가 및 정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경

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개인 맞춤

형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이며 필요 시 유관 부서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2. 간호 교육 

근 침윤성 방광암 환자들에게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표준적 치료방법으로써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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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술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개개인에게는 요루 또는 신생방광을 

만듦으로써 일생 동안 배뇨 문제를 관리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수술 후 

퇴원까지의 재원 기간은 관리나 증상 대처법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코디네이터, 임상 전문간호사, 상처장루 전

문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의학적 전문 지식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대

상자(90.8%)가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술 전후 요루 관리를 

비롯한 환자 교육에는 그들의 주 돌봄 제공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퇴원 계획 시

점에 독자적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요로전환술 

후 대부분의 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시설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간호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증상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법으로 요로전환술을 받은 방광

암 환자의 모든 증상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해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증상 도구를 개발하

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있음으로, 경과 기간에 따른 클러스터 연구는 방광

암 환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방광암은 남성보다 여성 발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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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 때문에 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여성 환자들의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대

한 연구를 제언하며 증상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엄격히 설계된 반복 실험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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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ptom Cluster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Male Bladder Cancer Patients with 

Urinary Diversion 

 Shin, Ha N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ladder cancer is the seventh most common malignancy in the world and 

patients experience various symptoms. The simultaneous appearance of two 

or more of these symptoms is called‘Symptom Cluster’, and its importance 

is increasing in practice as it requires an integrated approach and intervention 

of symptom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rather than to a single symptom. 

Although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distressing symptoms affect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various cancers,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done with 

bladder cancers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ymptom clusters 

and their rela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in male bladder cancer patients with 

urinary 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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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 descriptive and cross sectional study. Participants were 

male bladder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radical cystectomy and urinary 

diversion more than 6 months after the primary diagnosi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inpatients and outpatients at the 

department of urology,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from September 

11th, 2019 to November 30th,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alysis of variance (One 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Cronbach’s 

alpha using SPSS 2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A total of 120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an age was 

71.31(±8.88) and 109(90.8%) of them had spouses and caregivers and 

caregivers. The most common stage of cancer diagnosis was stage Ⅲ and 

Ⅳ(60.0%). Seventy-nine out of 120 patients (65.7%) received an ICUD, 29 

out of 120 patients (24.2%) received a Ureterocutaneostomy and 12 out of 

120 patients (10.0%) received a Neobladder. The average time from 

surgery to participate the study was 54.34(±57.97) months.  

2. The mean score for HRQoL was 96.39(±26.90) out of 168. The mean 



 

82 

scores for physical, emotional, social, functional well-being and radical 

cystectomy-specific concerns were 21.13(±5.13), 15.95(±5.79), 14.96 

(±5.02), 14.28(±7.07) and 30.08(±10.11) respectively. At the 100 point 

scale, the radical cystectomy-specific concerns were the lowest. 

3. The mean score of symptom experience of this study was 2.48(±0.63) on 

the a scale of 4. The most severe symptoms was erection dysfunction(0.28

±0.81), inability to enjoy life(1.56±1.29) and lower content with quality of 

life(1.62±1.32). The most mild symptoms was nausea(3.58±0.85), 

difficulty controlling urine(3.42±1.16), and dizziness(3.36±0.96). 

4. Three symptom clusters were identified: Fatigue-weight loss cluster, 

Emotional distress cluster, and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 

The most severe symptom cluster was Appetite-sleep disturbance-QoL 

Cluster(1.90±1.03), followed by Emotional distress cluster(2.49±1.04), 

and Fatigue-weight loss cluster(2.69±1.61). 

5. In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the factors to affect HRQoL were 

Appetite-sleep disturbance QoL cluster(β=14.366, p<.001), followed by 

Fatigue-weight loss cluster(β=5.454, p<.001), Emotional distress 

cluster(β=7.036, p<.001), age(β=-.351, p= .016) and education level(β

=5.730, p= .027). The regression model accounted for 77.8% of the 

variance (F=79.236, p<.001, R2=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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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showed that male bladder cancer patients with urinary diversion 

experienced various symptoms at the same time, and the identified symptom 

clusters affected the overal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erefore, nursing 

practice requires a broad understanding of symptom clusters experienced by 

bladder cancer patients and nursing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effectively management of symptom clusters rather than focusing 

on a single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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