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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이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자가관리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2019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서울

소재의 Y 대학병원 외래 항암약물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시행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 중 연구 참여를

동의한 108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Lee와 Kang(2013)의 축약형 건강문해

측정도구, 윤나영(2019)이 한국어로 번안한 B-IPQ(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한국판 도구, Kim 등(2019)이 한국어로 번안한 CSSES(Cancer

Survivors’ Self-efficacy Scale) 한국판 도구, 그리고 오복자(1997)의 암환자

자가관리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Tukey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02명이었고, 일반적 특성에서 남성이 65명(63.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70.97±4.39세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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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38명(81.4%)이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257만원 정도였고,

215만원 미만인 경우가 61명(59.8%)이었다. 질병관련 특성에서 하부

소화기계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가 34명(33.3%)이었으며, 완화목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가 73명(71.6%)이었다. 항암화학요법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 대상자가 82명(80.4%)이었으며, ECOG PS(Europea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활동수준 1이

74명(72.5%)이었다. 자가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인식한 대상자가

84명(82.4%)으로 다수였으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는

22명(21.6%)이었다.

2.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점수는 12점 만점에 10.17±1.86점이었으며, 건강관련

용어 영역 4.58±0.55점, 이해 및 계산 영역 5.59±1.52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질병인식 점수는 10점 만점에 치료적 통제(4번 문항)가

8.40±1.84점, 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1번 문항)이 7.84±2.5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암의 지속성(2번 문항)이 5.60±2.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99±1.56점으로 건강문제

관리영역 6.99±1.81점, 도움 및 지지 영역 6.99±1.62점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자가관리 점수의 평균은 4.39±0.69점으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출혈예방 5.58±0.77점, 영양 5.03±0.90점, 감염예방 4.62±0.86점, 운동

4.18±1.54점, 이완 3.70±1.42점, 오심․구토 3.28±1.45점으로 측정되었다.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p=.002),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215만원 이상인 대상자보다(p=.009),

항암화학요법 관련 자가관리 교육경험이 없다고 인식한 경우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인식한 경우보다(p=.019) 자가관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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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자의 자가관리는 건강문해력과 r=.228(p=.016)의 양의 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과 r=.292(p=.003)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8.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β=.099, p=.02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8.6%였다.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는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간호중재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핵심어: 노인, 종양, 항암화학요법, 건강문해력, 인식,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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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노인 인구와 암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암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2018)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9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 암 유병자의 수는 74만 7,898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1%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 비해, 2030년

1,269만 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통계청, 2011),

앞으로 노인 암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노인 암환자의 다수는 전통적인 암 치료방법인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는데,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79%가 영양상태 저하, 40%가 우울 증상,

39%가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저하 소견을 보였으며, 대상자의 25%가

4도 호중구 감소증, 3-4도의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7일 이상의 입원,

항암화학요법 조기 종료 등의 중대한 독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1). 이와 같이 노인의 경우 신체기관 및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

약동학 과정이 저하되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손동렬, 2006). 특히

응급실을 방문한 암환자 중 60세 이상이 51.5%로 나타난 연구결과(하복희,

박정윤, 2017)를 고려하면, 노인 암환자는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자가관리가 다른

연령층의 성인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암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높고(신태건, 송진우, 송형곤, 홍종근, 2011), 응급실을

방문한 암환자 중 비응급인 경우가 62.7%, 응급실 퇴원 비율이 64%인

연구결과(하복희, 박정윤, 2017)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노인 암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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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암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다수의 병원에서는 항암화학요법 후

부작용 및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자료와 함께 환자와 돌봄제공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자료는 정보가 다양하고, 문해력의 수준이 평균보다

높아 일부 대상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Cutilli, 2007). 노인의 경우

의료기관 인쇄물에 대한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았으며(김유정, 이가언, 2014;

Kutner, Greenberg, Jin, & Paulsen, 2006),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으면

건강관리를 위한 자가관리 수준이 낮다고 보고되었다(Husson, Mols, Fransen,

Van De Poll-Franse, & Ezendam, 2015).

노인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은 질병 및 약물에 대한 지식,

복약오류를 감소시켰으며(김효정, 김건희, 2018), 교육 제공 전 건강문해력

수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신진희, 김광숙, 이주희,

오석중, 2013)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서 건강문해력은 중요한 요인이며,

대상자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한다.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질병인식을 들 수 있다. 질병

인식은 대상자의 건강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질병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관리 행위를 잘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성연실, 이영휘, 2011; Hale,

Treharne, & Kitas, 2007). 암환자 대상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질병인식을 가진

경우 대상자는 외래 진료를 방문하지 않거나(Iskandarsyah, de Klerk, Suardi,

Sadarjoen, & Passchier, 2014) 질병에 수동적인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opman & Rijken, 2015), 반대로 긍정적 질병인식을 가진 경우

심리적 고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cCorry et al., 2013). 국내 연구에서도

결핵 환자, 노인 환자, 암환자의 경우 질병인식과 자가관리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염정희, 신용순, 2017; 윤나영, 2019), 노인 암환자의

긍정적인 질병인식을 위한 간호중재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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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러 문헌에서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자가관리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강혜연, 구미옥, 2015; 박수민,

강윤희, 2017; 이송흔, 2017; 이은주, 박은아, 2015), 암환자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영숙, 태영숙, 2015;

전윤화, 박금자, 2018).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운동 중재는 폐암 환자의 운동

이행 증진 및 증상관리에 효과적으로 나타나(Hoffman et al., 2017),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해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기효능감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암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문해력 관련 연구는 암 예방 행위 관련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의

노인 암환자의 질병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소수임을 확인하였다.

노인 암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자가관리의 수준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 실무에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및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노인 암환자의 특성에 맞는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건강관리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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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

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자가관리

이론적 정의: 자가관리란 자신의 생명, 건강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실제를 의미한다(Orem, 198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가관리는 오복자(1997)가 암환자의 자가관리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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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문해력

이론적 정의: 건강문해력은 개인이 의료와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Institute of Medicine, 200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문해력은 Lee와 Kang(2013)의 건강문해력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건강관련 용어, 이해 및 수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건강문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질병인식

이론적 정의: 질병인식은 대상자가 다양한 정보와 증상을 통해 질병의

위협을 인식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질병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인식을 의미한다(Hopman & Rijken, 201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질병인식은 Broadbent, Petrie, Main과

Weinman(2006)의 축약형 질병인식 질문지(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B-IPQ)를 윤나영(2019)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B-IPQ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개 문항(1, 2, 5, 6, 8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질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그 외 3개

문항(3, 4, 7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자기효능감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며,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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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9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만성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자가관리 이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Foster 등(2015)의 암생존자 자기효능감

척도(Cancer Survivors’ Self-Efficacy Scale, CSSES)를 Kim 등(2019)이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CSSES-K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7 -

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자가관리의 각

변수들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자가관리는 Orem의 자가간호이론이 개발된 이후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자가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자가관리는 자신의 생명, 건강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는 목표지향적 활동이다(Orem, 1985).

최근에는 암도 만성질환으로 인식되면서 치료와 관련된 건강관리 및 예방

행위에 있어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암환자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교육은 예측되는 또는 예측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오심․구토, 식욕부진, 변비, 설사,

점막세포의 손상, 말초신경병증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치료기간 동안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반복된 증상으로 인해 치료의 지연,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가관리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김은미,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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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김보경 2010).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자가관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게임기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운동 강도를 증진시킨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행위 이행도 증가하였다(Hoffman et

al., 2017).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암피로 관련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웹기반 간호중재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으며, 암피로 관련 증상도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Foster et al., 2016). 국내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

대상으로 자가관리 교육이 자가관리 수준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김은미 등, 2010; 김은미, 왕명자, 2012), 노인의 자가관리 수준을

고려한 교육중재 개발이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가 자가관리를 잘 수행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경우, 암환자 교육, 상담 등의

간호중재가 자가관리 지식, 태도 및 자가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고숙미, 성미현, 조영미, 석소현, 2018; 이지은, 박명화, 2009;

장옥점, 우선혜, 박영숙, 2006; 정혜윤, 권명순, 2008). 그 밖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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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김지숙, 김지수, 2013; 전윤화, 박금자, 2018), 자기효능감(김지숙 &

김지수, 2013; 전윤화, 박금자, 2018) 환자의 대응양식(오복자, 2009) 등이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문해력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개인이 의료와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Institute of Medicine, 2004). 국내에서는 건강문해력과

같은 용어로 의료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이해능력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건강문해력’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74년 학생들을 위한 건강교육지침

보고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Cutilli, 2004). 건강문해력은 건강상태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관련 정보를 이해하여 사용하는 개인의 동기와 능력을

결정하는 사회적, 인지적 기술이라고 표현되며(Nutbeam, 1998),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이 사용하는 정보를 읽고 계산하는 기술(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9)로도 이해된다.

건강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자가보고식과 문제풀이식 도구로

구분된다. 자가보고식 도구는 주관적 경험에 대한 건강문해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대상자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김수현, 2010). 반대로 문제풀이식 측정도구는 대상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질문지에 정답을 답변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 시 대상자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기능적 건강문해력 측정도구(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 KFHLT), 한국형 건강문해력 측정도구(Kore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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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Assessment Tool, KHLAT), NVS, KHLS를 사용하고 있다.

KHLAT는 자가보고식 도구이며, KFHLT, NVS, KHLS는 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읽고 계산하는 기능적인 건강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풀이식

도구이다. 국내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의 노인을

대상으로 KHLAT를 활용하여 측정한 건강문해력 수준은 31.1%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박현주, 황선경, 2014). 같은 측정도구로

측정하여 농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6.6%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선아, 박명화, 2010). KHLS, NVS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각각 42.8%(이태화, 강수진, 2008), 45.4%(김정은, 2011)로

측정되어 노인의 건강문해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관련 연구의 경우 건강문해력이 암 예방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황혜남, 2017; Dolan et al., 2004; Todd &

Hoffman-Goetz, 2011). Koay 등(2013)은 두경부, 폐암 환자의 상당한

비율에서 건강문해력의 수준이 낮으며 건강정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Husson 등(2015)은 대장암 생존자의 낮은 건강문해력이

건강관련 행위와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암 예방 행위뿐만

아니라 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 및 약물 복용 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건강문해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김효정, 김건희, 2018).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 노인의 건강문해력이 낮은 수준이며,

암환자의 경우 건강관련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의 수준을 확인하고, 건강문해력이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을 평가한 후

이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노인 맞춤형 자가관리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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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암환자와 질병인식

질병인식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혹은 감정적

믿음이라고 하였다(Petrie & Weinman, 1997). 이러한 질병인식은 개인이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인지적 지각과 감정적 지각을 바탕으로 그들의 질병에

대한 결과를 증진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연실, 이영휘, 2011; Broadbent et al.,

2006). 질병인식은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본인이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향후 환자의 질병관리 행위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Hoving, Van der Meer,

Volkova, & Frings-Dresen, 2010). 선행연구에서 질병인식은 환자의 건강

행동 결과와 관련이 있었으며, 질병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관리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rie, Cameron, Ellis, Buick, & Weinman, 2002).

국외 연구의 경우, 유방암 환자가 질병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낮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McCorry et al., 2013). 또한

유방암 환자가 부정적인 질병인식을 가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2회 이상의 연속된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나타났으며(Iskandarsyah et al.,

2014),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질병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는 암환자에서는 수동적인 적응 양상이 나타났다(Hopman & Rijken,

2015). 국내 연구의 경우, 결핵환자 대상 연구에서 질병인식은 건강행위와

관계가 있었으며(김혜진, 이명령, 2017; 성연실, 이영휘, 2011), 노인의 경우

질병인식과 우울 증상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한

질병 인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염정희, 신용순, 2017). 성인

암환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인 질병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자가관리와 상관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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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윤나영, 2019).

이와 같이 질병인식은 건강결과와 건강관련 행위 측면에서 환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어 노인 암환자의 질병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노인 암환자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며,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한 상황 또는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고, 구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자기효능감과

행위와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Bandura,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성과 실패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Gandner & Pierece, 1998). 구체적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자가관리와 관련이 있고,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들은 건강행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Jerant, von Friederichs-Fitzwater, &

Moore, 2005).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능력 및 사회적 활동 저하 등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성인과는 다를 것이다(강현욱, 김지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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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노화와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2형 당뇨병, 고혈압, COPD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자가관리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혜연, 구미옥, 2015; 박수민, 강윤희, 2017;

이송흔, 2017; 이은주, 박은아, 2015).

암환자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숙, 태영숙, 2015; 전윤화, 박금자, 2018; Geng et al., 2018; Lou,

Yates, McCarthy, & Wang, 2013). 자기효능감 증진을 고려한 운동 중재는

폐암 환자의 운동 이행 증진 및 증상 관리에 효과적이었으며(Hoffman et al.,

2017),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교육 중재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Lou et al., 2013).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만성질환자,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은 자가관리와 관계가 있고, 일부 대상자들에게서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의 실제적인 수준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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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건강문해력(Bush, Martin,

DeWalt, & Sandler, 2015; Husson et al., 2015), 질병인식(성연실, 이영휘,

2011; Iskandarsyah et al., 2014), 자기효능감(전윤화, 박금자, 2018; Geng et

al., 2018; Hoffman et al., 2017)이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암환자에서도 앞서 기술한 3가지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예상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이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였다. 또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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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의 수준을 확인하고,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Y 대학병원 외래 또는 병동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암환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과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항암화학요법을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센터 또는 병동에 입원한 자

(2) 최근 1달 이내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4) 자신의 진단명을 알고 있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1) 면역요법, 호르몬요법을 받고 있는 자

(2) 의학적으로 인지장애를 진단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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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표본 수는 G Power Analysis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시

사용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중간크기 0.15에서 투입변수 6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98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08명을 모집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및 결측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종교, 월평균 가구소득, 주돌봄제공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련 특성은

진단명, 현재 병기, 암 외에 갖고 있는 질환, 투여 중인 항암제명,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레지멘 변경 횟수,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항암화학요법

관련 자가관리 교육 경험, 활동수준인 ECOG PS(Europea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를 포함한다. ECOG PS는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ECOG PS가 0부터 2까지로

나타났다. ECOG PS 0 수준은 완전히 문제없이 활동 가능하며, 질병을

진단받기 전과 동일하게 모든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ECOG PS 1 수준은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적이나, 집안일과 사무직 등의 비교적 가벼운

업무 및 작업은 수행 가능하며, ECOG PS 2 수준은 거동 및 자가 돌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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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고,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침대

밖에서 생활 가능한 수준이다.

2) 자가관리

자가관리는 오복자(1997)의 자가관리 측정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감염 예방 6문항, 출혈 예방 4문항, 영양 4문항,

오심․구토 2문항, 운동 3문항, 이완 2문항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자가관리 실천에 대해 평가하며, 7점 척도로 측정한다. 1점

– ‘전혀 못했음’, 7점 – ‘아주 잘 했음’으로 측정하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복자(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6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 .808 이었다.

3) 건강문해력

건강문해력은 Lee와 Kang(2013)의 연구에서 개발한 축약형 건강문해

측정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이해 및 수리

영역 7문항, 건강관련 용어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과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이 7점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 수준으로 건강문해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Lee와 Kang(201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 .6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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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인식

질병인식은 Broadbent 등(2006)이 개발한 축약형 질병인식 질문지(Brief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B-IPQ)를 윤나영(2019)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질병인식의 9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8개의 객관식 문항과 1 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 없는 대표 문항들이므로 문항의 총점을 구하지 않으며 도구의

신뢰도 역시 산출하지 않는다.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질병인지 관련 5문항(1번 문항 - 질병이 삶에 끼치는

영향, 2번 문항 - 질병의 지속성, 3번 문항 - 질병의 개인적 통제, 4번 문항 -

치료적 통제, 5번 문항 –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의 정도), 감정관련 2문항(6번

문항 – 질병에 대한 걱정, 8번 문항 – 질병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 질병

이해도 1문항(7번 문항)을 평가한다. 10점 척도이며, 0점과 10점의 의미는 각

문항별로 다르다(부록 4 참고).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개인적 통제(3번 문항), 치료적 통제(4번 문항), 질병

이해도(7번 문항)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질병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적 표현의 평가는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며, 환자가

인식하는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3가지를 자유롭게 나열하도록 한다(9번

문항).

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Foster 등(2015)의 암생존자 자기효능감 척도(Cancer

Survivors’ Self-Efficacy Scale, CSSES)를 Kim 등(2019)이 한국어로 번안한

CSSES-K를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건강문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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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5문항, 도움 및 지원 관련 5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점

척도로, 1점 – ‘전혀 자신 없음’, 10점 – ‘매우 자신 있음’으로 측정하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20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 .91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서울시

소재 Y 대학병원의 외래 항암약물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설문지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제공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하였고,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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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자가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계획서에 대해 Y 대학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과제번호 4-2019-0721), 해당 간호국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된 대상자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 시간, 설문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연구자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에게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연구자가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코드화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컴퓨터에

코딩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본인만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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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노인 암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1) 노인 암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02명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65명(63.7%)이었다. 연령의 범위는 만 65세부터 82세로 평균

연령은 만 70.97(±4.39)세였으며, 이 중 65세~69세가 44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0세~74세가 38명(37.3%)이었으며, 75세 이상이

20명(19.6%)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83명(81.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8명(37.3%), 고등학교 졸업이

33명(32.4%), 대학교 이상이 31명(30.4%)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257만원 정도였으며, 2017년 노인실태조사(국가통계포털, 2018)에서

나타난 노인가구 연간 총소득 2,589만원을 참고하여 계산한 월평균 소득

215만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61명(59.8%)이었다. 주돌봄제공자의 경우 핵심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돌봐주는 경우가 90명(88.2%)으로 다수였으며, 형제자매, 친구 및 간병인 또는

돌봄제공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1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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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2)

Note: *Core family-spouse, children, Others-siblings, friends, care assistant

1)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2017년 노인가구 연간 총소득이 2,589만원으로 조사됨.
‘월평균 소득 = 12(개월)/연간 총소득’으로 계산하여, 월평균 소득 215만원을 기준으로 함.

Variables /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65(63.7)

Female 37(36.3)

Age(year) 70.97±4.39

65~69 44(43.1) (Range: 65~82)

70~74 38(37.3)

≥ 75 20(19.6)

Spouse

No 19(18.6)

Yes 83(81.4)

Education level

Lower than middle school 38(37.3)

high school 33(32.4)

Higher than university 31(30.4)

Occupation

Unemployed 83(81.4)

Employed 19(18.6)

Monthly income (10,000 KRW)1) 257.06±256.05

〈 215 61(59.8) (Range: 0~1,200)

≥ 215 41(40.2)

Main caregiver*

Core family 90(88.2)

Others or No caregiver 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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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진단명은 하부 위장관계 암(대장암, 직장암)이 34명(33.3%)로 가장

많았으며, 상부 위장관계 암(위암, 식도암)이 17명(16.7%), 간담도계 암(간암,

담도암, 췌장암)이 16명(15.7%), 폐암이 15명(14.7%)를 차지하였다. 그 외 기타

암(두경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요관암, 신장암)이 20명(19.6%)이었다. 자신의

암 병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74명(83.5%)이었으며, 그 중에서 Stage Ⅳ가

42명(41.2%), Stage Ⅲ가 23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완화목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가 73명(71.6%)이었고,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병용요법이 84명(82.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경구항암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10명(9.8%), 가정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는

30명(29.4%)이었으며, 레지멘 변경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2명(51.0%)이었다.

항암화학요법 관련 부작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2명(80.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상자가 인식하는 암 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가

65명(63.7%)이었다. ECOG PS는 활동수준 1이 74명(72.5%)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화학요법관련 자가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4명(82.4%)이었으며,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가 80명(78.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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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2)

Note: ＊Others-Head&Neck, breast, prostate, ureter, renal cell cancer, †n=74, ‡n=101

Variables / Categories n(%) Mean±SD

Cancer Type

Upper Gastrointestine 17(16.7)

Lower Gastrointestine 34(33.3)

Hepato-Biliary-Pancreatic 16(15.7)

Lung 15(14.7)

Others* 20(19.6)

Cancer Stage (Perceived)†

Stage Ⅰ&Ⅱ 9(19.8)

Stage Ⅲ 23(22.5)

Stage Ⅳ 42(41.2)

Purpose of chemotherapy‡

Curative 28(27.5)

Palliative 73(71.6)

Type of regimen

Single agent 18(17.6)

Combination chemotherapy 84(82.4)

Oral chemotherapy

Not receiving 92(90.2)

Receiving 10(9.8)

Home-based chemotherapy

No 72(70.6)

Yes 3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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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102)

ECOG PS: Europea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Note: *n=99

2) 대상자가 인식하는 암 외에 다른 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뇨기질환 등)

Variables / Categories n(%) Mean±SD

Experience of regimen change* 0.69±.0.96

No 52(51.0) (Range: 0~5)

Yes 47(46.1)

Side effect of chemotherapy 2.41±1.67

Never experienced 20(19.6) (Range: 0~6)

Experienced 82(80.4)

Comorbidity (Perceived)2) 1.07±1.00

No 37(36.3) (Range: 0~3)

Yes 65(63.7)

ECOG PS

0 21(20.6)

1 74(72.5)

2 7(6.9)

Experience of education for self-management (Perceived)

No 18(17.6)

Yes 84(82.4)

Data collection setting

Clinic 80(78.4)

Ward 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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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1)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은 <Table 3>과 같다.

건강문해력 점수는 평균 10.17±1.8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의 건강관련 용어

영역은 평균 4.58±0.55점, 이해 및 계산 영역은 평균 5.59±1.52점으로

나타났다.

2) 노인 암환자의 질병인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인식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질병인식 점수는 암의 치료적 통제(4번 문항)가 평균 8.40±1.84점으로

치료가 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암이 삶에 끼치는 영향(1번 문항)이 평균 7.84±2.5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암으로 겪는 증상 정도(5번 문항)는 평균 6.90±2.54점, 암에 대한 걱정(6번

문항)은 평균 6.76±3.00점, 암의 개인적 통제(3번 문항)는 6.47±2.24점, 암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8번 문항)은 6.23±2.65점, 암에 대한 이해도(7번 문항)는

6.23±2.4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의 지속성(2번 문항)은 5.60±2.93점으로 총 8문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 수준에서 암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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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암환자의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6.99±1.5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인 건강문제 관리

영역과 도움 및 지지 영역은 모두 평균 6.99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가관리 수준은 <Table 3>과 같다.

자가관리 점수는 평균 4.39±0.69점으로 지난 한 달간 자가관리를 ‘절반 정도

실천함’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의 하위영역 중 출혈예방 영역이 평균 5.58±0.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 영역은 평균 5.03±0.90점으로 나타나 ‘약간 잘 했음’ 수준으로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예방 영역이 평균 4.62±0.86점, 운동 영역이

평균 4.18±1.54점으로 ‘절반 정도 실천함’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이완 영역이 평균 3.70±1.42점, 오심․구토 영역이

평균 3.28±1.4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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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s of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N=102)

Variable Mean±SD

Health literacy 10.17±1.86

Health-related terms 4.58±0.55

Comprehension and Numeracy 5.59±1.52

Illness perception

No 4. Treatment control
How much do you think your treatment can help you?

8.40±1.84

No 1. Consequences
How much does your illness affect your life?

7.84±2.51

No 5. Identity
How much do you experience symptoms from your illness?

6.90±2.54

No 6. Illness concern
How concerned are you about your illness?

6.76±3.00

No 3. Personal control
How much control do you feel you have over your illness?

6.47±2.24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How much does your illness affect you emotionally?

6.23±2.65

No 7. Coherence
How well do you fell understand your illness?

6.23±2.42

No 2. Timeline
How long do you think your illness will continue?

5.60±2.93

Self-efficacy 6.99±1.56

Managing health problems 6.99±1.81

Seeking help and support 6.99±1.62

Self-management 4.39±0.69

Bleeding 5.58±0.77

Nutrition 5.03±0.90

Infection 4.62±0.86

Exercise 4.18±1.54

Relaxing 3.70±1.42

Nausea/Vomiting 3.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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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자가관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자가관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부록 1, 2>에 포함하였다.

1) 노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p<.001),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경우가 215만원 이상인 경우보다(p=.021) 건강문해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문해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가 없었다(Table 5).

2) 노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은 <부록 1>과 같다.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가 65세~69세인 경우보다 암에 대한 이해도(7번

문항)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40).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이상인 경우가 215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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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2).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인식은 <부록 2>와 같다.

항암화학요법 목적에 따른 질병인식에서는 완화목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가 완치목적인 경우보다 암의 지속성(2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4). 한편, 완치목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가 완화목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보다 암의 개인적 통제(3번 문항)(p=.001), 암의

치료적 통제(4번 문항)(p=.04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경구항암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복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암의 개인적

통제(3번 문항)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22).

항암화학요법 레지멘 변경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변경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1번 문항)(p=.031), 암의 지속성(2번

문항)(p=.006), 암에 대한 걱정(6번 문항)(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레지멘 변경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암의 개인적 통제(3번 문항)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15).

암 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다른 질환이 없는 대상자보다 암에

대한 걱정(6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18), ECOG PS

활동수준 2인 대상자가 활동수준 0과 1보다 암에 대한 이해도(7번 문항)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3).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는 대상자가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보다 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1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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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경우가

215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0)(Table 4).

질병관련 특성에서는 항암화학요법 레지멘 변경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레지멘 변경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8)(Table 5).

4) 노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관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p=.002),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경우가 215만원 이상인 경우보다(p=.009) 자가관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질병관련 특성 중 항암화학요법 관련 자가관리 교육경험이 없다고 인식한

경우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자가관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19)(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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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02)

Variables / Categories n(%)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Self-manage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65(63.7) 10.18±1.84 0.13

(.898)

7.09±1.50 0.92

(.360)

4.36±0.69 -0.72

(.473)Female 37(36.3) 10.14±1.92 6.80±1.66 4.46±0.69

Age(year)

65~69 44(43.1) 10.45±1.87
2.07

(.131)

7.14±1.67
0.91

(.406)

4.51±0.76
1.59

(.208)
70~74 38(37.3) 10.21±1.88 6.72±1.45 4.24±0.61

≥ 75 20(19.6) 9.45±1.67 7.18±1.51 4.43±0.63

Spouse

No 19(18.6) 9.95±1.90 -0.57

(.571)

6.41±1.67 -1.84

(.069)

4.47±0.71 0.54

(.589)Yes 83(81.4) 10.22±1.85 7.13±1.51 4.3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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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102)

Note: a, b, c– group for Tukey (Post-hoc), *p<.05, **p<.01

Variables / Categories n(%)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Self-manage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ducation level

Lower than middle schoola 38(37.3) 8.84±1.79 21.85

(<.001**)

a < b, c

6.66±1.68
1.523

(.223)

4.10±0.64 6.39

(.002**)

a < b, c

High schoolb 33(32.4) 10.88±1.41 7.09±1.51 4.49±0.67

Higher than universityc 31(30.4) 11.03±1.40 7.29±1.43 4.65±0.65

Occupation

Unemployed 83(81.4) 10.05±1.84 -1.35

(.179)

6.94±1.60 -0.69

(.489)

4.37±0.70 -0.76

(.450)Employed 19(18.6) 10.68±1.89 7.22±1.37 4.50±0.63

Monthly income (10,000 KRW)

〈 215 61(59.8) 9.82±1.84 -2.35

(.021*)

6.67±1.41 -2.62

(.010*)

4.25±0.68 -2.67

(.009**)≥ 215 41(40.2) 10.68±1.78 7.47±1.66 4.61±0.64

Main caregiver

Core family 90(88.2) 10.17±1.83 0.00

(1.00)

7.03±1.55 0.65

(.519)

4.42±0.69 1.27

(.206)Others or No caregiver 12(11.8) 10.17±2.17 6.72±1.72 4.1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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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N=102)

Variables / Categories n(%)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Self-manage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Cancer Type

Upper Gastrointestine 17(16.7) 9.53±2.32

1.48

(.214)

6.98±1.51

0.40

(.808)

4.52±0.84

1.76

(.144)

Lower Gastrointestine 34(33.3) 10.68±1.61 7.13±1.62 4.46±0.63

Hepato-Biliary-Pancreatic 16(15.7) 10.06±1.69 6.68±1.85 4.18±0.68

Lung 15(14.7) 9.67±1.80 6.75±1.14 4.08±0.76

Others 20(19.6) 10.30±1.89 7.21±1.61 4.56±0.51

Type of Chemotherapy

Curative 28(27.5) 10.07±1.88 -0.36

(.723)

7.31±1.39 1.26

(.209)

4.34±0.62 -0.55

(.583)Palliative 73(71.6) 10.22±1.87 6.87±1.62 4.42±0.71

Type of regimen

Single agent 18(17.6) 10.33±2.22 0.42

(.677)

6.84±1.43 -0.45

(.650)

4.50±0.55 0.75

(.455)Combination chemotherapy 84(82.4) 10.13±1.78 7.02±1.59 4.3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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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02)

Note: **p<.01

Variables / Categories n(%)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Self-manage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Oral chemotherapy

Not receiving 92(90.2) 10.21±1.86 0.66

(.514)

6.92±1.55 -1.35

(.181)

4.36±0.67 -1.48

(.141)Receiving 10(9.8) 9.80±1.87 7.62±1.64 4.70±0.83

Home-based chemotherapy

No 72(70.6) 10.00±1.91 -1.41

(.161)

7.11±1.53 1.19

(.236)

4.40±0.71 0.22

(.830)Yes 30(29.4) 10.57±1.70 6.71±1.62 4.37±0.64

Experience of regimen change

No 52(51.0) 10.12±1.95 -0.26

(.794)

7.38±1.49 2.70

(.008**)

4.50±0.67 1.67

(.099)Yes 47(46.1) 10.21±1.73 6.56±1.57 4.27±0.69

Side effect of chemotherapy

Never experienced 20(19.6) 9.90±2.20 -0.63

(.536)

6.83±1.83 -0.51

(.609)

4.20±0.61 -1.42

(.159)Experienced 82(80.4) 10.23±1.77 7.03±1.53 4.4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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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02)

Note: *p<.05

Variables / Categories n(%)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Self-managemen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Comorbidity (Perceived )

No 37(36.3) 9.86±2.83 -1.25

(.217)

7.36±1.53 1.81

(.074)

4.50±0.72 1.19

(.238)Yes 65(63.7) 10.34±1.71 6.78±1.55 4.33±0.66

ECOG PS

0 21(20.6) 10.24±2.19
0.04

(.961)

7.38±1.66
0.92

(.400)

4.44±0.56
1.44

(.242)
1 74(72.5) 10.14±1.77 6.92±1.51 4.42±0.71

2 7(6.9) 10.29±1.98 6.61±1.80 3.97±0.77

Experience of education for self-management (Perceived)

No 18(17.6) 9.56±1.98 -1.55

(.124)

6.50±1.37 -1.48

(.142)

4.05±0.70 -2.38

(.019*)Yes 84(82.4) 10.30±1.82 7.10±1.59 4.47±0.66

Setting receiving chemotherapy

Clinic 80(78.4) 10.21±1.85 0.47

(.637)

6.97±1.54 -0.23

(.819)

4.40±0.71 0.22

(.827)Ward 22(21.6) 10.00±1.90 7.06±1.66 4.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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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간의 상관관계

자가관리와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건강문해력과 질병인식 중 암의 지속성(2번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r=.269(p=.006)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문해력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질병인식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1번 문항)이 r=.209(p=.035), 개인적

통제(3번 문항)가 r=.454(p=<.001), 치료적 통제(4번 문항)가 r=.233(p=.018)의

상관계수로 나타났다.

자가관리와 건강문해력 간의 상관관계는 r=.238(p=.016)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가관리와 질병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자가관리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r=.292(p=.003)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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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N=102)

Note: *p<.05, **p<.01

Variables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Self
-efficacy

Self
-management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Health literacy 1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080
(.424) 1

No. 2
(Timeline)

.269
(.006**)

.296
(.003**) 1

No. 3
(Personal control)

-.126
(.206)

.139
(.165)

-.039
(.699) 1

No. 4
(Treatment control)

-.162
(.103)

.218
(.028*)

.006
(.949)

.443
(<.001**) 1

No. 5
(Identity)

.071
(.481)

.384
(<.001**)

.032
(.751)

.080
(.427)

.274
(.005**) 1

No. 6
(Illness concern)

-.041
(.683)

.475
(<.001**)

.347
(<.001**)

.049
(.624)

.168
(.091)

.393
(<.001**) 1

No. 7
(Coherence)

-.024
(.811)

.267
(.007*)

.077
(.441)

.020
(.838)

.066
(.507)

.377
(<.001**)

.240
(.015*) 1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052
(.603)

.453
(<.001**)

.116
(.244)

.102
(.306)

.313
(.001**)

.361
(<.001**)

.599
(<.001**)

.227
(.022*) 1

Self-efficacy .052
(.605)

.209
(.035*)

-.177
(.075)

.454
(<.001**)

.233
(.018*)

.178
(.073)

-.017
(.864)

.106
(.290)

.054
(.589) 1

Self-management .238
(.016*)

.001
(.989)

.083
(.409)

.154
(.121)

.034
(.736)

.019
(.852)

-.043
(.667)

.066
(.509)

-.032
(.750)

.292
(.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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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7>과

같다.

앞서 일변량 분석을 통해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자가관리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가관리를 종속변수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문해력 및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명목변수인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은 215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회귀모형의 독립성과 등분산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 그림(Residual plot)을

확인하였고, 정규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잔차의 정규확률도(Normal

probability plot)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모형의 독립성, 등분산성 및

정규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성선(multi-colinearity)을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가 0.1 미만인 변수는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는 10 미만이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099, p=.021)인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8.6%였다.



- 40 -

Table 7. Factors influencing Self-management

(N=102)

Tolerance: .527~.923, VIF: 1.083~1.896

Reference Group: Education - Lower than middle school, Monthly

income - < 215 (10,000 KRW)

Note: *p<.05

Variables β S.E t p

(Constant) 3.138 .480 6.544 <.001

Education

High school .252 .174 1.448 .151

Higher than university .341 .188 1.813 .073

Monthly income .147 .143 1.025 .308

Health literacy .032 .041 .769 .444

Self-efficacy .099 .042 2.339 .021*

R2=.186, Adjusted R2=.144, F=4.3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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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의 수준을 확인하고, 자가관리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재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여 간호실무에 적용 가능한 자가관리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1)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문해력은 평균 10.17점으로 총점 12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건강문해력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련 용어 영역은 평균 4.58점(5점 만점), 이해 및 계산 영역은 5.59점(7점

만점)으로 나타나 건강관련 정보를 이해하거나 계산하는 능력이 건강관련

용어를 아는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은 뇌졸중 노인 환자 9.26점(박영남,

김철규, 2019), 심부전 노인 환자 7.16점(신경민, 추상희, 장연수, 강석민, 2016)

보다 높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각각 73세, 75세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 14%인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30.4%로 고학력 비율이 높아 건강문해력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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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대상자와 비슷한 연령, 학력수준을 나타낸 심부전

환자 대상 연구(Lee & Park, 2018)에서는 건강문해력 평균 점수가 8.5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문해력 수준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문해력을 비교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건강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문해력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신경민 등, 2016; 정정희, 김정순,

2014; 조영문, 서연희, 박미정, 2018; Lee, Lee, & Chang, 2018; Lee & Park,

2018). 본 연구의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37.3%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이들의

건강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하거나 그림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등의 교육자료 및 교육 방법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건강문해력을 비교하면, 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215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경우 건강문해력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정정희, 김정순, 2014; 조영문 등, 2018; Lee et al.,

2018; Lee & Park, 2018;)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건강문해력이 낮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건강문해력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 및 의료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정정희,

김정순, 2014). 따라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문해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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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건강문해력 수준이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것은 대상자들이 중증 질환인 암을 경험하는 환자로,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암환자 건강관리 교육 및 강좌, 개별 또는 보호자

참여형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교육의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최근 2020년대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와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B광역시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정희, 김정순, 2014)에서 건강문해력이 평균 2.1점(6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건강문해력 취약집단과 취약가능성 그룹이 76.1%로

나타난 결과와 농촌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지연, 전경자,

2011)에서 건강문해력이 중간 수준 이하인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자료수집 시행 기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건강문해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지역사회의 노인은 건강문해력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사회의

노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리적 위치와 의료기관의 상이한 등급 등을

고려한 건강문해력 연구가 필요하다.

2) 노인 암환자의 질병인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인식을 살펴보면, 치료적 통제(4번 문항)가

8.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치료가 암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암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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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7.86~8.40점(Zhang et al., 2016), 혈액암 환자 대상 연구에서

8.14점으로(Westbrook, Maddocks, & Andersen, 2016) 높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보아, 암환자들이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와(Nie, Han, Xu,

Huang, Mao, 2018)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Kim, Kim, & Rye, 2019) 대상

연구에서는 치료적 통제(4번 문항)가 7점 정도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암이 삶에 끼치는 영향(1번 문항)이 7.84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나, 암이 자신의 삶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을

보아 질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암환자

대상 선행연구에서는(Westbrook et al., 2016; Zhang et al., 2016) 암이 삶에

끼치는 영향(1번 문항)이 3.82~5.83점 범위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로 본 연구의 대상자

평균 연령인 70.97세보다 낮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암의 지속성(2번 문항)에 대해 5.60점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여 자신의 암이 중간 정도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자신의 암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며, 질병 예후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방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및 생식기암을 가진 환자 대상 연구에서(Zhang et al., 2016)

4.15~5.58점, 혈액암 환자 대상 연구에서(Westbrook et al., 2016) 7.45점,

혈액투석 환자 대상 연구에서(Kim et al., 2019) 6.79~8.04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질병이 갖는 특성에 따라 암의 지속성(2번 문항)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암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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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치료가 도움이 되며, 암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인 암환자들이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희망을 갖도록

정서적 지지간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상자가 생명연장 목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 항암화학요법 레지멘

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인 질병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의 악화로 인한 치료과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완화적 치료단계의

대상자, 방사선 치료경험이 있는 대상자, 질병상태가 악화된 대상자의 경우

질병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윤나영, 2019)와 동반질환이 많을수록,

중증도가 높을수록 질병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유연주, 이주희,

추상희, 최동훈, 2016)를 볼 때,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 목적, 치료의 형태, 치료 과정 및 건강상태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노인 암환자의 자기효능감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6.99점(1~10점)으로 중상 수준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암 생존자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이보경, 이태숙, 김수현,

2019) 7.26점보다 약간 낮았으며, Foster 등(2016)의 실험연구에서 중재 전

기초조사에서의 자기효능감이 6.68~6.69점인 것에 비해 약간 높았다.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4.2세(이보경 등, 2019), 57.8세(Foster

et al., 2016)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노인 암환자들은 중년 암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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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측정도구는 2019년에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제한이 있어, 다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뇌종양 환자의 경우 평균 3.64점(5점 만점)(조숙희, 윤경순, 정신,

2018), 지역사회의 암환자의 경우 평균 3.08점(5점 만점)(박정숙, 오윤정,

2013)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중년에 해당하였으며,

본 연구의 노인 암환자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은 노화와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으며,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효능감 향상 전략 이용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한 노인 고혈압 환자 대상 연구(이은주,

박은아, 2015)에서는 87점(100점 만점), COPD 환자 대상 연구(박수민, 강윤희,

2017)에서는 평균 4.85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보아, 노인

환자 중에서도 질병의 중증도,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 이용

시 대상자의 질병 상태,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항암화학요법 레지멘 변경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변경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혈액암 대상

연구에서 진단 후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김수경, 태영숙,

2016)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조숙희 등, 2018)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대상자의

질병이 진행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Qian & Yuan, 2012). 따라서 대상자의 질병 경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적정 수준을 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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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할 수 있는 전략 마련하여 장기적 관리가 요구되는 노인 암환자의

자기효능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가관리는 평균 4.39점(7점 만점)으로 한 달 동안의

자가관리 수준이 중등도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성인 암환자 대상

연구에서는(윤나영, 2019) 자가관리가 평균 5.10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윤나영(2019)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7.45세로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으므로, 연령으로 인한

자가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가관리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출혈예방 영역이 평균

5.58점, 영양 영역이 평균 5.03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예방

영역이 평균 4.62점, 운동 영역이 평균 4.18점으로 ‘절반 정도 실천함’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이완 영역과 오심․구토 영역은 각각 평균 3.70점,

3.28점으로 중등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윤나영, 2019)

출혈예방 평균 5.16점, 영양 평균 4.80점, 감염예방 평균 4.78점, 운동 평균

4.34점인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오심․구토 영역이 평균

3.74점, 이완 영역이 평균 3.04점으로 중등도 이하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들이 출혈,

감염과 같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관리, 치료 받기에 적절한 신체적 상태

증진을 돕는 영양과 운동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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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스트레스나 정서적 고통 감소를 위한 이완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앞서 본 연구의 질병인식 문항 중 암에 대한

걱정과 암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결과를 고려할 때,

대상자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완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오심․구토 관리는 비약물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보다는 처방약 복용을 통해 관리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약물적

관리 외에도 오심․구토 완화를 위한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 제공이 요구된다.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Lee, Lee, & Chang, 2018) 노인 폐암

환자의 경우 성인 암환자와 비교했을 때 자가관리 점수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보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의 자가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적당한 양의 정보를 포함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규칙적으로

평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자료를 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등 부족한 영역의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자가관리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215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자가관리 수준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혈액암 환자의 자가관리에 관한 연구(김수경, 태영숙, 2016)에서 교육수준,

COPD환자의 약물복용 이행에 관한 연구(박수민, 강윤희, 2017)에서 소득수준,

노인의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정정희, 김정순, 2014)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자가관리 수준의 차이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따라서 노인 암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대상자의 교육수준과 건강문해력을 고려한

교육 개발이 필요하며, 병원 환경 외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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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관리와 건강문해력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심부전 환자 대상(신경민

등, 2016), 노인 암환자 대상(Lee et al., 2018), 대장암 생존자 대상(Husson et

al., 2015) 연구에서도 건강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높다고

밝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건강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와 진료 안내문, 처방전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약 복용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가관리를 높인다고 사료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가 경험하는 부작용의 증상과 대처 및

관리방안은 다양하므로,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에 맞추어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가관리와 자기효능감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암 생존자

대상(이보경 등, 2019), 뇌종양 환자 대상(조숙희 등, 2018), COPD 환자

대상(박수민, 강윤희, 2017), 폐결핵 환자 대상(성연실, 이영휘, 2011)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가관리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에서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방법과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을 포함한 교육 및 간호중재를 마련하는 것이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된다.



- 50 -

3.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099, p=.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강혜연, 구미옥, 2015; 박수민, 강윤희, 2017)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경우에도(김영숙, 태영숙, 2015; 전윤화, 박금자, 2018; Geng et al., 2018; Lou

et al., 2013) 자기효능감이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한 자가관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향상 전략을 활용한 암 수술 후 운동 중재는 폐암 환자의 운동

이행을 증진시켰으며, 증상관리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Hoffman et al.,

2017). 게다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에서도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통해

환자가 자가관리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Lou et al., 2013),

잠재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포함한 암관련 피로 자가관리 중재는 대상자들의

암관련 피로 관리에 효과적임을 밝혔다(Foster et al., 2016). 대장암 환자 대상

연구에서 간호사 주도의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을 통해 자기효능감 향상뿐만

아니라 증상의 중증도, 증상의 방해정도,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중재는 일상적인 간호에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Zhang et al., 2014). Zhang

등(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 주도의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으로는

자가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실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사례를 통한 대리

경험, 자가관리의 이점 및 대상자의 성공 사례에 대한 격려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암환자 대상 연구(김윤선, 태영숙, 정귀임,

2019)에서는 성취 및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전략은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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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유의하였으며, 중재를 제공받은 그룹의 자가관리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관심을 가지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자기효능감을 사정하거나

향상하는 전략을 간호 중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노인 암환자로

일반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노인

암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문해력 및 자가관리 수준이

높은 환자가 많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과 자가관리를

측정한다면, 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지역

및 등급의 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맞춤화된 중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암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진단 시기, 질병 경과 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암을 경험한 기간 및 현재 질병 상태, 대상자가 제공받은 자가관리

교육 횟수 및 형태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질병인식, 자가관리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항암약물치료센터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치료받는 환자들로,

자료수집을 시행한 외래와 병동의 특성상 혼자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건강 및 의료,

병원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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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가관리를 상대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외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일반 병동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문해력과 자가관리 수준의 비교와 자가관리 영향요인 파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및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고려한 자가관리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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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최근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율이 증가하고(국가암정보센터, 2018),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암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암환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변화와

증상에 대한 자가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응급실 환자 중

노인 암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비응급 또는 퇴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하복희, 박정윤, 2017)는 노인 암환자들이 자가관리를 잘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건강문해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자가관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Jerant et al., 2005), 임상 현장에서

노인 암환자에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중재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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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 간호실무,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임상 현장의 간호사로 하여금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 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노인 암환자들의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자가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가관리 실천을 향상하기 위해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문해력의 수준별로 표준화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간호실무의 측면에서, 교육 시행 전에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가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대상자의 질병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노인 암환자 맞춤형 교육 및 간호중재를 제공한다면, 자가관리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수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와 영양사도 자가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타 직군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에 대해 검토,

관리하여 대상자 교육에 있어서 간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가관리 측정도구는 최근

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신 경향과 다양한

증상에 대한 자가관리 영역을 고려한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자가관리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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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해력이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고, 건강문해력과 질병인식이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다양한 등급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문해력을 측정하고,

질병인식이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관련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 다양한

범위의 임상 현장으로의 확산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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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102)

Note: a, b, c – group for Tukey (post-hoc), *p<.05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7.92
±2.16 0.39

(.700)

5.46
±2.93 -0.62

(.536)

6.38
±2.13 -0.51

(.609)

8.34
±1.73 -0.46

(.646)

6.68
±2.56 -1.19

(.238)

6.62
±3.04 -0.67

(.508)

6.29
±2.40 0.37

(.713)

6.20
±2.56 -0.13

(.898)Female 7.70
±3.05

5.84
±2.97

6.62
±2.44

8.51
±2.04

7.30
±2.49

7.03
±2.96

6.11
±2.48

6.27
±2.84

Age(year)

65~69a 8.11
±2.03

0.72
(.488)

5.80
±2.86

0.61
(.545)

6.45
±2.14

1.17
(.315)

8.45
±1.82

0.12
(.891)

6.75
±2.61

0.25
(.783)

6.84
±3.02

0.55
(.581)

5.64
±2.46 3.32

(.040*)
a < c

6.05
±2.52

0.19
(.825)

70~74b 7.82
±2.86

5.71
±2.82

6.16
±2.51

8.29
±1.90

7.13
±2.54

7.00
±2.88

6.37
±2.45

6.32
±2.71

≥ 75c 7.30
±2.79

4.95
±3.35

7.10
±1.83

8.50
±1.82

6.80
±2.51

6.15
±3.25

7.25
±1.92

6.45
±2.89

Spouse

No 6.95
±3.08 -1.46

(.157)

5.58
±3.12 -0.03

(.975)

6.37
±2.39 -0.22

(.827)

7.84
±2.43 -1.17

(.254)

6.63
±2.77 -0.51

(.610)

5.68
±2.69 -1.76

(.082)

5.63
±1.98 -1.19

(.237)

5.16
±2.39 -1.98

(.051)Yes 8.05
±2.33

5.60
±2.91

6.49
±2.22

8.53
±1.66

6.96
±2.50

7.01
±3.03

6.36
±2.50

6.4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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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102)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Education level

Lower than
middle school

7.71
±2.67

0.15
(.865)

5.47
±3.07

0.06
(.943)

6.61
±2.32

0.13
(.878)

8.61
±1.70

0.79
(.458)

6.66
±2.69

1.03
(.361)

6.79
±3.16

0.14
(.873)

6.11
±2.66

1.61
(.206)

6.47
±2.87

0.66
(.520)

High school 8.03
±2.37

5.64
±3.03

6.33
±2.42

8.48
±1.94

7.42
±2.50

6.94
±3.02

5.79
±2.32

6.36
±2.57

Higher than
university

7.81
±2.52

5.71
±2.74

6.45
±1.98

8.06
±1.90

6.65
±2.39

6.55
±2.85

6.84
±2.15

5.77
±2.46

Occupation

Unemployed 7.78
±2.61 -0.50

(.616)

5.87
±2.90 1.97

(.052)

6.45
±2.23 -0.23

(.816)

8.46
±1.83 0.64

(.523)

7.00
±2.49 0.81

(.418)

6.87
±2.91 0.72

(.472)

6.25
±2.41 0.24

(.811)

6.28
±2.71 0.41

(.683)
Employed 8.11

±2.03
4.42
±2.85

6.58
±2.34

8.16
±1.89

6.47
±2.80

6.32
±3.42

6.11
±2.51

6.0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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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102)

Note: **p<.01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onthly income (10,000 KRW)

〈 215 7.28
±2.82 -3.16

(.002**)

5.61
±2.79 0.04

(.972)

6.56
±2.09 0.48

(.635)

8.54
±1.75 0.93

(.354)

6.64
±2.58 -1.28

(.205)

6.74
±2.86 -0.11

(.912)

5.95
±2.31 -1.41

(.163)

6.23
±2.74 0.02

(.985)
≥ 215 8.68

±1.67
5.59
±3.17

6.34
±2.47

8.20
±1.97

7.29
±2.47

6.80
±3.23

6.63
±2.54

6.22
±2.54

Main caregiver

Core family 7.71
±2.54 -1.46

(.146)

5.58
±2.88 -0.19

(.850)

6.39
±2.18 -1.01

(.315)

8.41
±1.80 0.14

(.891)

6.78
±2.53 -1.36

(.178)

6.76
±3.03 -0.08

(.933)

6.31
±2.46 0.98

(.330)

6.16
±2.73 -0.73

(.468)Others or
No caregiver

8.83
±2.13

5.75
±3.44

7.08
±2.64

8.33
±2.15

7.83
±2.59

6.83
±2.86

5.58
±2.02

6.7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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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N = 102)

Note: *p<.05, **p<.01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Cancer Type

Upper GI 7.82
±3.26

0.68
(.606)

5.35
±3.18

0.07
(.990)

6.82
±2.07

0.28
(.889)

9.12
±0.99

1.05
(.386)

7.94
±2.02

1.61
(.178)

7.06
±3.09

1.92
(.113)

7.41
±2.06

1.47
(.219)

6.65
±2.45

1.06
(.382)

Lower GI 7.53
±1.97

5.65
±2.74

6.44
±2.15

8.09
±1.98

6.59
±2.50

5.94
±2.91

5.94
±2.84

5.65
±2.64

Hepato-Biliary
-Pancreatic

8.69
±2.30

5.88
±2.80

6.44
±3.10

8.63
±1.82

7.31
±2.39

7.31
±3.40

6.44
±2.66

6.00
±3.39

Lung 7.47
±2.36

5.47
±2.90

6.00
±1.81

8.40
±1.96

5.87
±2.39

8.27
±2.09

5.67
±1.72

7.20
±2.37

Others 8.00
±2.92

5.60
±3.41

6.60
±2.16

8.15
±2.03

7.00
±3.04

6.35
±3.03

5.95
±1.99

6.30
±2.32

Purpose of Chemotherapy

Curative 7.93
±2.60 0.26

(.793)

4.25
±2.68 -2.93

(.004**)

7.61
±1.85 3.32

(.001**)

8.89
±1.29 2.09

(.040*)

6.79
±2.86 -0.21

(.835)

6.61
±2.85 -0.26

(.796)

6.57
±1.97 0.86

(.394)

6.46
±2.43 0.65

(.517)
Palliative 7.78

±2.50
6.10
±2.90

6.03
±2.24

8.19
±1.98

6.90
±2.42

6.78
±3.07

6.11
±2.58

6.0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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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102)

Note: *p<.05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Type of regimen

Single agent 8.61
±1.82 1.44

(.153)

5.78
±3.42 0.29

(.776)

6.06
±2.13 -0.87

(.388)

8.06
±2.07 -0.88

(.380)

7.28
±2.63 0.69

(.492)

7.28
±2.54 0.80

(.427)

6.67
±1.72 0.85

(.396)

6.33
±1.88 0.24

(.809)
Combination 7.68

±2.61
5.56
±2.84

6.56
±2.26

8.48
±1.79

6.82
±2.53

6.65
±3.09

6.13
±2.54

6.20
±2.79

Oral chemotherapy

Not receiving 8.01
±2.17 1.19

(.264)

5.70
±2.92 1.02

(.310)

6.30
±2.21 -2.33

(.022*)

8.34
±1.88 -1.09

(.280)

6.87
±2.48 -0.39

(.698)

6.82
±2.95 0.51

(.608)

6.18
±2.38 -0.51

(.608)

6.22
±2.66 -0.09

(.926)
Receiving 6.30

±4.50
4.70
±3.09

8.00
±2.00

9.00
±1.25

7.20
±3.19

6.30
±3.56

6.60
±2.88

6.30
±2.71

Home-based chemotherapy

No 8.01
±2.67 1.07

(.289)

5.51
±3.00 -0.45

(.656)

6.53
±2.30 0.40

(.691)

8.60
±1.74 1.68

(.096)

6.97
±2.48 0.43

(.668)

7.13
±2.86 1.90

(.060)

6.26
±2.24 0.25

(.805)

6.53
±2.66 1.81

(.074)
Yes 7.43

±2.05
5.80
±2.80

6.33
±2.11

7.93
±2.00

6.73
±2.73

5.90
±3.19

6.13
±2.84

5.5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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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102)

Note: *p<.05, **p<.01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Experience of regimen change

No 7.33
±2.83 -2.19

(.031*)

4.79
±2.91 -2.79

(.006**)

6.94
±2.05 2.47

(.015*)

8.71
±1.45 1.72

(.089)

6.65
±2.72 -0.79

(.429)

5.90
±2.98 -2.88

(.005**)

6.10
±2.42 -0.78

(.437)

5.87
±2.44 -1.33

(.188)
Yes 8.43

±2.07
6.38
±2.76

5.85
±2.35

8.06
±2.18

7.06
±2.38

7.60
±2.85

6.47
±2.31

6.57
±2.88

Side effect of chemotherapy

Never
experienced

7.55
±2.74 -0.58

(.263)

5.15
±2.83 -0.76

(.449)

6.55
±1.91 0.18

(.860)

8.70
±1.30 0.81

(.421)

6.15
±2.62 -1.48

(.141)

6.55
±2.61 -0.36

(.723)

5.80
±2.31 -0.88

(.382)

6.35
±2.30 0.23

(.816)
Experienced 7.91

±2.46
5.71
±2.96

6.45
±2.32

8.33
±1.94

7.09
±2.51

6.82
±3.10

6.33
±2.45

6.20
±2.74

Comorbidity (Perceived)

No 7.65
±2.87 -0.59

(.557)

5.76
±3.16 0.41

(.682)

6.81
±2.20 1.16

(.248)

8.49
±1.79 0.35

(.728)

6.65
±2.43 -0.76

(.451)

5.84
±2.99 -2.41

(.018*)

6.22
±2.57 -0.03

(.977)

5.81
±2.45 -1.20

(.234)
Yes 7.95

±2.29
5.51
±2.82

6.28
±2.25

8.35
±1.87

7.05
±2.61

7.29
±2.90

6.23
±2.34

6.46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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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llness perception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102)

Note: a, b, c – group for Tukey (post-hoc), *p<.05, **p<.01

Variables

/ Categories

Illness Perception
No. 1

(Consequences)

No. 2

(Timeline)

No. 3

(Personal

control)

No. 4

(Treatment

control)

No. 5

(Identity)

No. 6

(Illness concern)

No. 7

(Coherence)

No. 8

(Emotional

represent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ECOG PS

0a 7.43
±2.69

2.31
(.104)

5.29
±3.04

0.62
(.539)

6.38
±2.46

0.03
(.975)

8.57
±1.63

0.25
(.776)

7.05
±2.91

2.47
(.090)

6.05
±2.97

2.37
(.099)

5.67
±2.73 6.36

(.003**)
a, b < c

6.19
±2.32

0.98
(.379)

1b 7.78
±2.51

5.58
±2.90

6.49
±2.17

8.39
±1.84

6.68
±2.46

6.77
±3.06

6.11
±2.22

6.11
±2.63

2c 9.71
±0.76

6.71
±3.15

6.57
±2.64

8.00
±2.52

8.86
±1.46

8.86
±1.07

9.14
±1.46

7.57
±3.74

Experience of education for self-management (Perceived)

No 7.22
±3.32 -0.92

(.369)

4.44
±2.77 -1.86

(.066)

5.78
±2.58 -1.46

(.149)

8.56
±1.65 0.39

(.698)

7.44
±2.48 1.00

(.321)

6.94
±3.61 0.28

(.781)

6.11
±2.00 -0.22

(.826)

6.11
±3.55 -0.16

(.876)Yes 7.98
±2.30

5.85
±2.92

6.62
±2.15

8.37
±1.88

6.79
±2.56

6.73
±2.88

6.25
±2.51

6.25
±2.44

Setting receiving chemotherapy

Clinic 7.58
±2.63 -2.63

(.011*)

5.55
±2.91 -0.31

(.754)

6.60
±2.16 1.12

(.267)

8.36
±1.84 -0.41

(.681)

6.90
±2.63 -0.02

(.988)

6.51
±3.11 -1.89

(.065)

6.34
±2.67 0.89

(.375)

6.13
±2.69 -0.73

(.467)Ward 8.82
±1.74

5.77
±3.09

6.00
±2.51

8.55
±1.85

6.91
±2.27

7.68
±2.40

5.82
±2.61

6.59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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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관 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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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암생존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암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자가관리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효능감 및 자가관리의 수준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상희 교수의 지도 아래, 일

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장효은 원생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주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의 건강문해력, 질병인식, 자기

효능감이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설문지 직성에 필요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

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정보는 비밀보장이 

유지됩니다.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사항에 대해 절대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의 치

료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참여를 동의하시면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설

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책임 연구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상희 교수

             공동 연구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장효은              

                         (02-2228-3382, jhy218@yuhs.ac) 



- 77 -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이혼      ④ 사별 

4.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떠합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재직     ② 휴직 중    ③ 무직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불교     ⑤ 기타                 

7. 귀하를 포함하여, 귀하에게 도움을 주는 가족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백만원

8. 귀하를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형제 또는 친척

④ 친구           ⑤ 간병인      ⑥ 기타                   

9. 귀하의 현재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10. 귀하는 현재 암의 몇 기에 해당되십니까?               기

11. 귀하는 현재 암 외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① 암 외에 다른 질환 없음.

   ② 암 외에 다른 질환 있음. 질환명(복수 기재 가능):                                   

                                                                                      

12. 귀하가 현재 투여받고 있는 항암제의 약물명은 무엇입니까?

    약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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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①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②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함(보조적 항암화학요법).

③ 완치가 어려워 생명 연장 및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함(고식적 항암화학요법).

④ 기타:                                            

14. 항암치료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항암치료의 요법(레지멘)을 몇 번 바꾸었습니까?

                             회

15. 현재 항암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증상인지 기록해 주십시오.

   ① 부작용 경험 없음.

   ② 부작용 경험 있음. 증상:                                                       

16. 항암치료 관련 자가관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류의 교육입니까?

   ① 교육경험 없음.

   ② 교육경험 있음. 경험이 있으면 해당하는 교육에 V표 해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개별교육                           □ 보호자 참여 교육   

   □ 다른 환자들과 함께 단체교육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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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 설문지>

지난 1개월간 귀하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활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각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대체로 

못했음

약간 

못했음

절반 

했음

약간 

잘했음

대체로 

잘했음

아주 

잘했음

1. 외출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 백혈구가 저하될 때는 음식물을 끓여서 섭취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3.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하루 8컵 이상)을 섭취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4. 배변 후 항문 주위를 깨끗이 씻고 좌욕을 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5.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주 손을 씻고 샤워를 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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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암치료가 후 2-3주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식염수 가글로 입을 헹구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7.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8. 구강점막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섭취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9. 배변 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변비 예방을 위한 운동, 섬유질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및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졌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0. 중심정맥관 관리를 교육 받은 대로 소독하고 관리하였습니까?

     1       2       3       4       5       6       7      해당없음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1.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외출 시 팔이 긴 옷을 입거나 햇빛 차단 크림을 사용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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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구토물이나 대, 소변의 색깔을 살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3.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소량씩 자주 나누어 식사를 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4.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긴장이완, 이미지 요법을 실시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5. 탈수예방과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매일 음료수를 8컵 이상(2000cc) 마셨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6.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기력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였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7. 퇴원 후 집에 있는 동안 운동(산책, 조깅, 등산 등)을 규칙적으로 하였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18. 1주에 3회 약 한시간씩의 운동을 하였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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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긴장 이완, 이미지 요법을 1일 3회 10~15분간 시행하였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0.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머 프로그램, 유머 책 혹은 만화책을 보았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1.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칼로리 식사를 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2. 매 식사 시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3.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 매 식사시에 고단백질 음식(곡물, 

콩류, 씨앗류, 생선류, 견과류 등)을 섭취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4. 편식하지 않고 균형지게 영양 섭취를 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25. 항암치료 시작(5-6일)부터 3주후까지 보리차 얼음덩어리를 입안에 자주 물고 있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못했음                 절반 했음                 아주 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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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해력 설문지>

다음은 건강문해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이해하

고 해석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하나만 ○표 하십시오.

Ⅰ. 건강과 관련된 용어 측정입니다.

※ 다음 내용을 읽고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 O표 하십시오.

예문)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및 중증      환자는 사우나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심전도        ② 심장병       (정답: ②)

1.          을 마신 지 2시간 이내인 자는 사우나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술       ② 암

2. 다음은 과체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2-1. 과체중은           이라고도 하며, 

              ① 빈혈   ② 비만

  2-2. 이것은 많은         의 원인이 됩니다.

              ① 질병   ② 독감

  2-3. 비만한 경우 혈압이 올라가는            과

              ① 저혈압  ② 고혈압

  2-4.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는 당뇨병과 같은       에 걸릴 수 있습니다.

        ① 알코올 중독    ② 생활습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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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 정보 이해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 다음 지문을 읽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병원 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의 <진료 안내문>을 읽고 해당 

질문에 적합한 답을 직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00ml의 물을 일반 물컵 (용량: 200ml) 을 사용할 경우,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합니까?           

  정답 :                  

① 2잔      ② 5잔     ③ 7잔      ④ 10잔

                            진료안내문                     심장혈관병원

   등록번호 : 1234567                          주치의 : 허준

   성    명 : 홍길동                            일   자 : 2007-09-08

   진료예약일: 2007년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 (    )에 √ 표시를 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2. 위의 진료 안내문에서 진료 예약일은 언제입니까?  

   정답:         년        월       일

다음 방문 시
가셔야 할 곳

2층 심전도 검사실 (  √  )

1층 심초음파실 (     ) 운동부하 검사실 (     ) 

1층 입원 수속 : 원무가 7번 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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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외래 진료시간표>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외래 진료 시간표>

3. 귀하께서 백내장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려면 진료과는 무엇입니까?

   정답 :                 

  ① 소아청소년과        ② 안과         ③ 피부과             ④ 외과

진료과 진료 의사 진료 분야 월 화 수 목 금

내과
이순신 소화기질환 ●

김보람 호흡기질환 ● ● ●

외과 황 희 위, 간, 담도 ● ● ●

소아청소년과 임선희 소아질환 ● ● ● ● ●

안과 오진주 백내장, 녹내장 ●

피부과 정보배 피부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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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약 처방전>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다음은 <2005년도 건강검진 유질환자 현황>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4. 위의 처방전에 따라 아침 6시에 약을 드셨다면, 다음 약은 몇 시에 드셔야합니까?

  정답 :                  

   ① 오전 10시        ② 오전 12시       ③ 오후 2시        ④ 오후 4시

홍길동                 종양학과            조제일 : 2007-09-08

등록번호: 1234567            연령 : 37세

   1회에 1알씩 하루에 3번 8시간마다 복용하십시오.

 <약품명> 

 페니실린    250mg/1T     3일분   

               

5. 건강검진 후 가장 많이 나타난 질환은 무엇입니까?    정답 :           

  ① 고혈압           ② 간장질환     ③ 당뇨질환         ④ 고지혈



- 87 -

※ 다음은 약품 설명서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용법 • 용량] 이 약은 1회 10~15mg/kg의 용량을 4~6시간 간격으로 필요 시 복용하며, 1일 

최대 5회(75mg/kg)를 넘지 않습니다. 1회의 용량은 몸무게 또는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

다.

6. 만약 귀하께서 8세 어린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1회에 몇 ml를 먹여야합니까?

   정답 :                  

   ① 5ml          ② 7.5ml         ③ 10ml           ④ 12.5ml

연령 몸무게 1회 용량

4~11개월 7.0~9.9kg 2.5ml

12~23개월 10.0~11.9kg 3.5ml

만2세~3세 12.0~15.9kg 5ml

만4세~5세 16.0~20.9kg 7.5ml

만6세~8세 21.0~29.9kg 10ml

만9세~10세 30.0~37.9kg 12.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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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라면 봉지에 있는 영양정보 표시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 영양소 기준치

7. 만약 귀하께서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성분표에서 무엇(성분)을 참고해야 합니까?    

  

  정답 :                  

   

  ① 칼슘           ② 지방          ③ 단백질            ④ 나트륨

영 양 성 분

1회 분량 : 1봉지(120g)
1회 분량 당 함량

총 1회 분량
% 영양소 기준치

열량 450Kcal

탄수화물 66g 20%

단백질 9g 15%

지방 18g 36%

나트륨 1,100mg 31%

칼슘 1,600m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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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인식 설문지>

다음은 귀하의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시각에서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1. 암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많은 

영향 없음                                                         영향 있음

2.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암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영원히

   짧게                                                           

3.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암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절대적으로                                                         매우 많이 

통제 불가함                                                       통제 가능함

4. 당신은 치료가 암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5. 당신은 암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증상들을 경험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많은  

증상 없음                                                          증상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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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은 암을 얼마나 걱정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많이

 걱정 안함                                                          걱정함 

7. 당신은 암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매우 

  이해하지                                                         명확하게

   못함                                                             이해함 

8. 당신의 암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가령, 당신을 화나거나 두렵거나 속상하거나, 혹은 우울하게 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전혀                                                            매우 많은  

영향 받지 않음                                                     영향을 받음

9. 당신이 믿는 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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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설문지>

다음은 질병 관리에 대한 귀하의 자신감 정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점수는 1에서 10까지이며, 전혀 자신이 없을 때 ‘1점’, 매우 자신이 

있을 때 ‘10점’을 의미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신감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 하십시오.

1.

암과 그 치료로 인해 생긴 피로감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지 않도

록 할 수 있다.

 

2.

암과 그 치료로 인해 생긴 신체적 불

편감이나 통증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암과 그 치료로 인해 생긴 정서적인 

괴로움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암과 그 치료로 인해 생긴 다른 증상

이나 건강문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5.

병원에 갈 일을 줄이기 위해서, 암 관

리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들을 할 

수 있다.



- 92 -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6.
암 진단 및 치료의 영향에 대한 정보

를 구할 수 있다.

7.
암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돕고 지지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

8.
암과 그 암 치료로 인해 생긴 문제들

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9.

나는 암과 그 치료로 인해 생긴 문제

에 대해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10.

나는 암과 그 치료로 인해 생긴 문제

에 대해 건강 전문가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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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측정도구 사용 승인

1. 건강문해 측정도구

2. 질병인식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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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ncer Survivors’ Self-efficacy Scale Korean version

4. 자가관리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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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and

Self-Efficacy on Self-Management

among Elderly with Cancer Undergoing Chemotherapy

Jang, Hyo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S : As cancer incidence and cancer survival rates increase and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s increases, the number of elderly with

cancer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Self-management of the health

changes and symptoms caused by chemotherapy is more important in

elderly with cancer than adults of other ages. However, according to one

study, elderly with cancer account for the majority of emergency room

patients and more than half of hospitals’ non-emergency or discharged

patients, proving that elderly with cancer do not seem to be self-managing

wel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xtents of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self-management of elderly with cancer

undergoing chemotherapy.

METHODS :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02 elderly with cance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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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undergoing chemotherapy in a university-affiliated tertiary hospital

from October 2, 2019, to December 24, 2019.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regarding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 Overall, the levels of health literacy, illness perception,

self-efficacy, and self-management were reported as moderate to high in

elderly with cancer undergoing chemotherapy in this study. Participants’

self-managemen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health literacy

(r=.238, p=.016) and self-efficacy (r=.292, p=.003). A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self-efficacy (β=.099, p=.021) to be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on self-management. This regression model accounted for 18.6% of the

varianc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ategies for enhancing

self-efficacy would improve self-management of elderly with canc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nursing interventions to enhance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the self-management level of elderly with cancer undergoing

chemotherap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ailored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examining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in the elderly are needed.

Key words: Aged, Neoplasms, Maintenance chemotherapy, Health

literacy, Perception, Self-efficacy, Self-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