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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

: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에 내원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206명(103쌍)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전환 조건은 PROMIS-29 v2.1, 관

계 적응은 Dyadic Adjustment Scale-7, 장루 적응은 Ostomy Adjustment 

Inventory-2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 검정, 분산분석, 상관계수, 다중 회귀분석과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은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환자의 피로,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이었다.

 2.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은 돌봄 제공자의 주당 자기 부담 

비용, 돌봄 제공자의 우울, 환자의 장루 적응이었다.

 3.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은 관계 적응에 유의하였고(β=-.228, 

p=.021) 환자의 불안은 장루 적응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β=-.523, 

p<.001) 있었다. 관계 적응의 부분 매개 효과를 통해 환자의 불안은 장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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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β=-.478,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88, p=.004). 이 모형의 설명력은 29.8%였다.

 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우울은 관계 적응에 유의하였고(β=-.262, 

p=.008) 장루 적응에도 유의하였다(β=-.536, p<.001). 또, 관계 적응을 

통해 우울은 장루 적응을 부분 매개하였으며(β=-.489, p<.001)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였고(Z=-2.09, p=.036) 설명력은 30.4%였다.

 5.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수면장애는 관계 적응에 유의하였고(β

=-.369, p<.001) 장루 적응에도 유의하였다(β=-.374, p<.001). 환자의 

관계 적응은 수면장애와 장루 적응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고(β=-.301, 

p=.00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Z=-2.53, p=.012) 이 모형의 설명력은 

15.7%였다.

  6.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관계 적응에 유의하였고(β=-.268, p=.006) 돌

봄 제공자의 우울은 장루 적응에 유의하였다(β=-.412, p<.001). 돌봄 제

공자의 우울은 관계 적응을 통해 장루 적응을 부분 매개하였으며(β=-.363,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02, p=.044). 이 모형의 설명력은 

18.4%이었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있어 장루 보유 대장

암 환자의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관계 적응의 매개 효

과를 통해 장루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수

술 초기 장루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환자-돌봄 제공자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

시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우울, 환자의 불안과 수면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심

리적 접근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말 :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 돌봄 제공자, 장루 적응, 관계 적응, 

                 전환, 매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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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대장암은 남성에게는 세 번째로, 여성에게는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의 암이다(Bray et al., 2018).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27,790건으로 전체 암 발생율의 12.5%로 2위를 차지하며 계속 증

가하는 추세의 암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7). 대장암은 조기발견 

및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7). 2011~15년 사이 발생한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6.3%로 

1993~95년의 54.8% 대비 21.5%p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7). 

   대장암의 치료방법은 종양의 위치, 수술 유형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

루조성술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치료법은 식습관, 직업, 여가활동 및 성기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yser et al., 2018). 치료의 일부로 장루조성

술이 필요한 대장암 환자는 장루조성술을 시행 받지 않는 환자에 비해 자존감

이 낮고 우울이나 불안, 자살 충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sen et 

al., 2011; Sun et al., 2013). 장기간 장루를 보유하고 생활하는 대장암 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장루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루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장 기능, 의복 제한, 식이 조절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였

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장루와 관련된 수용 및 이해가 부족한 경우 좌절

을 경험한다고 하였다(Sun et al., 2013).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는 진단, 치료 부작용, 지속적인 외래 방문 및 

회복·재발의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Fitzell & Pakenham, 2010; Turner et al., 

2013; Lim et al., 2017).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 

증상 관리, 약물복용 관리, 재정적 관리, 정서적 지원의 다양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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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된다(Bevans & Sternberg, 2012; Northouse, Katapodi, 

Schafenacker, & Weiss, 2012; Northouse, 2012). 또 돌봄 제공자는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루로 인하여 환자의 돌봄 요구에 맞춰 

장루 관리를 도울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가족 및 직업 역할이나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Fitzell & Pakenham, 2010; Palma, Simonetti, 

Franchelli, Pavone, & Cicolini, 2012; 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 이러한 요인들이 환자 건강상태와 함께 돌봄 제공자의 부담으로 

작용(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하며 환자 간병에 대한 

요구는 수술 후 기간과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간병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aw et al., 2013). 

 건강상태의 변화는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질병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전환 과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Meleis, Sawyer, Im, 

Messias, & Schumacher, 2000). 전환은 건강상태의 변화, 역할 관계, 기대 

또는 능력의 변화를 나타내며, 모든 인간 체계의 필요에 대한 변화이며 전환 

자체가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고, 행동을 변화하게 한다(Meleis, 2010). 

간호사는 전환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돌봄 제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전환을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 경험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돕는다(Meleis et al., 2000).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는 암 치료 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 

외에 변화된 신체상 적응과 장루 관리라는(McMullen et al., 2014; Sun et 

al., 2013) 질병으로의 전환 간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대장암 환자는 치료 과정 동안 우울, 신체 증상, 불안, 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Alacacioglu et al., 2010; 백영애 & 이명선, 

2015; 장희순 & 최은옥, 2016). 또, 치료 과정 중에 사회 및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암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백영애 & 

이명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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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입원 치료 중인 암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집중하며, 암 환자의 통증을 지켜보는 고통을 간병 피로와 

더불어 경험하나, 심적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진주혜 & 

유진희, 2017; Johansen, Cvancarova, & Ruland, 2018). 게다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 때마다 매번 혼자 감당하고 참아 온 힘듦이 누적되어 

있으며 환자 못지않게 암 질병 맥락에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돌봄 

제공자의 신체 건강과 심적 힘듦이 간과되고 있다고 하였다(진주혜 & 

유진희, 2017; 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

 국내 선행 연구는 크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을 진단받고 장루를 보유한 

전환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장루 적응 및 삶의 질(Cha & Baek, 

2009; 김정우 & 류장학, 2001; 김진미 & 박정숙, 2018; 박효미 & 하나선, 

2006; 신지혜, 소향숙, & 김은아, 2017; 양진향, 2012; 오은희 et al., 

2009; 유미수, 2016; 이윤진, 2006; 전수영 & 송영숙, 2017, 신지혜, 

소향숙, & 김은아, 2017), 장루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신체상(Park, Kim, 

Hur, & Kim, 2007; 남선영, 이향규, 김수, & 이령아, 2018; 박승미 & 

김금순, 2009), 교육 및 합병증(Kim et al., 2008; Yeom & Shin, 2017; 

김경미 et al., 2007; 김애란, 2004; 맹진우, 2009; 박승미 & 김금순, 2007; 

김미진, 김정하, & 최영순, 2019) 등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 연구는 돌봄 경험 또는 부담감(Lee 

et al., 2016; 이인정 & 한인영, 2010; 최윤숙, 배주희, 김남희, & 태영숙, 

2016; 최은숙 & 김금순, 2012; 김계숙 & 김진욱, 2018),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와 대처(Choi, 2014; Joo, Sook, & Young, 2012; Kim & Yu, 

2008; Yun et al., 2005; 강경아, 2011; 김은정 & 한정원, 2018; 김혜진, 

2014; 신계영, 2002; 진주혜 & 유진희, 2017; 홍민주, 태영숙, & 노미영, 

2012), 암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차지은 & 이지혜, 202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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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는 대부분 암 환자 

부부를 대상으로 적응과 관계(송승희 & 류은정, 2014; 오순영, 2017; 

오영경, 2018; 이영선 & 이인정, 2013; 이인정, 2011; 차경숙, 유양숙, & 

조옥희, 2012)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으며, 암 환자와 주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와 대처, 삶의 질(김은정 & 한정원, 2018)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함께 연구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 

변화(Mazanec, Sattar, Delaney, & Daly, 2016; Mosher et al., 2017) 

또는 부정적 관련성으로 디스트레스(Fitzell & Pakenham, 2010; Mosher et 

al., 2016; Palma et al., 2012; Weaver, Rowland, Augustson, & Atienza, 

2011; White & Newman, 2016)에 관한 연구 및 두 집단의 디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재 연구 및 체계적 문헌고찰(Atreya et al., 2018; Kayser et 

al., 2018; Shum, Lui, Law, & Fong, 2014)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들의 적응과 돌

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와 부담감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전환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이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기반으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이 관계 적응을 통하여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적응과 지지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장

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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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 관계 적응, 장루 

        적응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관계 적응의 영

      향 요인을 확인한다.

 셋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 (Colorectal cancer patient with stoma)

(1) 이론적 정의

 대장암 치료를 위해 장절제수술 후 문합부 보호를 위해 일시적 또는 영구

적으로 장의 일부를 복부 표면에 노출 시킨 인공항문을 보유한 환자를 의미한

다(Banaszkiewicz et al., 201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진단 후 치료 목적이거나 고식적 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복벽에 인공항문인 회장루조성술, 결장루조성술을 시행 받은 대상자를 

의미한다(남선영, 2016).

2) 돌봄 제공자 (Caregivers)

 (1) 이론적 정의

  배우자, 가족 또는 친구뿐 아니라 암 환자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

는 사람을 의미한다(Shilling, Matthews, Jenkins, & Fallowfiel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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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암 치료 과정뿐 아니라 장루 관리에도 직접적인 지지 및 관

리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구를 의미한다.

3) 장루 적응 (Ostomy adjustment)

 (1) 이론적 정의

  

   장루는 정상적인 대변 배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통해 대변을 체외

로 배설하기 위해 복벽에 구멍을 내어 만든 인공항문을 의미하며 적응은 수정

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에 대한 작은 변화 또는 사람이 행동하거나 생각

하는 방식의 변화이다(Oxford dictionary, 201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immons, Smith, & Maekawa (2009)의 Ostomy 

Adjustment Inventory-23 (OAI-23)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장루에 적응을 잘함을 의미

한다.

4) 관계 적응(Dyadic adjustment)

 (1) 이론적 정의

   관계 적응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일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한 

부부 또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 등 두 사람 간의 적응이다(Carey, Spector, 

Lantinga, & Krauss, 1993; 이민식 & 김중술, 199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관계 적응은 Hunsley, Pinsent, Lefebvre, James-T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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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o (1995)의 관계 적응 척도-7을 조현, 최승미, 오현주, & 권정혜

(2011)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일

치의 정도, 어떤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5) 전환 조건 (Transition condition)

 (1) 이론적 정의

   전환 조건은 건강한 전환의 과정과 전환 결과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개인

적, 지역 사회적, 사회적 조건이다(Meleis, Sawyer, Im, Messias, & 

Schumacher,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전환 조건은 건강한 전환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개

인적 조건으로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29 Profile v2.1의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

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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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루조성술은 중요한 신체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 후 

수면장애, 장루 주위 피부 자극과 같은 장기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가관리의 어려움과 지속적일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Simmons, Smith, Bobb, & Liles, 2007; Vonk-Klaassen, de 

Vocht, den Ouden, Eddes, & Schuurmans, 2016; Ketcher et al., 2020). 

 대장암 환자의 증상 경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Han, Yang, & 

Syrjala, 2020)에서 대장암 환자들은 수술 및 항암 치료 후 소화기계 

증상(복통, 설사, 변비, 변실금, 점액성 변, 오심), 심리적인 디스트레스, 피로, 

신체상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중에서도 정신적 디스트레스는 교육 수준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며, 미혼이나 파트너가 없는 환자가 심한 증상을 

호소하였다(Han, Yang, & Syrjala, 2020).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들은 장루 형성 후 초기에는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조절할 수 없는 대변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호소하며(Sun et al., 2013; 

전수영 & 송영숙, 2017) 퇴원 전에 이루어지는 장루 관리에 대한 두세 번의 

교육으로는 부족함을 경험하며 장루 자체가 더럽고 싫으며 장루 자체가 

비관스러움을 호소하였다(전수영 & 송영숙, 2017). 일상생활에서 공중 

화장실 이용의 불편감, 제한적인 의복 착용과 안전 벨트 착용시 장루의 눌림, 

장거리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Vonk-Klaassen, de Vocht, den 

Ouden, Eddes, & Schuurmans, 2016) 장루에 대한 가족의 수용 및 장루 

관리 능력 및 장루 합병증 문제, 수면에 어려움이 있었다(Sun et al., 2013).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는 불안, 우울, 당혹감, 불확실성,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며(Silva, Santos, Rosado, Galvo, & Sonobe, 2017) 유머, 

극복력을 통해 장루 관리법을 배움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적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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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ylan & Vural, 2017).

 장루 보유 환자는 여러 사람을 만나기 불편하고 두려워하여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꺼려지는 이유는 장루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거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immons, Smith, Bobb, & Liles, 2007).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들의 실질적인 장루 관리뿐 아니라 파트너의 장루에 

대한 정서적 지지 및 변형된 신체상 수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일부 커플에서는 장루로 인한 돌봄 부담감이 증가하고 또 성관계의 부정적 

영향으로 수술 후 관계가 나빠졌다고 보고하였다(Sun et al., 2013). Sun 등 

(2013)의 연구에서 장루 보유자의 적응은 젊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장루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와 가족의 수용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환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가족에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종종 

어렵고 좌절로 인식되어 가족의 지지가 환자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Farzi et al., 2019).

 전수영 & 송영숙(2017)에 따르면, 장루 보유자들에서 장루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루 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이는 자가간호행위를 

촉진 시키고 도움을 주며 심리 사회적 적응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부담감

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 자기 초월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활용하며 주변인의 배려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 시

켜 나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자기 초월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전수영 & 송영숙, 2017).

 반면, 대장암 진단 및 수술과 장루 보유를 경험하면서 내적 성숙을 겪었던 

대상자들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위기로부터 새롭게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비

록 장루를 보유하였으나 장루를 통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성찰할 계기가 되었

고 불행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Mosher 

et al., 2017; Smith, Spiers, Simpson, & Nicholls, 2017).



- 10 -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들의 장루 적응

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통증을 포함한 증상, 우울, 불안, 심리적인 디스트레스, 

피로, 성공적인 장루 자가관리능력, 신체상 만족,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의 수

용 및 지지, 수술 이후의 적응 시간임을 알 수 있다(Brown & Randle, 

2005; Simmons et al., 2007; Sun et al., 2013). 

 또, 환자의 적응을 위해 돌봄 제공자의 수용과 지지가 필수적이고 장루에 

대한 가치, 환자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가족 및 돌봄 제공자에게 이해받음으

로써 환자는 감사함과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적응 및 성장을 하게 된다. 이

에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돌봄 제공자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확인하고 수술 초기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 생존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존자의 신체적, 사회적 및 정서적 안

녕을 돕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McMullen et al., 2014). 암 생존자는 암 치료 후 일상생활 관리 및 암 재

발 모니터링과 같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장루를 보유한 암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는 이와 더불어 장루 관리와 관련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McMullen et al., 2014). 

   대장암 진단 및 치료는 환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게도 충격적인 경험이

며(Shum et al., 2014) 돌봄 제공자는 다른 가족의 지지가 없거나 재정적 부

담이 큰 경우 환자 치료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하였다(Mazzotti, 

Sebastiani, Cappellini, & Marchetti, 2013). 돌봄 제공자의 도움이 가장 필

요한 시기는 치료 초기이며 이 기간동안 돌봄 제공자는 정보나 지원이 충분하

지 못하고 간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을 때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Shaw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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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집에서 환자와 함께 생활하며 환자의 웰빙

과 생존에 중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Al-Daken & Ahmad, 2018).    

돌봄 제공자의 간병 내용은 장루 주머니에서 배설물 내용물 비우기, 피부 자

극 줄이기, 간호사 및 의사에게 도움 요청, 가사 작업 지원, 운전 또는 재정 

관리가 포함된다(McMullen et al., 2014). 장루 관리에 대한 도움은 추가적

인 동반 질환(시력 저하, 탈장, 복부 둘레 및 체중 감소로 인해 장루를 보지 

못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필수적이다(McMullen et al., 2014).

   대장암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 영향요인에 대해 돌봄 제공자 

특성, 환자 특성 및 간병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부담감을 측정한 연구 결과, 

돌봄 제공자 특성으로 나이, 성별, 양육할 아이가 있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 

동반 질환이 돌봄 제공자의 부담과 영향이 있었다(Maguire et al., 2018). 

환자 건강 요인으로 병기, 진단 시점, 장루 보유 여부, 수술 여부, 항암 및 방

사선 치료 여부,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었고 간병 관련 요인으로는 주당 환자

를 간병하는 시간, 주당 개인 부담비용, 진단 이후 수입변화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요인이었다(Maguire et al., 2018).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결정하는 가

장 의미 있는 인자는 환자의 건강상태 특히 장루 보유와 관련이 높았으며 재

정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부담, 일정 조절에 대한 부담, 지원 부족이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Maguire et al., 2018). 특히 장루를 보유한 환자를 간병하

는 돌봄 제공자는 일정 조절에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며 가족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Maguire et al., 2018). 돌봄 제공자는 환자가 장루에 적응하

는 과정 동안 수면장애,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

와 함께 장루 관리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며 또, 개인적인 일정 

조절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Maguire et al, 2018). 지속적인 간

병은 피로와 체력 소실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Al-Daken & Ahmad, 2018). 수면장애는 돌봄 제공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문제이며 환자의 건강 악화, 환자의 복합적인 치료, 재정적 부담과 관련이 있

다(Al-Daken & Ahma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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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적응에 대해 조사한 연구(Fitzell & Pakenham, 2010)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은 디스트레스와 긍정적 적응을 보였고 높은 도전 

의지는 긍정적인 적응과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돌봄 제공자의 적응에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돌봄 제공자는 불면증과 우울증과 함께 심각한 수면 장애(Lee, Yiin, Lin, 

& Lu, 2015; Northouse, Katapodi, Schafenacker, & Weiss, 2012; 

Segrin, Badger, Sikorskii, Crane, & Pace, 2018)를 보고하고 있다. 또, 

돌봄 제공자는 돌봄 부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고 이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Palma et al., 

2012; Girgis, Lambert, Johnson, Waller, & Currow, 2012). 돌봄 

제공자의 부담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특성으로 어린 나이, 여성, 낮은 교육 

수준, 환자와 함께 거주, 환자와 좋지 않은 관계, 높은 불안 및 우울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irgis et al., 2012; Utne, Miaskowski, Paul, & 

Rustoen, 2013).

 노인 암 환자 가족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최윤숙, 배주희, 김남희, & 태영숙, 2016)에서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은 희망 정도, 돌봄 교대자 유무, 지각된 경제 상태, 돌봄 

시간, 대상자의 성별, 실제적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과정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 

(Segrin et al., 2018)에서 유방암 환자의 고통 및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조건이 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스트레스와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는 일관된 양 뱡향 효과를 보여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는 결국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더 커지게 

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또, Segrin 등(2018)의 연구에서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돌봄 변수의 중요한 맥락으로 강조되었으며 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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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들의 기분 장애에 대한 연구(Mazzotti, Sebastiani, 

Cappellini, & Marchetti, 2013)결과, 연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기분 장

애 스크리닝에 양성을 보였으며 10% 이상이 심한 PTSD 수준의 기분 장애를 

그리고 37%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 장애에 양성으로 보고되어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고통의 높은 유병율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돌봄 제공자의 성별 또는 나이 및 건강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Maguire et al., 2018). 더불어, 장루를 보유 

한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 환자의 장루 관리를 

도우면서 더 많은 시간과 체력, 헌신이 요구되는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Maguire et al., 2018).

 환자의 조기 퇴원이 증가함으로써 퇴원 후 회복과 재활이라는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환자에게 회복 전환기 동안 환자는 숙련되고 유능한 돌봄이 

필요하게 되며 이 시기에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병증과 재입원율이 증가한다(Meleis, 2010).

 암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에 관한 연구(차지은 & 이지혜, 

2020)에서 암이라는 질병이 가족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감정을 나누며 적응력을 

높인다고 하여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가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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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Meleis 등(2000) 전환 이론은 중범위 이론으로, 이민 전환, 건강-질병 

전환, 상황적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전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주요 개념은 전환의 본질(nature of transition), 전환 조건(transition 

conditions: facilitators and inhibitors), 과정 지표(progress indicators), 

결과 지표(outcome indicators), 간호 치료(nursing therapeutics)이다. 

   전환의 본질은 유형(types), 양상(patterns), 속성(properties)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전환의 유형(types)은 출산, 청소년기, 폐경, 노화, 사망과 같은 

발달적 전환, 직업에서의 역할 변화, 가족 상황의 변화(이혼, 배우자의 죽음), 

거주 변화와 같은 상황적 전환, 회복 과정, 퇴원, 만성질환 진단과 같은 건강/

질병으로의 전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같은 조직적인 전환이 있

다. 전환의 양상(patterns)은 단일(single), 다수(multiple), 연속적

(sequential), 동시적(simultaneous), 관계적(related), 비관계적(unrelated)

으로 이루어진다. 전환의 속성은 인식(awareness), 참여(engagement), 변화

와 차이(change and difference), 기간(time span), 결정적 시점과 사건들

(critical points and events)로 구분되며 전환의 속성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전환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이며 전환에 참여하는 정도를 

참여라 하였고 참여는 인식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변화와 차이는 모든 전

환이 변화를 포함하지만 모든 변화가 전환과 관련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변화

는 사람마다 다르다(Meleis, 2010; Meleis et al., 2000).

   전환 조건은 원활한 전환 과정과 건강한 전환 결과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개인적 조건, 지역 사회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의미한다. 개인적 조건은 의

미, 문화적 신념과 태도, 사회경제적 상태, 준비와 지식이 포함된다. (Meleis 

et al., 2000).

   간호 치료(nursing therapeutics)는 전환 과정에 있는 인간의 경험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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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심을 두고 건강한 전환을 목표로 수행되는 간호를 의미하며 전환을 경

험한 후에는 치료적 중재를, 전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방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 치료는 전환에 대한 대상자의 포괄적인 이해와 전환 조건들에 

대한 준비도 사정, 전환에 대한 준비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돕는 교육과 환

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간호 중재, 성공적 전환을 위한 역할보완을 포함한다

(Meleis, 2010; Meleis et al., 2000).

   전환의 결과와 간호 치료의 성취도는 환자의 반응 양상(patterns of 

response)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과정 지표(progress indicator)와 결

과 지표(outcome indicator)로 설명된다. 과정 지표는 연결감(feeling 

connected), 상호작용(interacting), 위치감(location and being situated), 

자신감과 대처능력 개발(Developing confidence and coping)이다(윤선희, 

2012에서 재인용). 연결감은 건강관리 전문가와 편하게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긍정적인 전환의 중요한 요인이다. 상호작용은 전환의 의미와 전환에 

대응하여 발전된 행동이 밝혀지고 명확해지고 인정되는 것이고 위치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감과 대처능

력 개발은 진단, 치료, 회복, 한계가 있는 삶에 내재된 다양한 과정들을 이해

하고 관리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결과 지표는 숙련(mastery), 유동적이

고 통합된 정체성(fluid integrative identities) 이다(윤선희, 2012에서 재인

용). 숙련은 개인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행

동의 숙련된 정도이다. 또, 유동적이고 통합된 정체성은 정체성 재구성의 결과

로 유동적이며 역동적으로 재구성된 전환의 결과이다(Meleis, 2010; Meleis 

et al., 2000).

   전환 간호는 새로운 환경 혹은 변화된 상황에 놓인 환자나 그 가족들이 새

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그 단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 활동을 의미

한다. (Meleis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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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nsition theory framework (Meleis et al., 2000)

   본 연구는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

을 바탕으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환 본질 중 유형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으로 건강-질병 전환 및 상황적 전환이며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전환 양

상은 다수의 복잡하고 관계성 있는 전환이다. 전환의 속성은 대장암을 진단받

고 장루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전환 과정에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변화와 차이가 있으며, 기간은 대장암 수술 후 장루를 

보유하고 적응해 나가는 전체 기간으로 결정적 시점 및 사건은 장루와 관련된 

문제 발생을 해결해 나가는 시점인 수술 후 6개월 이내이다.

   전환 조건은 개인적, 지역 사회적, 사회적 조건으로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

는 개인적 조건으로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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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을 포함하였다.

   간호 치료는 전환 과정에 있는 대상자의 건강한 전환을 목표로 수행하는 

간호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건강한 전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할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같은 중재 방법은 측정하지 

않았다.

   전환 반응 양상 중 과정 지표는 관계 적응을, 결과 지표는 장루 적응을 적

용하였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위한 가설적 모형은 선행 연구

와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토대로 Figur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외생 변수는 신체적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

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으로 구성된 전환 조건으로 하였으며 내생 변수는 장

루 적응으로, 그리고 매개 변수는 관계 적응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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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이 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적응이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전환 조건이 장루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 관계 적응은 전환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3.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Figure 3의 가설적 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은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

           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이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은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

           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이 장루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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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에서의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 전환 조건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과 관계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성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에 내원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를 쌍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선정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첫째,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지 6개월 이내의 성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둘째, 대장암 치료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거나 추후 관리 

       중인 환자와 돌봄 제공자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2) 제외기준

 첫째, 말기암을 진단받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인 환자

 둘째, 장루 외에 요루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대장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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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본 크기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ver.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

석에 필요한 표본 크기 산정은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중간효과 크기 

0.15, 예측 변수 10개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로 최소 199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13부를 제외하고 206명(103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였다.

3. 연구 윤리

   서울 일개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쳐 승인(심의번호: 4-2019-0283)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한 사항을 충분

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또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상자 자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수집된 조사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하였으며 파일은 접근이 제

한된 컴퓨터에 저장하고 파일에 접근 암호를 적용하여 연구자만이 접근하도록

하였고 자료는 연구 종료 3년 후 법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는 전환 조건 29문항, 관계 적응 7문항, 장루 

적응 23문항, 일반적 특성 7문항의 총 6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돌봄 제

공자는 전환 조건 29문항, 관계 적응 7문항, 장루 적응 23문항,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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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문항인 총 7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 개발자 및 번역자에게 도구 사용

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20분 

내외였다.

1) 전환 조건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은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29 Profile v2.1 (Cella et al., 2010)의 29문항을 도구 개발자 

및 번역자에게 사용승인을 허락받고 사용하였다. PROMIS-29 Profile v2.1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신체 기능 4문항, 사회적 역할과 활동 4문항, 불안 4문항, 우울 

4문항, 피로 4문항, 수면장애 4문항, 통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증 5

문항 중 1문항은 통증 강도로 0점인 “ 통증 없음”부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1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증 강도를 제외한 28문항의 원점수

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50±10인 항목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에 기반을 두고 변환된 T-점수로 사용하였으며 범위는 0~100

점이었다.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 및 사

회적 역할과 활동이 좋음을 의미하고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

한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기능의 경우 T-점수 45 이상은 

정상, 40~44점은 경증, 31~39점은 중등증, 30점 이하는 중증으로 해석하며 

증상의 경우 T-점수 55점 이하는 정상, 56~59점은 경증, 60~69점은 중등

증, 70점 이상은 중증으로 해석한다. 

 Schnall et al., (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4~.96 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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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적응 척도-7 (Dyadic Adjustment Scale-7)

   Hunsley, Pinsent, Lefebvre, James-Tanner, & Vito (1995)의 관계 

적응 척도-7을 조현, 최승미, 오현주, & 권정혜(2011)가 번역한 도구를 저

자 및 역자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DAS-7은 관계 일치도 3문항, 관

계응집도 3문항, 관계 만족 1문항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 동의하

지 않음’ 0점에서‘항상 동의함’ 5점까지 평가하는 6점 척도와‘매우 불행

함’ 0점에서‘완벽하게 행복함’ 6점까지 평가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DAS-7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으면 관계가 불안정한 것을 의미한다. Hunsley et al. (1995)의 도구 신뢰

도는 Cronbach's α=.82 이었으며 조현, 최승미, 오현주, & 권정혜(2011)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7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다.

3) 장루 적응 (Ostomy Adjustment)

 Simmons, Smith, & Maekawa (2009)의 Ostomy Adjustment 

Inventory-23 (OAI-23) 도구를 번역-역번역의 절차를 거쳐 도구 개발자

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며 돌봄 제공자에게 사용할 내용은 수정 보

완하였다. OAI-23은 장루 수용 9문항, 불안한 선입견 5문항, 사회적 참여 4

문항, 분노 2문항, 미분류 3문항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전혀 그렇

지 않다’ 0점에서‘매우 그렇다’ 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장루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4) 일반적 특성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상태, 현재 직업 

상태, 종교, 경제 수준, 교육 수준의 7문항, 질병 관련 특성으로 수술명, 장루 

종류, 병기,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유무는 연구자가 의무기록 열람을 



- 23 -

통해 파악하였다.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상태, 종교, 교육 수준, 

현재 직업 상태, 간병 시간, 주당 자기 부담비용, 진단 이후 수입변화, 양육 

자녀 유무,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 동거 유무, 돌봄 교대자 유무, 만성질환 

여부의 14문항을 포함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였으며 장

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함께 병원 외래를 방문하거나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위해 내원한 돌봄 제공자 중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대

상으로 하여 커플(쌍)로 모집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동안 환자와 돌봄 제

공자가 각각 떨어진 공간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서로의 설문지를 확인하거나 

설문 응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고령 혹은 시력이 좋지 않은 대상자

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어 준 후 응답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참

여한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

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

     건, 관계 적응, 장루 적응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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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과 관계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5)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의 관

     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 Kenny 

     (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 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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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는 총 103쌍(206

명)이었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나이는 평균 62.2±11.45세로 61~70세가 36명

(35%), 51~60세가 26명(25.2%), 71세 이상이 22명(21.4%), 50세 이하

는 19명(18.4%)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68명(66%), 여자 35명(34%)

이었고 종교가 있는 환자는 57명(55.3%)으로 나타났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교육 수준은 고졸 43명(41.8%), 중졸 이하 30명(29.1%), 대졸 이상 

30명(29.1%)이었으며, 결혼한 환자는 81명(78.6%)이었고 직업이 없는 환자

는 85명(82.5%)으로 확인되었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월 평균 가계 수

입은 100만원 미만 39명(37.9%), 200~299만원 19명(18.4%), 300~399

만원 17명(16.5%), 100~199만원 15명(14.6%), 400만원 이상 13명

(12.6%) 순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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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 n(%)

Age 62.2±11.45

≦50 19(18.4)

51-60 26(25.2)

61-70 36(35.0)

≧71 22(21.4)

Gender Male 68(66.0)

Female 35(34.0)

Religion Yes 57(55.3)

No 46(44.7)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30(29.1)

High school 43(41.8)

≧ College 30(29.1)

Marital status Unmarried 22(21.4)

Married 81(78.6)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85(82.5)

Employed 18(17.5)

Monthly income

 (10,000won)
<100 39(37.9)

100~199 15(14.6)

200~299 19(18.4)

300~399 17(16.5)

≧400 13(12.6)



- 27 -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수술 방법은 저위전방절제술이 60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6명(15.5%), 복회음절제술 14명(13.6%), 하트만 수술 13명(12.6%) 순이

다. 수술 방법이 기타인 대상자의 수술 방법은 전장절제술, 결장루 조성술, 

회장루 조성술이었다. 수술 후 개월수는 1개월 27명(13.1%), 2개월 21명

(10.2%), 3개월 15명(7.3%), 4개월 17명(8.3%), 5개월 13명(6.3%), 6

개월 10명(4.9%)으로 평균 2.98개월이었다. 장루 유형은 회장루 65명

(63.1%), 결장루 38명(36.9%)이었다. 병기는 III기가 43명(41.7%)으로 많

았고, 수술 전 또는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84명(81.6%),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48명(4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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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LAR : low anterior resection, APR : abdominoperineal resection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 n(%)

Type of surgery LAR 60(58.3)

Hartmann's Operation 13(12.6)

APR 14(13.6)

Other 16(15.5)

Months after surgery 2.98±1.68

1 27(13.1)

2 21(10.2)

3 15(7.3)

4 17(8.3)

5 13(6.3)

6 10(4.9)

Type of stoma Colostomy 38(36.9)

Ileostomy 65(63.1)

Stage I 8(7.8)

II 28(27.2)

III 43(41.7)

IV 24(23.3)

Chemotherapy Yes 84(81.6)

No 19(18.4)

Radiation therapy Yes 48(46.6)

No 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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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돌봄 제공자의 나이는 평균 51.91±14.33세로 50세 이하가 44명(42.7), 

61~70세가 31명(30.1%), 51~60세가 24명(23.3%), 71세 이상이 4명

(3.9%)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80명(77.7%), 남자가 23명(22.3%) 

이었고 종교가 있는 돌봄 제공자는 67명(65%)이었다. 돌봄 제공자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 45명(43.7%), 고졸 40명(38.8%), 중졸 이하 18명

(17.5%)이었다. 결혼한 돌봄 제공자는 77명(74.8%)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돌봄 제공자가 62명(60.2%)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의 1일 평균 간병

시간은 2시간 이내가 42명(40.8%), 7시간 이상 38명(36.9%), 3~6시간

23명(22.3%)이었으며, 주당 자기 부담비용은 ‘없음’이 43명(41.7%),

10만원 이상 35명(34%), 10만원 미만 25명(24.3%)으로 나타났다. 진단

이후 수입 변화는‘없음’이 68명(66%), ‘감소’31명(30.1%), ‘증가’

4명(3.9%)이었다. 양육 자녀가 있는 돌봄 제공자는 59명(57.3%), 양육할

자녀가 없는 돌봄 제공자는 44명(42.7%)이었고,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48명(46.6%)이었고 배우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는 55명(53.4%)이었다. 환

자와 함께 사는 돌봄 제공자는 78명(75.7%)이었고 함께 살지 않는 돌봄 제

공자는 25명(24.3%)이었다. 돌봄 교대자가 있는 돌봄 제공자는 31명

(30.1%), 돌봄 교대자가 없는 돌봄 제공자는 72명(69.9%) 이었고 만성 질

환이 있는 돌봄 제공자는 38명(36.9%) 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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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103

Variables Categories Mean±SD or n(%)

Age 51.91±14.33

≦50 44(42.7)

51-60 24(23.3)

61-70 31(30.1)

≧71 4(3.9)

Gender Male 23(22.3)

Female 80(77.7)

Religion Yes 67(65)

No 36(35)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18(17.5)

High school 40(38.8)

≧ College 45(43.7)

Marital status Unmarried 26(25.2)

Married 77(74.8)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62(60.2)

Employed 41(39.8)

Hours spent caregiving daily

  (hours/day)

≦2hours 42(40.8)

3~6hours 23(22.3)

≧7hours 38(36.9)

Weekly cost of care 

  (10,000won)

None 43(41.7)

<10 25(24.3)

≧10 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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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Change in income after diagnosis No change 68(66)

Decrease 31(30.1)

Increase 4(3.9)

Children Yes 59(57.3)

No 44(42.7)

Relationship to the patient Spouse 48(46.6)

Non-spouse 55(53.4)

Live with patient Yes 78(75.7)

No 25(24.3)

Presence of shift caregivers Yes 31(30.1)

No 72(69.9)

Comorbid medical conditions Yes 38(36.9)

No 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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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주요 변수 특성

  본 연구 변수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관계

적응, 전환 조건에 대한 기술통계 및 대상자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평균은 45.72±11.65로 중등도 수준

이였고 돌봄 제공자의 평균 54.34±13.68보다 낮았으며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87, p<.00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 평균은 36점 만점에 20.69±6.46으

로 돌봄 제공자의 평균 20.05±6.11보다 높았으나,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73, p=.465).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신체 기능 T-점수는 환자 

42.80±9.24로 경증의 기능 약화를 보였고, 돌봄 제공자의 T-점수 

49.02±8.85는 정상으로 환자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두 그룹 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3, p<.00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T-점수는 44.02±9.62로

경증의 기능 약화를 보였고, 돌봄 제공자의 T-점수 50.88±9.97은 정상

으로 환자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5.03, p<.00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불안은 환자 T-점수 56.30±

10.55로 경증의 증상이 확인되었고 돌봄 제공자 T-점수 53.23±10.29는 

정상으로 환자의 불안 점수가 높아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2.11, p=.036).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우울 T-점수는 54.33±9.26으로 돌봄 제공자의 

T-점수 51.19±9.04보다 높았고,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2.46, p=.015). 우울 T-점수는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 정상 수준

이었다. 



- 33 -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피로 T-점수는 53.06±9.61로 돌봄 제공자의

T-점수 48.30±9.07보다 높았고,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3.65, p<.001). 피로 T-점수는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 정상 수준이

었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수면장애 T-점수는 53.25±7.55로 돌봄 제공자

의 T-점수 52.99±6.28보다 높았으나,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27, p=.791). 수면장애 T-점수는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

정상 수준이었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통증으로 인한 제한 T-점수는 57.59±8.89로

경증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돌봄 제공자의 T-점수 51.19±10.13는 정상으

로 환자의 증상 점수가 높았고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t=4.82, p<.001). 또,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통증 강도의 평균은 

3.32±2.48로 돌봄 제공자의 평균 2.52±2.55보다 높았으며 두 그룹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7, p=.02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을 장루 수용, 불안한

선입견, 사회적 참여, 분노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Table 5).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수용의 평균은 36점 만점에 20.35±6.12

로 돌봄 제공자의 평균 23.72±5.90보다 낮았고,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t=-4.02, p<.00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한 선입

견의 평균은 20점 만점에 8.98±2.32로 돌봄 제공자의 평균 10.60±4.24보

다 낮아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40, p=.001). 장

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사회적 참여의 평균은 16점 만점에 6.34±2.63으로

돌봄 제공자의 평균 7.26±3.50보다 낮았고,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84, p=.005).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분노 평균은 총점

8점에 4.40±1.73으로 돌봄 제공자의 평균 5.10±1.89로 낮아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77, p=.006). 또, 장루 적응에 관한 

세부 문항 중에서‘장루 주머니가 새거나,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날까 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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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신경이 쓰인다’에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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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06  

†T-score

Variables
Possible

Range

Patients(n=103) Caregivers(n=103)
t(p)

M±SD Min. Max. M±SD Min. Max.

Ostomy Adjustment 0~92 45.72±11.65 4 68 54.34±13.68 21 89 -4.87(<.001)

Dyadic Adjustment 0~36 20.69±6.46 6 36 20.05±6.11 4 33 .73(.465)

Transition

  Condition

Physical function† 0~100 42.80±9.24 22.6 57.0 49.02±8.85 26.7 57.0 -4.93(<.001)

Social roles and activities† 0~100 44.02±9.62 27.5 64.2 50.88±9.97 27.5 64.2 -5.03(<.001)

Anxiety† 0~100 56.30±10.55 40.3 81.4 53.23±10.29 40.3 81.4 2.11(.036)

Depression† 0~100 54.33±9.26 41.0 79.3 51.19±9.04 41.0 73.1 2.46(.015)

Fatigue† 0~100 53.06±9.61 33.7 75.8 48.30±9.07 33.7 75.8 3.65(<.001)

Sleep disturbance† 0~100 53.25±7.55 32.0 73.3 52.99±6.28 32 73.3 .27(.791)

Pain interference† 0~100 57.59±8.89 41.6 75.6 51.19±10.13 41.6 75.6 4.82(<.001)

Pain intensity 0~10 3.32±2.48 0 10 2.52±2.55 0 9 2.2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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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stomy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Caregivers

N=206

Variables
Possible

Range

Patients(n=103) Caregivers(n=103)
t(p)

M±SD Min. Max. M±SD Min. Max.

Acceptance 0~36 20.35±6.12 0 33 23.72±5.90 9 36 -4.02(<.001)

Anxious Preoccupation 0~20 8.98±2.32 0 15 10.60±4.24 2 20 -3.40(.001)

Social Engagement 0~16 6.34±2.63 0 13 7.26±3.50 0 16 -2.84(.005)

Anger 0~8 4.40±1.73 0 8 5.10±1.89 0 8 -2.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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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장루 적응, 관계 적응의 차이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장루 적

응, 관계 적응의 차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장루 적

응, 관계 적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루 적응의 차이를 살펴 보

면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3.11,

p=.049) Scheffe's test를 통한 사후분석 결과, 대졸 이상인 환자가 중졸

이하인 환자보다 장루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 적응의 차이는 종교 유

무(t=2.31, p=.023), 교육 수준(F=3.77, p=.026), 결혼 유무(t=-3.11, 

p=.002), 직업 유무(t=-2.02, p=.04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 보다, 대졸 이상인 환자가 중졸 이하

인 환자보다, 결혼을 한 환자가 결혼하지 않은 환자보다, 직업이 있는 환자가

직업이 없는 환자보다 관계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장루 적응, 관계 적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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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in Ostomy Adjustment and Dyadic Adjustm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p⟨.05 **p⟨.01 

Variables Categories

Ostomy Adjustment Dyadic Adjustment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Age ≦50 46.26±9.77 .05

(.985)

19.37±6.22 .45

(.716)51-60 45.81±14.18 21.42±6.60

61-70 45.14±10.52 20.47±6.35

≧71 46.09±12.38 21.32±6.92

Gender Male 46.48±11.51 1.06

(.293)

20.47±6.60 -.48

(.634)Female 44.03±11.92 21.11±6.25

Religion Yes 45.88±12.33 .153

(.879)

21.98±6.53 2.31

(.023*)No 45.52±10.90 19.09±6.07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a
41.87±13.38 3.11

(.049*)

c>a

18.73±6.19 3.77

(.026*)

c>aHigh schoolb 45.95±10.70 20.35±6.52

≧ Collegec 49.20±10.24 23.13±6.05

Marital

  status

Unmarried 42.23±14.29 1.60

(.114)

17.05±5.53 -3.11

(.002**)Married 46.67±10.74 21.68±6.37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44.87±11.08 -1.62

(.109)

20.11±6.48 -2.02

(.046*)Employed 49.72±13.69 23.44±5.75

Monthly

  income

 (10,000won)

>100 43.38±11.19 2.00

(.100)

18.90±6.33 2.22

(.073)100~199 45.60±14.75 19.07±5.71

200~299 46.42±11.29 23.05±7.04

300~399 44.41±9.39 22.53±5.49

≦400 53.54±10.40 22.0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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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 : low anterior resection, APR : abdominoperineal resection
*p⟨.05 **p⟨.01 

Variables Categories

Ostomy Adjustment Dyadic Adjustment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Type of

  surgery

LAR 45.58±10.05 .15

(.929)

20.50±6.07 2.37

(.075)Hartmann's  

  Operation

45.69±10.70 19.77±6.02

APR 46.93±10.70 18.36±4.50

Other 44.38±18.21 24.19±8.58

Months of

  surgery

1 46.74±9.28 .079

(.995)

21.11±4.78 .46

(.805)2 44.90±10.28 21.86±7.47

3 45.53±13.93 19.00±7.08

4 46.12±15.75 19.65±8.18

5 45.31±9.46 20.77±4.94

6 44.80±13.70 21.30±6.55

Type of

  stoma

Colostomy 46.00±13.07 .19

(.852)

19.45±6.67 -1.50

(.137)Ileostomy 45.55±10.85 21.42±6.28

Stage I 49.25±10.89 1.41

(.852)

18.50±2.14 .47

(.705)II 48.32±10.34 20.32±7.35

III 45.23±10.33 20.88±5.14

IV 42.38±14.88 21.50±8.34

Chemotherapy Yes 45.15±12.13 1.03

(.304)

20.42±5.56 -.20

(.842)No 48.21±9.12 20.75±6.68

Radiation

  therapy

Yes 45.88±9.59 -.13

(.899)

20.87±7.23 .31

(.759)No 45.58±13.29 20.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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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루 적응, 관계 적응의 차이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루 적응, 관계 적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루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당 자기 부담비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F=3.32, p=.043), 주당 자기 부담비용이 있는 돌봄 제공자가 주당

자기 부담비용이 없는 돌봄 제공자보다 장루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 적응의 차이는 성별(t=-2.01, 

p=.047), 환자와의 관계(t=2.27, p=.026), 환자와의 동거 유무(t=2.60, 

p=.01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

자가 비배우자 보다, 환자와 함께 사는 경우 관계 적응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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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Ostomy Adjustment and Dyadic Adjustm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103

*p⟨.05 **p⟨.01 

Variables Categories

Ostomy Adjustment Dyadic Adjustment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Age ≦50 56.91±12.44 2.62

(.055)

20.02±6.25 .68

(.568)51-60 57.13±15.68 20.92±6.83

61-70 49.32±12.38 19.90±5.34

≧71 48.25±16.30 16.25±6.29

Gender Male 55.30±15.07 .38

(.703)

17.83±6.52 -2.01

(.047*)Female 54.06±13.34 20.69±5.87

Religion Yes 52.75±13.78 1.63

(.107)

19.87±6.3 -.41

(.681)No 57.31±13.16 20.38±5.79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50.28±10.86 1.38

(.256)

19.22±5.43 1.49

(.230)
High

 school

53.78±15.64 19.10±6.50

≧ College 56.47±12.63 21.22±5.94

Marital

  status

Unmarried 57.19±11.15 1.23

(.220)

18.81±6.42 -1.20

(.233)Married 53.38±14.37 20.47±5.98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54.02±13.01 -.29

(.769)

20.08±5.96 .07

(.948)Employed 54.83±14.79 20.00±6.40

Hour spent

  caregiving

  daily

 (hours/day)

≦2hours 51.74±13.07 1.43

(.244)

18.62±5.57 1.21

(.310)3~6hours 57.30±15.41 21.26±5.71

≧7hours 55.42±13.08 20.89±6.71

Weekly cost 

  of care

(10,000won)

None 51.65±13.16 3.32

(.043*)

20.40±6.34 .32

(.726)<10 52.44±13.24 19.20±6.01

≧10 59.00±13.76 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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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Variables Categories

Ostomy Adjustment Dyadic Adjustment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Change in

  income

  after

  diagnosis

No change 55.07±14.20 .89

(.413)

19.78±6.24 1.69

(.190)
Decrease 42.00±10.91 19.94±5.93

Increase 60.00±23.54 25.50±2.65

Children Yes 53.08±15.62 1.08

(.283)

20.80±6.00 1.45

(.151)
No 56.02±10.47 19.05±6.18

Relationship  

  to the

  patient

Spouse 51.33±14.37 -.68

(.498)

21.48±5.82 2.27

(.026*)
Non-spouse 53.07±11.60 18.80±6.13

Live with 

  patient

Yes 55.59±14.43 1.96

(.055)

20.91±6.14 2.60

(.011*)
No 50.44±10.29 17.36±5.27

Presence of 

  shift

  caregivers

Yes 54.16±13.09 -.09

(.931)

20.68±6.63 .68

(.496)
No 52.42±14.01 19.78±5.90

Comorbid

  medical

  conditions

Yes 53.82±15.27 .282

(.779)

19.79±6.70 .33

(.744)
No 54.65±12.77 20.2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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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관계 적

응 및 전환 조건의 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변수들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환자의 신체 기능(r=.361, 

p<.001), 사회적 역할과 활동(r=.356, p<.001), 관계 적응(r=.312, p<.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환

자의 불안(r=-.523, p<.001), 우울(r=-.536, p<.001), 피로(r=-.478, 

p<.001), 수면장애(r=-.374, p<.001), 통증으로 인한 제한(r=-.387,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은 환자의 신체 기능이 좋을수록,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이 좋을수록, 환

자의 관계 적응이 좋을수록 장루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환자의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

로 인한 제한 증상이 심할수록 장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은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r=.247, 

p<.05), 관계 적응(r=.280, p<.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돌봄 제공자

의 불안(r=-.289, p<.01), 우울(r=-.412, p<.001), 피로(r=-.225, 

p<.05)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은 돌봄 제공자

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및 관계 적응이 좋을수록 장루에 잘 적응하고 돌봄

제공자의 불안, 우울, 피로가 심할수록 장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9).

  또,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r=.207, p<.05),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r=.410, p<.001)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고 돌봄 제공자의 우울(r=-.216, p<.05)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한편,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

(r=.238, p<.05)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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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 p<.05), 장루 보유자의 우울(r=-.214, p<.05)과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즉,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과 장루 적응이 좋을수록 장루에 잘 적응하고 돌봄 제공자의 우울이 심

할수록 장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

응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이 좋을수록 장루에 잘 적응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 우울이 심할수록 장루에 적응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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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of the Measured Variabl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p<.05, **p<.01, ***p<.001

Variables
Patients

1 2 3 4 5 6 7 8 9

Patients  

1. Physical Function

2. Social Role and Activity .327**

3. Anxiety -.433*** -.213*

4. Depression -.387*** -.145 .805***

5. Fatigue -.526*** -.239* .594*** .598***

6. Sleep Disturbance -.229* -.297** .363*** .331*** .284**

7. Pain Interference -.552*** -.188 .303** .290** .464*** .222*

8. Dyadic Adjustment .115 .117 -.228* -.262** -.161 -.369*** -.233*

9. Ostomy Adjustment .361*** .356*** -.523*** -.536*** -.478*** -.374*** -.387***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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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 of the Measured Variables of Caregivers

N=103 

*p<.05, **p<.01, ***p<.001

Variables
Caregivers 

1 2 3 4 5 6 7 8 9

Caregivers 

1. Physical Function

2. Social Role and Activity .281**

3. Anxiety -.454*** -.491***

4. Depression -.360*** -.579*** .756***

5. Fatigue -.417*** -.580*** .473*** .666***

6. Sleep Disturbance -.279*** -.321** .253* .356*** .566***

7. Pain Interference -.574*** -.409*** .408*** .498*** .514*** .377***

8. Dyadic Adjustment .160 .187 -.139 -.268** -.211* -.251* -.206*

9. Ostomy Adjustment .102 .247* -.289** -.412*** -.225* -.047 -.144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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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 of the Measured Variabl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Caregivers

N=206

*p<.05, **p<.01, ***p<.001 

 
Patients

1 2 3 4 5 6 7 8 9

Caregivers 

.094 -.200* .012 .006 -.069 -.066 -.241* .020 .0531. Physical Function

2. Social Role and Activity .062 .121 -.141 -.097 -.211* -.032 -.058 -.020 .032

3. Anxiety -.044 .011 .284** .191 .210* .102 .086 .045 -.189

4. Depression -.052 .063 .211* .210* .222* .127 .141 -.040 -.216*

5. Fatigue -.150 .098 .202* .203* .290** .117 .253* .042 -.111

6. Sleep Disturbance -.042 .003 .076 .169 .129 .155 .173 -.069 -.114

7. Pain Interference -.058 .129 .084 .024 .117 .163 .309** -.077 -.125

8. Dyadic Adjustment .047 -.001 -.144 -.169 -.054 -.269** -.175 .623*** .207*

9. Ostomy Adjustment .093 .114 -.200* -.214* -.063 -.052 -.177 .238*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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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명목 변수는 더미 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독립 변수는 차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장루 보유 대

장암 환자의 교육 수준)와 주요 변수(전환 조건, 관계 적응)로 정하였다. 환

자의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제공자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주요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908로 독립 변수들 간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or, VIF)는 1.467~4.190

으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4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5.2%로 나타났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이 활발할수록(β=.22, p=.016), 환자의 피로가

심하지 않을수록(β=-.23, p=.044),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수록(β=-.22, p=.041), 돌봄 제공자가 장루에 잘 적응할 수

록(β=.29, p=.001) 환자가 장루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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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Ref. : Reference, SE : Standard Error,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Factors B SE β t p VIF

Constant 86.06 21.72 3.96 .000

Education Level 

(Ref. Middle school)
  High school 2.23 2.22 .09 1.01 .317 1.656

  College 1.65 2.52 .07 .65 .515 1.813

Patients

  Physical Function -.04 .13 -.03 -.33 .742 1.971

  Social Role and Activity .27 .11 .22 2.46 .016 1.531

  Anxiety -.10 .16 -.09 -.62 .540 3.868

  Depression -.23 .18 -.18 -1.30 .196 3.608

  Fatigue -.28 .14 -.23 -2.05 .044 2.293

  Sleep Disturbance -.14 .14 -.09 -.98 .331 1.488

  Pain Interference -.10 .14 -.08 -.75 .455 2.012

  Dyadic Adjustment .11 .19 .06 .55 .587 2.152

Caregivers

  Physical Function .05 .14 .04 .37 .710 2.021

  Social Role and Activity -.25 .12 -.22 -2.07 .041 2.032

  Anxiety -.01 .15 -.01 -.08 .940 3.173

  Depression -.11 .19 -.09 -.57 .572 4.190

  Fatigue .13 .17 .10 .76 .448 3.091

  Sleep Disturbance -.10 .18 -.05 -.55 .581 1.699

  Pain Interference -.11 .12 -.10 -.90 .371 2.165

  Dyadic Adjustment -.03 .20 -.01 -.13 .898 1.941

  Ostomy Adjustment .25 .08 .29 3.29 .001 1.467

R2=.554, Adjusted R2=.452, F=5.4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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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돌봄 제공자의 주당 자기 부담비용)와 주요

변수(전환 조건, 관계 적응)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Durbin-

Watson 1.577로 나타나 오차의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었고 다중공선성

은 VIF 1.330~4.163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30, P<.001), 모형의 설명

력은 30%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은 돌봄 제공자의 주당 자기

부담비용이 10만원 이상일수록(β=.22, p=.024), 돌봄 제공자의 우울 증상

이 경할수록(β=-.40, p=.021), 환자의 장루 적응이 좋을수록(β=.38, 

p=.002) 장루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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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of Caregivers 

N=103

Ref. : Reference, SE : Standard Error,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Factors B SE β t p VIF

Constant 3.16 3.11 .10 .919

Weekly cost of care

 (Ref. None)
  <10(10,000won) 3.39 3.08 .11 1.10 .275 1.330

  ≧10(10,000won) 6.33 2.75 .22 2.30 .024 1.337

Caregivers

  Physical Function .00 .18 .00 .01 .991 1.962

  Social Role and Activity .18 .17 .13 1.12 .267 2.101

  Anxiety .10 .20 .07 .49 .624 3.214

  Depression -.60 .26 -.40 -2.35 .021 4.163

  Fatigue -.11 .22 -.07 -.50 .617 3.038

  Sleep Disturbance .35 .23 .16 1.51 .136 1.650

  Pain Interference .14 .16 .10 .83 .407 2.123

  Dyadic Adjustment .22 .26 .10 .84 .402 1.922

Patients

  Physical Function -.04 .17 -.03 -.26 .793 1.892

  Social Role and Activity .08 .15 .05 .50 .619 1.622

  Anxiety .01 .21 .01 .07 .947 3.742

  Depression -.10 .23 -.07 -.41 .682 3.606

  Fatigue .33 .18 .23 1.78 .079 2.395

  Sleep Disturbance .21 .19 .12 1.14 .259 1.538

  Pain Interference -.16 .18 -.11 -.92 .361 1.933

  Dyadic Adjustment .17 .25 .08 .67 .510 2.094

  Ostomy Adjustment .44 .14 .38 3.26 .002 1.966

R2=.430, Adjusted R2=.300, F=3.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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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영향요인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 영향요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차이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종교 유무,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직업 유무)와 주요 변수(전환 조건)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Durbin-Watson 2.305로 나타나 오차의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었고 다중

공선성은 VIF 1.188~4.121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8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3.2%로 나타났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은 환자의

수면장애 증상이 경할수록(β=-.18, p=.044),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이 

좋을수록(β=.52, p<.001) 환자의 관계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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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Factors Influencing Dyadic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Ref. : Reference, SE : Standard Error,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Factors B SE β t p VIF

Constant 16.24 12.03 1.35 .181

Religion(Ref. No) 1.06 1.13 .08 .94 .351 1.380

Education level 

 (Ref. Middle school)
  High School .19 1.35 .02 .14 .886 1.913

  College 1.72 1.45 .12 1.19 .237 1.875

Marital status

 (Ref. Unmarried)

1.06 1.43 .07 .75 .459 1.483

Employment status

 (Ref. Unemployed)

1.15 1.38 .07 .83 .408 1.188

Patients

  Physical Function -.05 .07 -.07 -.67 .504 1.995

  Social Role and Activity .01 .06 .01 .11 .910 1.583

  Anxiety -.09 .09 -.14 -.94 .349 4.121

  Depression -.05 .10 -.07 -.47 .638 3.908

  Fatigue .08 .08 .02 1.03 .307 2.257

  Sleep Disturbance -.16 .08 -.18 -2.05 .044 1.422

  Pain Interference -.08 .08 -.11 -1.04 .300 1.998

Caregivers

  Physical Function -.00 .08 -.00 -.02 .985 2.053

  Social Role and Activity -.00 .07 -.00 -.03 .974 2.183

  Anxiety .07 .08 .11 .79 .434 3.179

  Depression .00 .11 .01 .07 .944 4.080

  Fatigue .10 .10 .14 1.08 .286 3.157

  Sleep Disturbance .05 .10 .05 .52 .606 1.656

  Pain Interference -.08 .08 -.11 -10.4 .300 1.998

  Dyadic Adjustment .55 .10 .52 5.77 .000 1.437

R2=.543, Adjusted R2=.432, F=4.8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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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영향요인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성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동거 유무)와

주요 변수(전환 조건)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Durbin-Watson

1.723로 나타나 오차의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었고 다중공선성은 VIF

1.288~4.412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2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은 환자의 관계 적응이

좋을수록(β=.56, p<.001)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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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actors Influencing Dyadic Adjustment of Caregivers       

N=103

Ref. : Reference, SE : Standard Error,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Factors B SE β t p VIF

Constant 21.42 11.48 1.87 .065

Gender(Ref. Male) 1.31 1.24 .09 1.06 .293 1.288

Relationship to the Patient

 (Ref. Non-spouse)

2.05 1.16 .17 1.77 .081 1.627

Live with Patient (Ref. No) 1.55 1.26 .11 1.23 .221 1.406

Caregivers

  Physical Function .01 .07 .01 .12 .904 2.064

  Social Role and Activity .06 .07 .09 .86 .390 2.010

  Anxiety .23 .08 .05 .33 .740 3.291

  Depression -.17 .11 -.25 -1.57 .120 4.412

  Fatigue .00 .09 .00 .04 .968 3.452

  Sleep Disturbance -.12 .09 -.13 -1.32 .190 1.638

  Pain Interference .06 .07 .10 .87 .387 2.156

Patients

  Physical Function -.05 .07 -.08 -.75 .457 1.975

  Social Role and Activity -.08 .06 -.13 -1.36 .179 1.604

  Anxiety -.01 .08 -.01 -.09 .932 3.798

  Depression .05 .09 .08 .57 .569 3.556

  Fatigue -.01 .07 -.01 -.10 .921 2.346

  Sleep Disturbance -.03 .07 -.04 -.42 .674 1.462

  Pain Interference -.05 .07 -.08 -.71 .478 2.007

  Dyadic Adjustment .53 .08 .56 6.33 .000 1.410

R2=.531, Adjusted R2=.430, F=5.28, P<.001



- 56 -

7.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

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이 전환 조건과 장루 적

응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 (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매개 효

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먼저 1단계로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변수가 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단계로 매개 변수인 관계 적응을 회귀모형에서 

제외하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동시에 종속 변수에 회귀하여 분석하

였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안, 우울, 피

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과 장루 적응 간의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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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 and Ostomy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N=103

DA=Dyadic Adjustment; OA=Ostomy Adjustment

Steps B β t(p) Adj.R2 F(p)

1. Physical Function→DA .081 .115 1.17

(.247)

.003 1.36

(.247)
2. Physical Function→OA .463 .367 3.96

(<.001)

.126 15.72

(<.001)
3. Physical Function, DA→OA .191 13.03

(<.001)
   Physical Function→OA .424 .336 3.75

(<.001)
   DA->OA .487 .270 3.01

(.003)

Sobel test: Z=1.10, p=.269

1. Social role and activity→

     DA

.079 .117 1.19

(.239)

.004 1.40

(.239)
2. Social role and activity→

     OA

.431 .356 3.83

(<.001)

.118 14.64

(<.001)
3. Social role and activity, 

     DA→OA

.183 12.42

(<.001)
   Social role and activity→

     OA

.393 .324 3.60

(.001)
   DA->OA .489 .271 3.01

(.003)

Sobel test: Z=1.12,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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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yadic Adjustment; OA=Ostomy Adjustment

Steps B β t(p) Adj.R2 F(p)

1. Anxiety→DA -.140 -.228 -2.35

(.021)

.043 5.54

(.021)
2. Anxiety→OA -.578 -.523 -6.17

(<.001)

.267 38.10

(<.001)
3. Anxiety, DA→OA .298 22.65

(<.001)
   Anxiety→OA -.528 -.478 -5.61

(<.001)
   DA->OA .361 .200 2.35

(.021)

Sobel test: Z=-2.88, p=.004

1. Depression→DA -.183 -.262 -2.73

(.008)

.059 7.43

(.008)
2. Depression→OA -.675 -.536 -6.39

(<.001)

.281 40.77

(<.001)
3. Depression, DA→OA .304 23.32

(<.001)
   Depression→OA -.616 -.489 -5.71

(<.001)
   DA->OA .326 .181 2.11

(.037)

Sobel test: Z=-2.09, p=.036

1. Fatigue→DA -.041 -.061 -.62

(.540)

.004 .38

(.540)
2. Fatigue→OA -.579 -.478 -5.47

(<.001)

.221 29.90

(<.001)
3. Fatigue, DA→OA .293 22.14

(<.001)
   Fatigue→OA -.559 -.461 -5.24

(<.001)
   DA→OA .506 .281 3.37

(.001)
Sobel test: Z=-0.60, 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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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yadic Adjustment; OA=Ostomy Adjustment

Steps B β t(p) Adj.R2 F(p)

1. Sleep Disturbance→DA -.316 -.369 -.399

(<.001)

.128 15.92

(<.001)
2. Sleep Disturbance→OA -.576 -.374 -4.05

(<.001)

.131 16.39

(<.001)
3. Sleep Disturbance, DA

     →OA

.157 10.49

(<.001)
  Sleep Disturbance→OA -.464 -.301 -3.07

(.003)
   DA->OA .357 .198 2.02

(.046)

Sobel test: Z=-2.53, p=.012

1. Pain Interference→DA -.169 -.233 -2.41

(.018)

.045 5.81

(.018)
2. Pain Interference→OA -.516 -.394 -4.31

(<.001)

.147 18.55

(<.001)
3. Pain Interference, DA→OA .189 12.90

(<.001)
   Pain Interference→OA -.446 -.340 -3.71

(<.001)
   DA->OA .414 .229 2.50

(.014)

Sobel test: Z=-1.94, p=.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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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은 관계 적응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고

(β=-.228, p=.021) 환자의 불안은 장루 적응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

다.(β=-.523, p<.001). 관계 적응은 환자의 불안과 장루 적응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고(β=-.478,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Z=-2.88, p=.004) 이 모형의 설명력은 29.8% 이었다(Figure 4).

Figure 4.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Anxiety 

           and Ostomy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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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우울은 관계 적응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고

(β=-.262, p=.008) 장루 적응에도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다(β=-.536

, p<.001). 또, 관계 적응은 환자의 우울과 장루 적응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고(β=-.489,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09, 

p=.036). 이 모형의 설명력은 30.4% 이었다(Figure 5).

Figure 5.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Depression

          and Ostomy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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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수면장애는 관계 적응에 영향 관계가 있었고(β

=-.369, p<.001), 수면장애는 장루 적응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다

(β=-.374, p<.001). 관계 적응은 환자의 수면장애와 장루 적응에 부분 매

개 효과가 있었고(β=-.301, p=.00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53, p=.012). 이 모형의 설명력은 15.7% 이었다(Figure 6).

Figure 6.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Sleep 

           Disturbance and Ostomy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 기능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

과는 없었다(Z=1.10, p=.269).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은 장루 적응과의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Z=1.12, p=.26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피로와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Z=-0.60, p=.548).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통증으로 인한 제한은 관계 적응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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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고(β=-.233, p=.018), 통증으로 인한 제한은 장루 적응에 유

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다(β=-.394, p<.001). 관계 적응은 통증으로 인한

제한과 장루 적응에 매개 효과가 있었으나(β=-.340,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1.94, p=.052).

2)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돌봄 제공자의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

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과 장루 적응 간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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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 and Ostomy Adjustment of Caregivers

N=103

DA=Dyadic Adjustment; OA=Ostomy Adjustment

Steps B β t(p) Adj.R2 F(p)

1. Physical Function→DA .110 .160 1.63

(.107)

.016 2.65

(.107)
2. Physical Function→OA .158 .102 1.04

(.303)

.001 1.07

(.303)
3. Physical Function, DA→OA .063 4.46

(.014)
   Physical Function→OA .092 .059 .610

(.543)
   DA->OA .606 .271 2.79

(.006)

Sobel test: Z=1.42, p=.157

1. Social role and activity→

     DA

.115 .187 1.92

(.058)

.026 3.67

(.058)
2. Social role and activity→

     OA

.339 .247 2.56

(.012)

.052 6.57

(.012)
3. Social role and activity, 

     DA→OA

.100 6.67

(.002)
   Social role and activity→

     OA

.277 .202 2.11

(.037)
   DA->OA .543 .242 2.53

(.013)

Sobel test: Z=1.60,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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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yadic Adjustment; OA=Ostomy Adjustment

Steps B β t(p) Adj.R2 F(p)

1. Anxiety→DA -.083 -.139 -1.41

(.161)

.010 2.00

(.161)
2. Anxiety→OA -.384 -.289 -3.03

(.003)

.074 9.19

(.003)
3. Anxiety, DA→OA .125 8.28

(<.001)
   Anxiety→OA -.339 -.255 -2.72

(.008)
   DA->OA .548 .245 2.62

(.010)

Sobel test: Z=-1.29, p=.198

1. Depression→DA -.181 -.268 -2.80

(.006)

.063 7.83

(.006)
2. Depression→OA -.623 -.412 -4.54

(<.001)

.161 20.60

(<.001)
3. Depression, DA→OA .184 12.53

(<.001)
   Depression→OA -.548 -.363 -3.91

(<.001)
   DA->OA .409 .183 1.97

(.042)
Sobel test: Z=-2.02, p=.044

1. Fatigue→DA -.142 -.211 -2.17

(.033)

.035 4.69

(.033)
2. Fatigue→OA -.340 -.225 -2.33

(.022)

.041 5.41

(.022)
3. Fatigue, DA→OA .090 6.02

(.003)
   Fatigue→OA -.263 -.174 -1.80

(.074)
   DA→OA .545 .243 2.52

(.013)
Sobel test: Z=-1.73, p=.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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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yadic Adjustment; OA=Ostomy Adjustment

Steps B β t(p) Adj.R2 F(p)

1. Sleep Disturbance→DA -.244 -.251 -2.61

(.011)

.054 6.79

(.011)
2. Sleep Disturbance→OA -.103 -.047 -.047

(.626)

.008 .227

(.626)
3. Sleep Disturbance, DA

     →OA

.061 4.29

(.016)
  Sleep Disturbance→OA .053 .024 .247

(.806)
   DA->OA .641 .286 2.89

(.005)
Sobel test: Z=-1.94, p=.052

1. Pain Interference→DA -.124 -.206 -2.12

(.037)

.033 4.48

(.037)
2. Pain Interference→OA -.194 -.144 -1.46

(.148)

.011 2.13

(.148)
3. Pain Interference, DA→OA .068 4.71

(.011)
   Pain Interference→OA -.121 -.090 -.92

(.361)
   DA->OA .586 .262 2.69

(.009)
Sobel test: Z=-1.71, p=.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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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제공자의 우울과 관계 적응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고

(β=-.268, p=.006)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장루 적응 간에 유의한 영향관

계가 있었다(β=-.412, p<.001). 관계 적응은 돌봄 제공자의 우울과 장루

적응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고(β=-.363,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Z=-2.02, p=.044). 이 모형의 설명력은 18.4% 이었다(Figure 7).

 

Figure 7.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Depression 

          and Ostomy Adjustment of Caregivers

        

  

  돌봄 제공자의 신체 기능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

다(Z=1.42, p=.157).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은 장루 적응과의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Z=1.60, p=.109).

  돌봄 제공자의 불안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

(Z=-1.29, p=.198).

  돌봄 제공자의 피로와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

(Z=-1.73, p=.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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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제공자의 수면장애와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는 없었다

(Z=-1.94, p=.052)

  돌봄 제공자의 통증으로 인한 제한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

과는 없었다(Z=-1.71, p=.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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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은 신체적 기능, 사회적 역할

과 활동, 불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이 장루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이 가설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Z=-2.88, p=.004), 우울

(Z=-2.09, p=.036), 수면장애(Z=-2.53, p=.012)가 관계 적응을 통해 장

루 적응을 부분 매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반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 기능(Z=1.10, p=.269), 사회적 역

할과 활동(Z=1.12, p=.261), 피로(Z=-0.60, p=.548), 통증으로 인한 제한

(Z=-1.94, p=.05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2.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은 신체 기능, 사회적 역할과 활동, 불

안, 우울, 피로, 수면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이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이 가설은 돌봄 제공자의 우울(β=-.363, <.001)이 관계 적응을 통해 장

루 적응을 부분 매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반면, 돌봄 제공자의 신체 기능(Z=1.42, p=.157), 사회적 역할과 활동

(Z=1.60, p=.109), 불안(Z=-1.29, p=.198), 피로(Z=-1.73, p=.083), 

수면장애(Z=-1.94, p=.052), 통증으로 인한 제한(Z=-1.17, p=.088)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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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이 장루 적응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Meleise 등(2000)의 전환 이론

을 기반으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

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관계 적응, 전환 조건의 관

계 및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관계 적응,

전환 조건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본 연구에 참여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점수는 총점 92점

에서 평균 46점이었으며 평균 장루 보유 기간은 3개월이었다. 이는 장루 보

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 도

구로 장루 적응을 보고한 Gautam & Poudel (2016) 연구의 장루 적응 점수 

41점과 중국 장루 보유자의 삶의 질 연구를 시행한 Geng, Howell, Xu, & 

Yuan (2017) 연구의 장루 적응 점수 43점과 비슷한 수준의 장루 적응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장루조성술 후 2년 이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장루 보유자의 사회 심리적 기능을 비교한 

Simmons, Maekawa, & Smith (2011)의 연구에서 장루 적응 점수는 영국 

장루 보유자 53.2점, 일본 장루 보유자 50.3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는 높

았으나 중등도 수준의 장루 적응 점수였다. 이를 통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

에게 있어 장루 적응은 수술 후 6개월 이내뿐 아니라 1~2년의 시간이 지나

도 적응하기 어려운 전환 과정임을 알 수 있었고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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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별 장루 적응의 영향요인을 알아내고 알아낸 요인들을 강화 또는 억제

하는 단계별 간호 중재 개발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점수는 평균 54점으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점수 4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으로 장루 자가관리를 

해야 하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보다 장루 관리를 보조하거나 지지하는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대한 부담이 적게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을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며 기존의 연구가 환자의 장루 적응(Simmons, Smith, Bobb, 

& Liles, 2007; Sun et al., 2013; Lopes & Decesaro, 2014)에 초점을 두

고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확인(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

하거나 돌봄 제공자의 지지(Turner et al., 2013; Kayser et al., 2018; 

Mazanec, Sattar, Delaney, & Daly, 2016)에 관심을 두고 있어 돌봄 제공

자의 장루 적응을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

자와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두 대상자의 장루 적응을 

측정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

응 영향요인에 대한 후향적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루 적응을 장루 수용, 불안한 선입견, 사회적 참여, 분노의 영역으로 나

누어 보았을 때,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Gautam & Poudel (2016) 연구의 평균 점수와 유사하였다. 즉, 장루 

수용은 어렵고 중정도의 불안한 선입견을 가지며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 그리

고 장루 보유에 대한 분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루 적응에 대

한 세부 항목 중에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에게‘장루 

주머니가 새거나,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날까 봐 항상 신경이 쓰인다’가 가

장 적응하기 어려운 문항이었다. 이는 국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오은희 et al., 2011; 전수영 & 송영숙, 2017) 결과와 유사하며 

수술 초기 장루에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루 주머니의 누수와 냄새와 같

은 불편함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는 어려움임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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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장루 적응 초기에 피부보호판 및 장루 주머니가 누수되지 않도

록 수술 전부터 장루 적응을 돕는 교육을 강화하고 수술 후에도 장루 부착물 

교환 방법에 대한 시범 및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장루 적응을 돕도록 해야 한

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은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환자의 피로,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이었다. 

   지명숙 & 김정수(2020)의 연구 결과, 수술 후 위암 환자의 경우 일상생

활이나 사회생활에 고립되지 않고 참여할수록 적응 점수가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장루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은 활발하지 

않을수록 환자의 장루 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돌봄 제공자가 환자와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같이 장루 관리를 배우고 수행함으로써 장루에 좀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장암 수술 후 1년 이내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의 피로는 분노, 걱정, 불쾌한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감

정과 관련이 있고 이는 일상적인 활동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하

였다(Johansson, Brink, Cliffordson, & Axelsson, 2018). 이는 본 연구에

서 나타난 환자의 피로가 장루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이에 수술 후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

정을 유지하여 장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과 휴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은 돌봄 제공자의 주당 자기 부담비용, 

돌봄 제공자의 우울과 환자의 장루 적응이었다. 

   대장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쓰는 간병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 대장암 진

단 및 치료기간 동안 장루 관리에 사용된 비용은 전체 자기 부담비용의 

12.3%를 차지하였다(Hanly et al., 2013).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있어 

주당 자기 부담비용이 높은 경우 장루 적응 점수가 높은 것은 비용을 부담하



- 73 -

는 돌봄 제공자가 주 돌봄 제공자로써 직접적으로 장루 관리를 지지하거나 돕

는 경험이 많고 장루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장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결과

라 여겨진다. 

   또 다른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돌봄 제공자의 우

울의 경우, 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간의 

관계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불안과 우울이 스트레스와 밀접관 상관관계를 

가지며 돌봄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하였다(Hsu et al., 2017; 

Saimaldaher & Wazqar, 2020; 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42~47%의 암 환자 돌봄 제공자가 우울 및 불

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eng et al., 2018) 돌봄 제공자의 우울과 

불안은 환자를 돌보는 동기 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issen, Trevino, Lange, & Prigerson, 2016). 돌봄 제공자의 우울 증상

이 경하거나 잘 조절될수록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

로 돌봄 제공자의 심리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구를 확인하여 도움을 

주는 적절한 중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 점수는 만점 36점에서 21점, 돌봄 제

공자의 관계 적응 점수는 20점으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심부전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 인식에 대한 연

구에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관계 적응 점수는 환자 23점, 

돌봄 제공자 24점으로(Buck, Mogle, Riegel, McMillan, & Bakitas, 2015) 

본 연구에서 보고된 관계 적응 점수와 비슷하였다. 이 결과는 만성 질환자와 

그들의 돌봄 제공자 사이의 관계 적응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

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관계 적응 영향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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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면장애, 돌봄 제공자와 관계 적응이었다. 

  장희순 & 최은옥(2016)의 연구에서 수면장애가 환자에게 중요한 건강 문

제라 하였고 수면장애는 삶의 질과 관계 및 역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는 수면장애가 적을수록 관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친밀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박경연, 김민주, & 양영옥, 

2017; 오영경, 2018)에서 돌봄 제공자와의 친밀도가 좋을수록 삶의 질도 높

다는 연구 결과는 장루 보유자의 관계 적응에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이 영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Havyer, van Ryn, Wilson, 

Bangerter, & Griffin (2019)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치료 

기간 동안 다양한 상호작용과 의견 일치를 경험하게 되면 대장암 환자의 치료

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장암으로 장루를 조성한 환자에 있어 

돌봄 제공자의 좋은 관계 적응은 환자의 관계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중재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술 전후 교육시 함께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

   본 연구의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 기능 T-점수는 43점으로 미국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Jensen et al., 2017; Goswami et al., 

2018)에서 보고된 대장암 환자의 신체 기능 T-점수 44.7점보다 낮았으며 

경한 신체 기능 약화를 보였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의 T-

점수는 각각 56점과 54점으로 선행 연구(Jensen et al., 2017; Goswami et 

al., 2018)의 49점과 48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에게 경

증의 불안이 있음을 의미한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피로 T-점수는 53

점이었고 암 환자의 삶의 질 연구(Jensen et al., 2017; Goswami et al., 

2018)에서 대장암 환자의 피로 T-점수 52.9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정상 



- 75 -

수준의 피로였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수면장애 53점은 선행 연구의 

50.6점보다 높으나 정상 수준의 수면장애였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사회

적 역할과 활동 T-점수는 본 연구에서는 44점이었고 선행 연구에서는 49점

으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은 경도의 제약을 받았다.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통증으로 인한 제한의 T-점수는 58점으로 선행 연

구 T-점수 53.6보다 높았으며 이는 경증의 통증으로 인한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장루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Indrebø, Natvig, & 

Andersen, 2016; Aminisani, Nikbakht, Jafarabadi, & Shamshirgaran, 

2017)에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신체 기능의 저하, 사회적 

역할과 활동 저하, 경도의 불안, 통증과 유사한 결과였다. 즉, 대장암 환자의 

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확인된 요인들을 조절하는 적극

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적응 과정 동안 신체적, 심리적 지원과 중재가 지속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돌봄 제공자의 T-점수는 신체 기능 49점, 불안 53점, 우울 51점, 피로 

48점, 수면장애 53점, 사회적 역할과 활동 51점, 통증으로 인한 제한 51점 

으로 미국 일반인(Craig et al., 2014)의 점수와 유사한 일반적인 수준이었

다.

2.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

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본 연구 결과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 우울, 수면장애와 장루 적응

간의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고 부분 매개하였다.

   암 환자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은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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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고 치료의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암 

환자 치료의 여섯 번째 활력 징후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불

안과 우울은 종종 간과되어져 왔다(Tsaras et al., 2018). 또, 암 환자의 수

면장애는 불안 및 우울, 통증 증가와 같은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망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Otto et al., 2019). 불안은 

암 환자의 가장 흔한 심리 반응으로 재발에 대한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함께 암 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며 불안이나 우울, 

섬망에 의한 수면-각성 주기의 교란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경험한다(김종

흔, 2019). 불안, 우울, 수면장애는 환자-돌봄 제공자 간의 관계와 밀접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관계 만족 및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Manne 

et al., 2015; Siminoff, Wilson‐Genderson, & Baker Jr, 2010). Qiuping, Yi, 

Yinghua, & Huiya (2018)의 연구에서 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불안과 우

울에 대한 양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암 진단 전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가 좋

거나 암 진단 후 관계에 변함이 없거나 호전된 경우에 암 환자의 불안 및 우

울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김종흔

(2019)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암 환자는 

적지 않으나 아직도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정신적 문제를 꺼내서 상담하기를 

힘들어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명까지 덧붙이는 낙인의 문제로 방치되거나 

간과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관리는 암 환자 지지 의

료라는 넓은 의미의 돌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 심리, 재활, 통

증, 영양, 사회복지, 간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암 환자의 정신

적 및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는 통합적 지지 의료의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진

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종흔, 2019).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서수진, 노주희, 이명하, & 박영삼, 2020)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은 우울이 낮을수록,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 환자와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친밀도 향상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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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진주혜 & 유진희, 

2017)에서 돌봄 제공자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 때마다 매번 혼자 감

당하고 참아 온 힘듦이 누적되어 있으며, 환자 못지않게 암 질병 맥락에서 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돌봄 제공자의 간과된 신체 건강을 확인하고 심적 힘듦

을 환기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암 환자 밀착 간병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병원 내 가

족 돌봄 제공자 거주환경의 개선 및 단기 휴식 지원 간호(respitecare) 서비

스 운영, 심리적 힘듦을 사정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 및 디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의사소통 개선을 골자로 한 사회 관계적 지지 중재, 그리고 슬픔 상

담을 골자로 한 영적 지지 프로그램의 마련을 제안하였다(진주혜 & 유진희, 

2017).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증상을 조

절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돌봄 제공자간 관계 역동에 도움이 되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환자-돌봄 제공자의 관계는 대장암

뿐 아니라 장루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암 치료 과정 및 치료 계획 수립, 

수술 전후에 시행하는 장루 교육시 돌봄 제공자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간호 중개 개발시 계획 수립단계부터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함께 포함하여 환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중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과 장루 적응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

   돌봄 제공자의 관계 적응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돌봄 제공자의 우울이 

관계 적응을 통해 장루 적응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된 암 환자를 간병하는 돌봄 제공자의 경우 비슷한 나이의 돌봄 제공

자보다 심장 질환, 관절염, 만성 통증의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우울, 불안과 



- 78 -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Hasuo, Shizuma, & 

Fukunaga, 2020).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신체 건강상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은 높은 수준의 수면장애를 유발

시키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Hasuo, Shizuma, & Fukunaga, 2020). 암 

환자와 가족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돌봄 제공자의 부담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ohansen et al., 2018)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간병 부담을 높이는 증상이라고 하였다. Qiuping, Yi, Yinghua, & Huiya 

(2018)에 따르면, 가족 응집력이 낮고 가족 갈등이 높은 암 환자 가족의 경

우 암 환자와 가족 돌봄 제공자 모두 우울 점수가 높았다. 

   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우울은 본 연구 결과 및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조절되어야 하는 심리

적인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건강을 지지하기 위해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과 돌봄 시간

을 줄이는 돌봄 지지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할 복지 정책이 기반 

되어야 한다. 또, 가족 환경과 지원이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역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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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1) 연구 대상자 표집 방법이 비확률 편의 표집으로 자료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으며 주로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초기 적응 단계의 환자 분포가

    많아 장루 적응의 중장기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조사가 

    필요하다.

 2)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양자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

개 효과에 따른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

한된 표본수로 인해 환자 측면, 돌봄 제공자 측면의 영향요인만을 확인하

였다.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커플(쌍)을 대상으로 매개 효과 및 양자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된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3) 본 연구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향후 전향적, 지속적으로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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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암 질병 여정을 함께 하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

자를 커플(쌍)로 접근한 국내 첫 연구로써 장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매개 분석을 통하여 전환 조건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

공자의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정도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이었다. 

 

   2)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은 환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환자의 피로,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이었다.

 

   3)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 영향요인은 돌봄 제공자의 주당 자기 부담비

      용, 돌봄 제공자의 우울, 환자의 장루 적응이었다.

   4)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전환 조건 중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불안, 

      우울, 수면장애가 관계 적응을 통해 장루 적응을 부분 매개하였다.

 

   5) 돌봄 제공자의 전환 조건 중 돌봄 제공자의 우울이 관계 적응을 통해 

      장루 적응을 부분 매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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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기반으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암 질병 여

정 동안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와 돌봄 제공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에 대한 간호 중재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술 후 초기 적응기간 동안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의 전환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간호 계획 수립 및 중재 제공의 근거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1) 간호 이론적 측면

  본 연구는 Meleis 등(2000)의 전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장루 보유 대

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을 위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전환 조

건과 장루 적응의 관계에서 관계 적응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Meleis (2015) 전환 이론에서 간호 중재는 건강한 전환 과정과 더불어 건

강한 결과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라 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Meleis  

(2015)의 이론적 기틀을 기반으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 및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예방적 및 치료적 간호 중재 개발을 제언한다.

2) 간호 연구적 측면

   첫째,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양자 관계 분석을 통한 자

기 효과와 파트너 효과를 확인하여 상호작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전환 조건이 관계 적응을 통해 장루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환자 측면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 측면에서도 커플 단위로 확인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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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 연구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시각에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 적응 정도를 측정하여 환자-돌봄 제공자 관계의 초점과 방향성을 맞추

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돌봄 제공자의 장루 적응에 대한 비교 연구를 후속 연구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간호 정책 측면

   첫째, 암 환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사정하고 도

모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후속 중재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돌봄 제공자의 자기 부담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돕는 정책 마련

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4) 간호 실무적 측면

   임상 실무에서 통증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은 적극적으로 치료 및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환자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은 비교적 덜 

중요시 되고 있어 암 환자의 심리적 증상을 사정하고 중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 실무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 83 -

참고문헌

강경아. (2011). 말기 암환자 가족의 고통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Asian Oncology Nursing, 11(1), 49-57. 

김경미, 백은선, 강남희, 윤경은, 배나영, & 차보경. (2007). 자기효능 증진 프

로그램이 결장루 형성술 환자의 자기효능, 자가 간호 행위 및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4(3), 288-296. 

김계숙, & 김진욱. (2018).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

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57-97.

김미진, 김정하, & 최영순. (2019).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활용한 장

루 자가간호교육이 불안, 장루주머니 교환 능력 및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4(2), 395-403. 

김애란. (2004). 웹 기반 장루 자가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김은정, & 한정원. (2018). 암 환자와 주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커플관계 자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Asian 

Oncology Nursing, 18(3), 135-142. 

김정우, & 류장학. (2001). 영구적 결장루 보유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

인과 사회사업가의 개입방안. 보건과 복지, 4, 28-54. 

김종흔. (2019). 암 환자 정신건강 관리의 현재.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2(3), 167-173. 

김진미, & 박정숙. (2018). 영구적 장루보유자와 일시적 장루보유자의 미충족 

요구와 삶의 질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9), 374-383. 

김혜진. (2014). 암환자 가족의 미충족 요구와 삶의 질.(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84 -

학교, 서울.

남선영. (2016).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상과 성생활의 영향요인.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남선영, 이향규, 김수, & 이령아. (2018).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상과 성

생활의 영향요인. J Asian Oncology Nursing, 18(1), 1-10. 

맹진우. (2009). 장루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정. 통계상담, 

22(2), 21-32. 

박경연, 김민주, & 양영옥. (2017). 한국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련요

인: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2), 95-105. 

박승미, & 김금순. (2007). 말단결장루의 합병증 발생 영향 요인. 성인간호학

회지, 19(4), 634-643. 

박승미, & 김금순. (2009). 결장루 보유자의 성만족 구조모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4), 539-548. 

박효미, & 하나선. (2006). 장루 보유한 대장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임상간호연구. 12(2), 123-131.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7).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5년 암

등록통계)

백영애, & 이명선. (2015).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한국 대장암 환자의 삶

의 질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4), 

604-612. 

서수진, 노주희, 이명하, & 박영삼. (2020).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6(1), 28-36. 

송승희, & 류은정. (2014). 유방암 생존자 부부의 외상 후 성장과 부부적응, 삶



- 85 -

의 질. J Korean Acad Nurs, 44(5), 515-524. 

신계영. (2002). 암환자 가족 중 주간호제공자의 적응모형구축. Asian Oncology 

Nursing, 2(1), 5-16. 

신지혜, 소향숙, & 김은아. (2017). 장루보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6), 657-666. 

양진향. (2012). 영구적 결장루를 가진 환자의 적응경험. 질적 연구, 13(2), 

168-179. 

오순영. (2017). 폐암환자와 배우자가 지각한 부부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암 

관련 대화 망설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효과.(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오영경. (2018). 젊은 유방암환자와 배우자의 우울감 및 부부친밀도가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오은희, 김선주, 모문희, 우미영, 홍성정, & 정복례. (2009). 장루보유자의 불편

감.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9-19. 

유미수. (2016). 황금 주머니를 가진 나로 재탄생하기: 장루를 가진 암환자의 

사회 심리적 적응 과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윤선희. (2012). 신경계 중환자실 뇌손상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환간호 프로  

       그램 개발 및 평가.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민식, & 김중술. (1996). 부부 적응 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 의 

표준화 예비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29-140. 

이영선, & 이인정. (2013).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과 정서조절곤란의 관

계성에 대한 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629-663.



- 86 -

이윤진. (2006). 장루 보유자의 대처양상과 삶의 질–직장암 환자 대상으로. (석

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이인정. (2011).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부부의사소통의 영향. 한

국사회복지학, 63(2), 179-205. 

이인정, & 한인영. (2010).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197-223. 

장희순, & 최은옥. (2016).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수면의 질 영

향요인. Asian Oncology Nursing, 16(2), 103-111. 

전수영, & 송영숙. (2017). 장루를 갖고 산다는 것: 현상학적 연구.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6), 579-586. 

조현, 최승미, 오현주, & 권정혜. (2011). 한국판 부부적응척도 단축형의 타당

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지명숙, & 김정수. (2020). 위암 수술 환자의 심리·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보건사회연구, 40(1), 124-145

진주혜, & 유진희. (2017). 입원한 암 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디스트레스   

      경험.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5), 451-462. 

차경숙, 유양숙, & 조옥희. (2012). 유방암 환자와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 종양간호학회지, 12(1), 20-26. 

차지은, & 이지혜. (2020). 암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 관련 요

인.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3), 

247-254. 

최윤숙, 배주희, 김남희, & 태영숙. (2016). 노인 암환자 가족원의 돌봄 부담감 

영향요인. Asian Oncology Nursing, 16(1), 20-29. 

최은숙, & 김금순. (2012).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2), 280-290. 



- 87 -

홍민주, 태영숙, & 노미영. (2012).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소진의 관계. 종양간호학회지, 12(1), 92-99. 

Alacacioglu, A., Binicier, O., Gungor, O., Oztop, I., Dirioz, M., & Yilmaz, 

U. (2010). Quality of life, anxiety, and depression in Turkish 

colorectal cancer patients. Supportive Care in Cancer, 18(4), 

417-421

Al-Daken, L. I., & Ahmad, M. M. (2018). Predictors of burden and 

quality of sleep among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Supportive Care in Cancer, 26(11), 3967-3973. 

Aminisani, N., Nikbakht, H., Jafarabadi, M. A., & Shamshirgaran, S. M. 

(2017). Depression, anxiet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colorectal cancer survivors. Journal of Gastrointestinal 

Oncology, 8(1), 81-88. 

Atreya, C. E., Kubo, A., Borno, H. T., Rosenthal, B., Campanella, M., 

Rettger, J. P. & Dhruva, A. (2018). Being Present: A single-arm 

feasibility study of audio-based mindfulness meditation for colorectal 

cancer patients and caregivers. PloS one, 13(7), 1-21. 

Aubin, M., Vzina, L., Verreault, R., Simard, S., Desbiens, J.-F., Tremblay, 

L., Gagnon, P. (2017). Effectiveness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supportive care for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study protocol fo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rials, 18(1), 

1-10. 

Banaszkiewicz, Z., Woda, Ł. P., Zwoliński, T., Tojek, K., Jarmocik, P., & 

Jawień, A. J. P. g. (2015). Intestinal stoma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from the perspective of 20-year period of 



- 88 -

clinical observation. 10(1), 23-27.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vans, M., & Sternberg, E. M. (2012). Caregiving burden, stress, and 

health effects among family caregivers of adult cancer patients. 

Jama, 307(4), 398-403.

Bray, F., Ferlay, J., Soerjomataram, I., Siegel, R. L., Torre, L. A., & 

Jemal, A. (2018). Global cancer statistics 2018: GLOBOCAN 

estimates of incidence and mortality worldwide for 36 cancers in 

185 countries.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68(6), 

394-424.

Brown, H., & Randle, J. (2005). Living with a sto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1), 74-81.

Buck, H. G., Mogle, J., Riegel, B., McMillan, S., & Bakitas, M. (2015).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patient and informal caregiver 

characteristics with heart failure self-care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implications for outpatient palliative care.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18(12), 1026-1032. 

Carey, M. P., Spector, I. P., Lantinga, L. J., & Krauss, D. J. (1993). 

Reliability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238-240. 

Cella, D., Riley, W., Stone, A., Rothrock, N., Reeve, B., Yount, S., Choi, 

S. (2010). Initial adult health item banks and first wave testing of 



- 89 -

the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 network: 2005–2008.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3(11), 1179-1194. 

Ceylan, H., & Vural, F. (2017). Living with stoma-a phenomenological  

       study. J Nurs Res Pract., 1(1), 06-12.

Cha, B. K., & Baek, E. S. (2009). Psychosocial adaptation and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a permanent colost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4), 506-514.

Choi, S. O. (2014). Posttraumatic growth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17(1), 1-9. 

Craig, B. M., Reeve, B. B., Brown, P. M., Cella, D., Hays, R. D., 

Lipscomb, J., Revicki, D. A. (2014). US valuation of health 

outcomes measured using the PROMIS-29. Value in Health, 

17(8), 846-853. 

Farzi, S., Farzi, S., Moladoost, A., Ehsani, M., Shahriari, M., & Moieni, M. 

(2019). C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of Family Caregivers 

in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A Descriptive-Analytic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Based Nursing and Midwifery, 

7(2), 88-96. 

Fitzell, A., & Pakenham, K. I. (2010). Application of a stress and coping 

model to positive and negative adjustment outcomes in colorectal 

cancer caregiving. Psycho‐oncology, 19(11), 1171-1178.

Gautam, S., & Poudel, A. (2016). Effect of gender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with ostomy. Journal of 

Gastrointestinal Oncology, 7(6), 938-945. 



- 90 -

Geng, H.-m., Chuang, D.-m., Yang, F., Yang, Y., Liu, W.-m., Liu, L.-h., 

& Tian, H.-m. (2018).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edicine, 97(39), 1-8. 

Geng, Z., Howell, D., Xu, H., & Yuan, C. (2017). Quality of life in 

chinese persons living with an ostomy. Journal of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ing, 44(3), 249-256. 

Girgis, A., Lambert, S., Johnson, C., Waller, A., & Currow, D. (2012). 

Physical, psychosocial, relationship, and economic burden of 

caring for people with cancer: a review. Journal of Oncology 

Practice, 9(4), 197-202.

Goswami, S., Mongelli, M., Peipert, B. J., Helenowski, I., Yount, S. E., & 

Sturgeon, C. (2018). Benchmark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yroid cancer versus other cancers and United States 

normative data. Surgery, 164(5), 986-992. 

Han, C. J., Yang, G. S., & Syrjala, K. (2020). Symptom Experiences in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fter Cancer Treatm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ancer Nursing, 43(3), 

E132-E158. 

Hanly, P., Cilleachair, A., Skally, M., O’Leary, E., Kapur, K., Fitzpatrick, 

P., Sharp, L. (2013). How much does it cost to care for survivors 

of colorectal cancer? Caregiver’s time, travel and 

out-of-pocket costs. Supportive Care in Cancer, 21(9), 

2583-2592. 

Hasuo, H., Shizuma, H., & Fukunaga, M. (2020). Factors associated 



- 91 -

with chronic thoracic spine and low back pain in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Annals of Palliative Medicine, 1-13. 

Havyer, R. D., van Ryn, M., Wilson, P. M., Bangerter, L. R., & Griffin, J. 

M. (2019). Concordance of Patient and Caregiver Reports on the 

Quality of Colorectal Cancer Care. Journal of Oncology Practice, 

15(11), e979-e988. 

Hsu, T., Loscalzo, M., Ramani, R., Forman, S., Popplewell, L., Clark, K., 

Smith, D. (2017). Are disagreements in caregiver and patient 

assessment of patient health associated with increased  caregiver 

burden in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cancer? The Oncologist, 

22(11), 1383-1391.

Hunsley, J., Pinsent, C., Lefebvre, M., James-Tanner, S., & Vito, D. 

(1995). Construct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amily Relations, 231-237.

Indrebø, K. L., Natvig, G. K., & Andersen, J. R. (2016). A cross-sectional 

study to determine whether adjustment to an Ostomy can predict 

health-related and/or overall quality of life. Ostomy/Wound 

Management, 62(10), 50-59. 

Jansen, L., Herrmann, A., Stegmaier, C., Singer, S., Brenner, H., & Arndt, 

V. (2011).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uring the 10 years after 

diagnosis of colorectal cancer: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9(24), 3263-3269.

Jensen, R. E., Potosky, A. L., Moinpour, C. M., Lobo, T., Cella, D., Hahn, 

E. A., Luta, G. (2017). United States population-based estimates 

of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 92 -

symptom and functional status reference values for individuals 

with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35(17), 1913-1920. 

Johansen, S., Cvancarova, M., & Ruland, C. (2018). The effect of cancer 

patients’and their family caregivers’physical and emotional 

symptoms on caregiver burden. Cancer Nursing, 41(2), 91-99. 

Johansson, A. C., Brink, E., Cliffordson, C., & Axelsson, M. (2018). The 

function of fatigue and illness perceptions as mediators between 

self‐effic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uring the first year 

after surgery in persons treated for colorectal cancer.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7(7-8), e1537-e1548. 

Joo, H. M., Sook, T. Y., & Young, N. M. (2012).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Ways of Coping and Burnout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Asian Oncology Nursing, 12(1), 92-99.

Kayser, K., Acquati, C., Reese, J. B., Mark, K., Wittmann, D., & Karam, E. 

(2018). A systematic review of dyadic studies examining 

relationship quality in couples facing colorectal cancer together. 

Psycho‐oncology, 27(1), 13-21.

Ketcher, D., Trettevik, R., Vadaparampil, S. T., Heyman, R. E., Ellington, 

L., & Reblin, M. (2020). Caring for a spouse with advanced cance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r male and female caregiver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3(5), 817-828. 

Kim, H. S., & Yu, S. J. (2008). Factors influencing family functioning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01-311.

Lee, J. H., Park, H. K., Hwang, I. C., Kim, H. M., Koh, S. J., Kim, Y. S.& 



- 93 -

Ahn, H. Y.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9(1), 61-69.

Lee, K. C., Yiin, J. J., Lin, P. C., & Lu, S. H. (2015). Sleep disturbances 

and related factors among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Psycho‐Oncology, 24(12), 1632-1638.

Lim, H. A., Tan, J. Y., Chua, J., Yoong, R. K., Lim, S. E., Kua, E. H., & 

Mahendran, R. (2017). Quality of life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in Singapore and globally. Singapore Medical 

Journal, 58(5), 258-261. 

Lopes, A., & Decesaro, M. (2014). The adjustments experienced by 

persons with an ostomy: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stomy Wound Manage [Internet], 60(10), 34-42. 

Maguire, R., Hanly, P., Hyland, P., & Sharp, L. (2018). Understanding 

burden in caregiver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what role do 

patient and caregiver factors play?.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 27(1), 1-9.

Manne, S. L., Kissane, D., Zaider, T., Kashy, D., Lee, D., Heckman, C., 

& Virtue, S. M. J. J. o. F. P. (2015). Holding back, intimacy, and 

psychological and relationship outcomes among couples coping 

with prostate cancer. 29(5), 708-719.

Mazanec, S. R., Sattar, A., Delaney, C. P., & Daly, B. J. (2016).   

Activation for health management in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8(3), 325-344.



- 94 -

Mazzotti, E., Sebastiani, C., Cappellini, G. C. A., & Marchetti, P. (2013). 

Predictors of mood disorders in cancer patients’ caregivers. 

Supportive Care in Cancer, 21(2), 643-647.

McMullen, C. K., Schneider, J., Altschuler, A., Grant, M., Hornbrook, M. 

C., Liljestrand, P., & Krouse, R. S. (2014). Caregivers as 

healthcare managers: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needs, and 

caregiving relationships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with 

ostomies. Supportive Care in Cancer, 22(9), 2401-2408.

Meleis, A. I. (2010). Transitions theory: Middle range and situation 

specific theories in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NY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Meleis, A. I., Sawyer, L. M., Im, E. O., Messias, D. K. H., & Schumacher, K. 

(2000). Experiencing transitions: an emerging middle-range 

theory.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3(1), 12-28.

Mosher, C. E., Adams, R. N., Helft, P. R., O’Neil, B. H., Shahda, S., 

Rattray, N. A., & Champion, V. L. (2016). Family caregiving 

challenges in advanced colorectal cancer: patient and caregiver 

perspectives. Supportive Care in Cancer, 24(5), 2017-2024.

Mosher, C. E., Adams, R. N., Helft, P. R., O’Neil, B. H., Shahda, S., 

Rattray, N. A., & Champion, V. L. (2017). Positive changes among 

patients with advanced colorectal cancer and their family caregivers: a 

qualitative analysis. Psychology & health, 32(1), 94-109.

Nissen, K. G., Trevino, K., Lange, T., & Prigerson, H. G. (2016). Family 

relationships and psychosocial dysfunction among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Journal of Pain and 



- 95 -

Symptom Management, 52(6), 841-849. 

Northouse, L. L. (2012). Helping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cope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39(5), 500-506. 

Northouse, L. L., Katapodi, M. C., Schafenacker, A. M., & Weiss, D. (2012). 

The impact of caregiv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and cancer patients.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28(4), 236-245.

Otto, A. K., Gonzalez, B. D., Heyman, R. E., Vadaparampil, S. T., 

Ellington, L., & Reblin, M. (2019). Dyadic effects of distress on 

sleep duration in advanced cancer patients and spouse caregivers. 

Psycho‐oncology, 28(12), 2358-2364. 

Oxford dictionary. (2018). New York, NY : Oxford

Palma, E., Simonetti, V., Franchelli, P., Pavone, D., & Cicolini, G. 

(2012). An observational study of family caregivers' quality of 

life caring for patients with a stoma. Gastroenterology Nursing, 

35(2), 99-104.

Park, S. M., Kim, C. H., Hur, H. K., & Kim, G. Y. (2007). A descriptive 

study on development of an ALARM sexual counseling program 

for patients with ostom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1), 46-56. 

Qiuping, L., Yi, L., Yinghua, X., & Huiya, Z. (2018).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quality of life in Chinese cancer 

patient-family caregiver dyads, a cross-sectional stud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6(1), 230-245. 

Saimaldaher, Z. a. H., & Wazqar, D. Y. (2020). Relationships between 



- 96 -

caregiving stress,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in family 

caregivers of adult patients with cancer: implications for nursing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34(4), 

889-898. 

Schnall, R., Liu, J., Cho, H., Hirshfield, S., Siegel, K., & Olender, S. 

(2017). A Health-Related Quality-of-Life Measure for Use in 

Patients with HIV: A Validation Study. AIDS patient care and 

STDs, 31(2), 43-48. 

Segrin, C., Badger, T. A., Sikorskii, A., Crane, T. E., & Pace, T. W. 

(2018). A dyadic analysis of stress processes in Latinas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family caregivers. Psycho‐oncology, 27(3), 

838-846.

Shaw, J., Harrison, J., Young, J., Butow, P., Sandroussi, C., Martin, D., & 

Solomon, M. (2013). Coping with newly diagnosed upper 

gastrointestinal cancer: a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of family 

caregivers’role perception and supportive care needs. Supportive 

care in cancer, 21(3), 749-756.

Shilling, V., Matthews, L., Jenkins, V., & Fallowfield, L. (2016).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for cancer caregivers: a 

systematic review. Quality of Life Research, 25(8), 1859-1876.

Shum, N. F., Lui, Y. L., Law, W. L., & Fong, Y. T. D. (2014). A 

nurse-led psycho-education programme for Chinese carers of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Cancer Nursing Practice, 13(5), 

31-39.

Silva, N. M., Santos, M. A. d., Rosado, S. R., Galvo, C. M., & Sonobe,  



- 97 -

       H. M. (2017). Psychological aspects of patients with intestinal  

       stoma: integrative review.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5, 1-11.

Siminoff, L. A., Wilson‐Genderson, M., & Baker Jr, S. (2010). 

Depressive symptoms in lung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and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Psycho‐
oncology, 19(12), 1285-1293. 

Simmons, K. L., Smith, J. A., Bobb, K. A., & Liles, L. L. (2007). 

Adjustment to colostomy: stoma acceptance, stoma care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6), 627-635.

Simmons, K. L., Smith, J. A., & Maekawa, A. (2009).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Ostomy Adjustment Inventory-23. 

Journal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ing, 36(1), 69-76.

Simmons, K. L., Maekawa, A., & Smith, J. A. (2011). Culture and 

psychosocial function in British and Japanese people with an 

ostomy. Journal of Wound Ostomy & Continence Nursing, 38(4), 

421-427. 

Smith, J. A., Spiers, J., Simpson, P., & Nicholls, A. R. (2017). The    

      psychological challenges of living with an ileostomy: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Health Psychology, 

      36(2), 143-151.

Sun, V., Grant, M., McMullen, C. K., Altschuler, A., Mohler, M. J., 

Hornbrook, M. C., ... & Krouse, R. S. (2013). Surviving colorectal 

cancer: long-term, persistent ostomy-specific concerns and 



- 98 -

adaptations. Journal of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ing: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und, Ostomy and Continence Nurses 

Society, 40(1), 61-72.

Tsaras, K., Papathanasiou, I. V., Mitsi, D., Veneti, A., Kelesi, M., Zyga, 

S., & Fradelos, E. C. (2018). Assess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breast cancer patients: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APJCP, 19(6), 

1661-1669. 

Turner, D., Adams, E., Boulton, M., Harrison, S., Khan, N., Rose, P., ... 

& Watson, E. K. (2013). Partners and close family members of 

long‐term cancer survivors: health status, psychosocial well‐being 

and unmet supportive care needs. Psycho‐oncology, 22(1), 

12-19.

Utne, I., Miaskowski, C., Paul, S. M., & Rustøen, T. (2013). Association 

between hope and burden reported by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Supportive Care in Cancer, 21(9), 

2527-2535.

Vonk-Klaassen, S. M., de Vocht, H. M., den Ouden, M. E., Eddes, E. H., 

& Schuurmans, M. J. (2016). Ostomy-related problems and their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colorectal cancer ostomates: a 

systematic review. Quality of Life Research, 25(1), 125-133.

Weaver, K. E., Rowland, J. H., Augustson, E., & Atienza, A. A. (2011). 

Smoking concordance in lung and colorectal cancer patient-caregiver 

dyads and quality of life. Cancer Epidemiology and Prevention 

Biomarkers, 20(2), 239-248.



- 99 -

White, N., & Newman, E. (2016). Shared recovery: Couples' experiences 

after treatment for colorectal cancer.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1, 223-231.

Yeom, J. W., & Shin, S. (2017). Factors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among 

Older Adults with an Ostom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9(1), 39-47.

Yun, Y. H., Rhee, Y. S., Nam, S. Y., Park, S. M., Lee, J. S., Park, M. H., 

& Won, J. H. (2005).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erminal 

Cancer on Patients' Families and Its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6(1), 31-39.



- 100 -

부록 1.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연구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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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제목 :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건강한 전환 예측 모형: 

양자관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

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

구를 수행하는 이윤진 연구책임자 또는 남선영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

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대장암을 진단받고 장루 조성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돌봄 제공자

가 수술 후 6개월 이내의 적응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향

후 건강한 전환을 돕는 간호 중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또한 본 연구

는 남선영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 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이 연구는 총 125 쌍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는 65 쌍

의 피험자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IRB 승인일로부터 연구에 동의하시는 당일에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며, 전

체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2019 년 12 월 30 일까지 진행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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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선정기준

첫째,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지 6개월 이내의 성인 장루 보유 대장암 환

자와 돌봄 제공자 

둘째, 대장암 치료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거나 추후 관리

중인 환자와 돌봄 제공자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장루 보유 대장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

ii) 제외기준

첫째, 말기암을 진단받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인 환자

둘째, 장루 외에 요루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대장암 환자 및 돌봄 제공자 

3. 연구 방법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대상자 동의서 양식에 서

명하시게 되고,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

의서에 서명하신 이후에 연구자가 배부한 설문지를 별도의 조용한 장소에서 

작성하시어 배부 받은 봉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동안 

연구자가 가까운 장소에 대기할 예정이며 작성 도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은 약 20분이며 결과는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본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설문지 외에 수술일, 장루 종류, 수술명, 추가 치료방법 등의 

의무기록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 역시 학문적인 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본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의 각 항목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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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서 귀하에게 기대되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

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한 질환을 가진 환자의 더 나은 교육 및 적

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 참여로 

인해 개인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귀찮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금

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답례로 설문지 작성이 끝나시게 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로 인해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

집하고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

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

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귀하의 성별, 나이, 종교,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수술일, 장루 종류, 

수술명

귀하의 성별, 나이, 종교, 교육, 결혼 상태, 직업 상태, 주당 자기 부

담 비용 등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 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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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는 연구를 위해 3 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개인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

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되며

연구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4) 귀하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기록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되며 연구담당자 남선영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

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

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

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

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

년간 보관되며 이후 파세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폐기될 것이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

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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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

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특별히 준수하셔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 참여시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구자에게 문의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11. 연구 참여에서의 중도 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

임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불편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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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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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1) 환자용



- 109 -



- 110 -



- 111 -



- 112 -



- 113 -



- 114 -



- 115 -



- 116 -

2) 돌봄제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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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Interpreting PROMISⓇ T-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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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Sun Young Na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yadic 

adjustment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long with their caregiver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long with their 

caregiver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applied to the study; 

206 (103 dyads)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caregivers 

were recruited from June 2019 to August 2020 and evalua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Measurements included the PORMIS-29

version 2.1, Dyadic Adjustment Scale-7, and Ostomy Adjustment 

Inventory-2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Baron and Kenny's method for mediation using the SPSS/WIN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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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Results :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in patients were the 

patient's social role and activity, the patient's fatigue, the caregiver's 

social role and activity, and the caregiver's ostomy adjustment.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in caregivers were the

caregiver's weekly cost of care, the caregiver's depression, and the

patient's ostomy adjustment.

   Anxiety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was significant in 

dyadic adjustment (β= -.228, p=.021), and i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 -.523, p=<.001).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patients' anxie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 

-.478, p<.001) and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Z= -2.88, 

p=.004).

   Depression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yadic adjustment (β= -.262, p=.008), 

as well as a significant effect ostomy adjustment (β= -.536, 

p<.001). In addition, dyadic adjus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ostomy adjustment (β= 

-.489, p<.001);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 -2.09, p=.036).

 Sleep disturbance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had a 

negative effect on dyadic adjustment (β= -.369, p<.001); sleep 

disturbance was also confirmed to have a direct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 -.374, p<.001).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patients' sleep disturba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 -.301, 

p=.003);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 -2.53, p=.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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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sion in caregive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yadic 

adjustment (β= -.268, p=.006); also, caregivers' depression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 -.412, p<.001). 

Dyadic adjus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in caregivers and ostomy adjustment (β= -.363,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Z= -2.02, p=.044).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anxiety, depression, and sleep 

disturbanc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depression 

in caregivers had a negative effect on ostomy adjustment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sychological approach and intervention program to alleviate 

depression, anxiety, sleep disorders in patients and depression in 

caregivers whe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patient- 

caregiver dyads that can help to ostomy adjustment in the early 

stages of surgery.

Key words : Colorectal neoplasm, Surgical stomas, Caregiver, Health 

              transition, Medi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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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Introduction

   Colorectal cancer is the third most common type of cancer 

worldwide in men and the second the most common type in women 

(Bray et al., 2018).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Korea in 2015, the 

incidence of colon cancer is 27,790, ranking second, with 12.5% of 

the total cancer incidence rate; and the incidence of colon cancer 

continues to increa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7).

   The treatment methods for colorectal cancer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tumor, the type of surgery, and whether stoma 

surgery is temporary or permanent; stoma surgery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iet, occupation, leisure activities, and sexual 

function (Kayser et al., 2018).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tudy on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Sun et al., 2013), 

ostomates consistently face problems related to bowel function, 

clothing restrictions, and diet control. In addition, ostomates 

experience frustration when family members refuse to accept and lack 

the understanding required (Sun et al., 2013).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caregivers experience 

considerable physical and mental stress and poor quality of life due to 

the diagnosis, side effects of treatment, ongoing outpatient visits, and 

uncertainty regarding recovery and recurrence (Fitzell & Pakenham, 

2010; Turner et al., 2013; Lim et al., 2017).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colorectal cancer is a traumatic 

experience, not only for patients but also for caregivers (Shu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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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lso, caregivers bear a high psychological burden associated 

with patient treatment when there is no support from other families 

or the financial burden is large (Mazzotti, Sebastiani, Cappellini, & 

Marchetti, 2013).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play various roles in treatment 

monitoring, symptom management, medication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provision of emotional support (Bevans & Sternberg, 

2012; Northouse, Katapodi, Schafenacker, & Weiss, 2012; Northouse, 

2012). In addition, caregivers are not only expected to meet the 

patient's special care needs due to the stoma surgery, but also adjust 

their family and job roles and lifestyle (Fitzell & Pakenham, 2010; 

Palma, Simonetti, Franchelli, Pavone, & Cicolini, 2012; 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perience depression, physical 

symptoms, anxiety, sleep disturbances, fatigue, and anorexia during 

the treatment, and thes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negatively affect their quality of life (Alacacioglu et al., 2010; Baek & 

Lee, 2015; Jang & Choi, 2016). The attention and support provided 

by society and family during treatment is therefo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overcoming the crisis posed by cancer (Baek & Lee, 

2015).

   The acceptance and support by caregivers are essential if 

colorectal cancer patients are to adjust to stoma surgery;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nd the positive 

adjustment of caregivers are an important factors in the adjustment 

proces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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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ng dyadic adjustment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in caregivers, and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dyadic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condition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Conceptual framework

   Meleis's Transition Theory (2000) is a middle-range theory that 

has been widely used to understand and explain immigration

transition, health-disease transition, situational transition.

   Based on Meleis's Transition Theory (2000),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dyadic adjustment. This study included 

physical function, social role and activity, anxiety, depressio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pain interference as transition conditions. To 

assess patterns of response, dyadic adjustment was measured using 

process indicators, and ostomy adjustment using outcome indicators 

(Figure 1).

   We concluded that transition conditions in the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affects the dyadic 

adjustment, that the dyadic adjustment affects the ostomy adjustment, 

and that transition conditions affect ostomy adjustment. In addition, 

dyadic adjustment is influenced by transition conditions and dyadic 

adjustment has a mediating the effect on ostomy adjustment (Figure 

2).



- 132 -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Figure 2.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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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1. Study Design

 We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dyadic adjustment o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2. Participants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long with their caregivers 

who visited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ere conveniently sampled. 

The inclusion criteria were as follows: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long with their caregivers who 1) had undergone stoma 

surgery within 6 months, 2) were receiving chemotherapy or radiation 

therapy for colorectal cancer treatment or were under follow-up 

management, and 3) had no impairment in communication,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The exclusion 

criteria for the study were patients diagnosed with terminal cancer, 

who were being provided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olorectal cancer 

patients who have had a urostomy in addition to a stoma.

3. Measurements

1) Transition Condition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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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29 profile instruments are a collection of short forms 

containing a fixed number of items from the same seven PROMIS 

domains (physical function, anxiety, depression, fatigue, sleep 

disturbance,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and 

pain interference) plus a single item on pain intensity. PROMIS-29 

Profile v2.1 consists of a 5-point scale from 1 point for 'not at all 

(never)' to 5 points for 'very much (always)'. The PROMIS metric is 

the T-score, where a score of 50 represents the mean response of 

the general US population(standard deviation=10). T-scores 

corresponding to each PROMIS-29 domain were generated using the 

HealthMeasures Scoring Service(www. healthmeasures.net). For each 

domain, a higher T-score represents a greater magnitude of the trait 

being measured. For depression, anxiety, fatigue, pain interference, 

pain intensity, and sleep disturbance, a higher score indicates a higher 

impact of the symptom. For physical function and social roles, higher 

scores indicate better functioning. In the study by Schnall et al., 

(2017), the Cronbach's α was .84~.96, and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75~.93.

2) Dyadic Adjustment 

 The Dyadic Adjustment Scale-7 developed by Hunsley, Pinsent, 

Lefebvre, James-Tanner, & Vito (1995) and translated by Jo, Choi, 

Oh, & Kwon (2011) was used as an assessment tool. The DAS-7 

consists of seven questions and uses a 6-point and 7-point Likert 

scales. This tool consists of dyadic consensus, dyadic cohesion, and 

dyadic satisfaction. The higher the DAS-7,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relationship, and the lower the score, the lower th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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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lationship. When the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Cronbach's α was .75, and in this study, Cronbach's α was .86.

3) Ostomy Adjustment

 We used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 Ostomy Adjustment 

Inventory-23 (OAI-23) developed by Simmons, Smith, & Maekawa 

(2009), after back translating into Korean and obtaining the approval 

for its use for the measurement of ostomy adjustment.

   The OAI-23 consists of 23 questions about acceptance, anxious

preoccupation, social engagement, and anger. Each item in this tool is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0 (strongly disagree) 

to 4 (strongly agree). Higher scores indicate better adjustment. 

Cronbach's α at the time of tool development was .93, and 

Cronbach's α in this study was .89.

4. Data Collection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general hospital approved the 

study and the data collected (4-2019-0283)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only from participants whom the purpose of the study, 

conditions of participation, and discontinuation, and rules of data 

confidentiality, were explained to.

5.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package SPSS/WIN v25.0 (IBM Corp, Armonk, NY, USA) 

was used for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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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real statistic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obta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2) The difference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dyadic adjustment, 

and ostomy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Scheffe's test.

   3)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ostomy adjustment and dyadic adjustment o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5) The Baron and Kenny Mediation Model (1986) and the Sobel 

test were used to test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participants was mediated by the 

dyadic adjustment.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 total of 206 (103 dyads)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ean age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was 62.2 

years (±11.45); 68 were men (66%) and 35 women (34%). The 

education level of participating patients was as follows; 43 (41.7%) 

high school graduates, 30(29.1%) middle school graduates or less, 

and 30(29.1%) college graduates or higher. There were 81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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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patients and 85 (82.5%) unemployed. The average monthly 

income was as follows; <100 million won (n=39, 37.9%) 2-2.99 

million won (n=19, 18.4%), 3-3.99 million won (n=17, 16.5%), 

1,0-1.99 million won (n=15, 14.6%), ≥4 million won (n=13, 12.6%).

   The most common type of surgery was low anterior resection (60 

patients, 58.3%), other surgery (16 patients, 15.5%), abdominal 

perineal resection (14 patients, 13.6%), and Hartmann's operation (13 

patients, 12.6%). The average time after surgery was 2.98 months. 

   The average age of caregivers was 51.91 (±14.33) years; 80 

were female (77.7%) and 23 were male (22.3%). Of all the 

caregivers, 67 (65%) were religious. The education level of 

caregivers was follows: college graduates or higher (n=45, 43.7%), 

high school graduates (n=40, 38.8%), and middle school graduates or 

less (n=18, 17.5%). There were 77 (74.8%) married patients and 62 

(60.2%) without a job. Time spent daily in caregiving less than 2 

hours (n=42, 40.8%) more than 7 hours (n=38, 36.9%), and 

3-6hours (n=23, 22.3%). The weekly cost of care was as follows: 

‘None’ (43 persons, 41.7%), ≥100,000 won (35 persons, 34%), 

and <100,000 won (25 persons, 24.3%). There was no change in 

income after diagnosis for 68 caregivers (66%), and 59 (57.3%) 

caregivers had children. The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was as 

follow: 48 (46.6%) were spouses and 78 (75.7%) were cohabiting 

partners.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The mean ostomy adjustment score among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was 45.72 (±11.62); this was lower than that 

for caregivers mean 54.34 (±13.68);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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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 -4.87, p<.001). The average

stoma acceptance score among patients was 20.35 points (±6.12) 

out of a possible 36, which was lower than the average for 

caregivers (23.72±5.90) of caregiv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t= -4.02, p<.001). The mean score for 

anxious preoccupation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lower in caregivers 10.60 (±4.24) than in patients 

8.98(±2.32);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t= -3.40, p=.001). The average social engagement score in 

patients was 6.34 points (±2.63) out of a possible 16, which was

lower than in caregivers 7.26 (±3.50) of caregiv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 significant (t= -2.84, p=.005). The

anger score was 5.10 points (±1.89) in caregivers and 4.40 

(±1.73) in patients out of a possible 8 poin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t= -2.77, p=.006). 

 Scores on ostomy adjustment, 'I am always worried about leaking,

smelling, or by the sounding my(his or her) ostomy pouch were 

lowest in both patients and caregivers.

3. Correlation of the Measured Variables among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The ostomy adjustment sco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atient's physical function (r=.361, p<.001), the patient's social role

and activity (r=.356, p<.001), the patient's dyadic adjustment 

(r=.312, p<.01), the caregiver's dyadic adjustment (r=.207, p<.05), 

and the caregiver's stoma adjustment score (r=.410, p<.00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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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omy adjustment scor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atient's 

anxiety (r=-.523, p<.001), patient's depression (r=-.536, p<.001), 

patient's fatigue (r=- .478, p<.001), patient's sleep disturbance 

(r=-.374, p<.001), patient's pain interference (r=-.387, p<.001), 

and caregiver's depression(r=-.216, p<.05).

  The ostomy adjustment score in caregivers was correlated with

higher caregiver's social role and activity (r=.247, p<.01), 

caregiver's dyadic  adjustment (r=.280, p<.01), patient's dyadic 

adjustment (r=.238, p<.05), patient's ostomy adjustment (r=.410, 

p<.001); and, with lower caregiver's anxiety (r=-.289, p<.01), 

caregiver's depression(r=-.412, p<.001), caregiver's fatigue

(r=-.225, p<.05), patient's anxiety (r=-.200, p<.05), patient's 

depression(r=-.214, p<.05).

4.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Ostomy adjustment in patients was greater if the patient's social 

role and activity was better(β=.22, p=.016), the patient's fatigue

was lower (β=-.23, p=.044), the caregiver's social role and activity

(β=-.23, p=.044) was lower, the caregiver's ostomy adjustment (β

=.29, p=.001) was better.

 

5.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of Caregivers 

  Ostomy adjustment in caregivers was greater if the caregiver's

weekly cost of care was ≥100,000 won (β=.22, p=.02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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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er's depression was lower (β=-.40, p=.021), and the 

patient's ostomy adjustment was better (β=.38, p=.002).

6.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xiety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dyadic adjustment

(β=-.228, p=.021), and to ostomy adjustment (β=-.523, p<.001) 

in patient. Dyadic adjustment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patient's anxiety and ostomy adjustment(β=-.478, p<.001);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2.88, p=.004).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26.4% of ostomy adjustment.

  Depression had a signif icant effect on dyadic adjustment 

(β=-.262, p=.008), and on ostomy adjustment (β=-.536, p<.001). 

Throug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the 

patient's anxie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stomy 

adjustment(β=-.478, p<.001);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2.88, p=.004).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0.4% of ostomy

adjustment.

  Sleep disturbances had an effect on dyadic adjustment (β=-.369,

p<.001), and a direct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374,

p<.001). Dyadic adjustment partially mediated sleep disturbances and 

ostomy adjustment (β=-.301, p=.003);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2.53, p=.012).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5.7% 

of ostom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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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aregivers

 

  Depression in caregiv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yadic 

adjustment (β=-.268, p=.006) and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ostomy adjustment (β=-.412, p<.001). Dyadic adjus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in 

caregivers and ostomy adjustment (β=-.363, p<.001);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Z=-2.02, p=.044).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8.4% of ostomy adjustment.

Discussion

   

   Based on the Transition Theory of Meleise et al. (2000),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1.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Factors influencing ostomy adjustment in patients were the 

patients' the social roles and activities, the patients' fatigue, the 

caregivers' social roles and activities, and ostomy adjustment in 

caregivers. According to a study by Ji and Kim (2020), cancer 

patients after surgery were not isolated in daily life, and the more 

they participated in social life, the higher their adjustment. Th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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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to our findings that the more active the social role and activity 

of the patient has,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n ostomy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the less active caregiver's social role and activity, 

the higher the patient's ostomy adjustment, which is may be because 

caregivers with less active social roles are more likely to manage the 

stoma with the patient, making it easier for the patient to adjust to 

the stoma. Patient fatigue is associated with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anxiety, and unpleasant thoughts, which reduce confidence in 

the ability to carry out daily activities (Johansson, Brink, Cliffordson, 

& Axelsson, 2018).

   Factors influencing the caregiver's ostomy adjustment were as 

follows; the caregiver's weekly cost of care, caregiver's depression, 

and the patient's ostomy adjustment. In a study on the cost of caring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among caregivers, reported that the 

cost of ostomy management during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colorectal cancer accounted for 12.3% of the total cost of care (Hanly 

et al., 2013). The high weekly cost of caregiving i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reduced caregiver's burden on the stoma care, as 

the caregiver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directly supporting or 

helping stoma management, and frequent exposure to stoma. 

   According t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in caregivers (Hsu et al., 2017; 

Saimaldaher & Wazqar, 2020; Maguire, Hanly, Hyland, & Sharp, 

2018), the caregiver's anxiety and depression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stress and increased the burden of care. The milder or better 

controlled depression of caregiv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aregiver's ostom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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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Transition

   Conditions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and their Caregivers

   We observed that dyadic adjustmen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anxiety,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and ostomy adjust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Emotional distres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lowers the patient's overall 

quality of life and negatively affects treatment adherence (Tsaras et 

al., 2018). Even though emotional distress has been recognized as the 

sixth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cancer treatment, anxiety and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have often been overlooked (Tsaras et 

al., 2018). In addition, sleep disturbances in cancer patients negatively 

affect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and are known to cause 

anxiety, depression, and increased pain, as well as increased mortality 

(Otto et al., 2019). Anxiety, depression, and sleep disturbances are 

closely correl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caregivers, and have been identified as factors that can affect dyadic 

satisfaction and well-being (Manne et al., 2015). According to a 

study by Qiuping, Yi, Yinghua, & Huiya (2018), th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the caregiver before cancer 

diagnosis, the more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if the relationship remained unchanged 

or improved after cancer diagnosis. 

   Like patients, caregivers need a variety of supportive programs to 

help them identify and overcome physical health of problem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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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ers which are often overlooked when dealing with cancer 

disease in cancer patients. A study on the distress experienced b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Jin & Yoo, 2017), in-hospital care 

should be provided for caregivers so they are able to rest. The 

establishment of a spiritual support program based on social relational 

support mediation and grief counseling was propose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that 

can reinforce the patient-caregiver relationship during the cancer 

treatment process and treatment plan, and during ostomy education 

before and after surgery.

   Our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in 

caregivers, confirmed that depression in caregivers negatively 

influenced ostomy adjustment. Depression in caregivers had a 

negative effect on physic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such as 

pain experience, which resulted in a vicious cycle, leading to high 

levels of sleep disturbances (Hasuo, Shizuma, & Fukunaga, 2020). In 

a study on the effect of physical and mental symptoms of cancer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on the burden of caregivers (Johansen 

et al., 2018), caregivers' depression was identified as a symptom that 

increased the caregiving burden. 

   Family environment and support affect depression and anxiety in 

patients and caregiv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dynamics, 

relationships and cohesion; they can become the focus of future 

research on depression relief in these patients and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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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mitations

   1) As we used non-probability biased sampling metho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data is limited. Since patient distribution in 

the early stages of adjustment (within 3 months of surgery) is large, 

a prospective investigation is needed to confirm middle to long-term 

context of ostomy adjustment.

   2) A sufficient number of participants should be recruit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dyadic adjustment between patients 

and caregivers. Our study cohort was too small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interactions between couple.

   3)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stoma within 6 months of surger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long-term change in dyadic adjustment and 

stoma adju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