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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혈액암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 

 

혈액암 환자는 장기간의 반복되는 입원 위주의 치료 과정 동안 여러 합병증을 경

험하고, 치료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혈액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는 치료 단계에 따라 환자와 영향을 주고받는 치료의 동반자이다.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인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주 돌봄 제공자의 증

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는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경기도 소재의 암 전문병원에서 혈액

암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 120명이다. Conde-Sala 

et al. (2010)의 Stress Process Model을 근거로 증상들 간 관계의 틀을 설정하였고, 

연구 도구로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으로 PROMIS-29 

Profile v2.1 29문항, 소진은 Pines, Aronson & Kafry (1981)가 개발한 20문항, 삶의 

질은 Weitzner (1997) 등이 개발한 Caregiver Quality-of-life Instrument 35문항을 

사용하였다.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는 질병 특성에 맞추어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

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계는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혈액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는 40세 이상(84.2%)의 여성(72.5%), 배우자

(56.7%)가 대부분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 소진, 삶의 질 분석 결과 병

원 입원 기간에 따라 신체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t=2.254, p<.05)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았고(F=5.130, p<.01), 성별(t=2.181, p<.05)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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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경우와 환자 돌봄 기간(F=4.296, p<.05)이 길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본

인을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소진은 높고(F=5.406, p<.01), 삶

의 질은 낮았다(F=3.787, p<.05). 돌봄 대상자가 생각하는 치료비에 대한 재정

적 부담이 클수록 신체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F=7.143, p<.01)를 보였고, 심

리적 증상(F=5.447, p<.01), 소진(F=9.535, p<.001)이 높고, 삶의 질은 낮았다

(F=12.130, p<.001). 

 

2.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 소진, 삶의 질 분

석 결과는 혈액암 환자의 신체활동 능력(ECOG performance status) 점수에서 

제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비해 침상에서 계속 누

워있어야 하는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서 사회적 증상(F=3.284, p<.05), 심리적 

증상(F=2.554, p<.05), 소진(F=3.086, p<.05), 삶의 질(F=3.286, p<.05)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돌봄 제공자의 증상 경험을 PROMIS-29(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score로 조정

된 점수)로 측정한 평균 점수는 신체기능 50.62(±7.60), 불안 56.18(±10.77), 

우울 51.67(±9.71), 피로 49.40(±11.13), 수면 장애 54.13(±7.20), 사회적 

기능 47.90(±10.53), 통증 50.38(±9.00), 통증 강도(도구 범위:0-10점) 

2.37(±2.40)으로 대부분 정상 범위에 있으나 불안은 55점 이상으로 경증의 심

각도를 보였다. 돌봄 제공자의 소진(도구 범위:20-100점) 평균 점수는 

45.14(±12.90), 삶의 질(도구 범위:0-140점) 평균 점수는 75.61(±22.37) 이

었다. 

 

4.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자의 증상과 소진,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불안은 모든 단계에서 경증 수준이었고, 급성기에서 

57.13(±11.31)으로 치료기 56.45(±10.9)와 안정기 55.19(±10.38)보다 불안

의 정도가 높았다.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기능은 급성기 48.97(±11.18), 치료

기 48.07(±10.53), 안정기 46.9(±10.16)로 갈수록 기능이 저하되었고,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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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급성기 53.6(±5.61), 치료기 54.28(±7.73), 안정기 54.4(±7.87)로 

나빠지는 건강 상태를 보였다. 

 

5.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자의 증상과 소진,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심리적 증상과 삶의 질은 급성기(r=-.711, p<.01), 치료기(r=-.757, p<.01), 

안정기(r=-.747, p<.01)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증상과 소진은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입원치료 중인 혈액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과 삶의 질은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시기에 따라 증상 경험의 정도와 삶의 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돌봄 제공자의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돌봄 

제공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증상 관리를 위한 간호 중재 프로토콜 및 건강 증진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소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혈액암, 주 돌봄 제공자, 신체적 증상, 사회적 증상, 심리적 증상  

소진, 삶의 질 
 



1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암 환자의 생존 단계는 암의 연속성에 따라 진단부터 초기 치료 종료까지, 치료

에서 연장된 생존으로의 전환, 장기 생존의 세 단계가 있다(Mullan, 1985). 특히 진

단 및 치료를 위한 과정에는 임상 진료 지침이 존재하며(El-Shami et al., 2015), 치

료 과정을 거치며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그 단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암 환자가 겪는 어려움은 진단 및 치료 단계별

로 차이가 있음은 선행 연구들(Moschopoulou, Hutchison, Bhui, & Korszun, 2018; 

Syrowatka et al., 2017; 이동숙 & 이은옥, 1997; 이명선, 김종흔, 박은영, 김종남, 

& 유은승, 2010; 이미선, 김희주, & 서순림, 2008; 이인숙, 2005; 천상순 & 최소영, 

2010)에서 확인되었다. 

암 진단을 받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배우자

와 부부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부의 감정적 균형, 재정, 책임의 분배, 

사회적 활동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이영신 & 탁영란, 2016). 질병에 대한 환자와 돌

봄 제공자의 반응은 상호 관계가 있으며, 돌봄 제공자는 종종 환자만큼 많은 정서적 

고통, 불안 또는 우울증을 보인다(Given et al., 1993). 

혈액암은 조혈 과정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혈액세포로의 정상적인 증식과 분화의 

항상성에 이상이 발생하여 분화가 정지되고 비정상적인 증식이 진행되는 악성 혈액질

환으로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을 포함한다(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11). 혈액암은 주요 고형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병률을 보이나, 최근 그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10년간 최대 56.7%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한유진 et al., 2020). 혈액암은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가 되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도 가능하고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조혈

모세포 이식,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표적치료제와 신약의 개발 등으로 생존율이 향

상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17). 그러나 급성, 만성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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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암 그룹을 가지며, 타입에 따라 장기간의 소모적이고 입원 위주의 치료를 요하며 

잦은 재발로 반복되는 치료가 요구되는 만성적인 경향을 보인다(Hall, Lynagh, 

Bryant, & Sanson-Fisher, 2013). 

혈액암의 경우 진단 시 즉각적 항암치료가 요구되므로 환자는 입원을 통한 갑작

스러운 치료가 시작되고, 이는 환자뿐 아니라 이를 돌보는 보호자도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병을 얻게 된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치료 초기 질병의 

심각성에 압도당하며 일상에서 돌봄 제공자로 역할 이행이 급격하게 일어나(이영신 & 

탁영란, 2016) 역할과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암 환자는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른 

치료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Cavanna, Monfredo, & Citterio, 2019), 치료

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장기간의 잦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혈액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에게는 부담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암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

서 환자를 돌보며 생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입원 환경에서의 치료는 

외래 환경에서의 치료보다 암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Clark, Rochon, Brethwaite, & Edmiston, 2011). 이는 암으로 진단되

는 환자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며 부양의 책임을 지는 돌봄 제공자도 일상생활과 건

강에 상당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수반될 수 있다(Candy, Jones, 

Drake, Leurent, & King, 2011). 

혈액암 환자는 치료 기간 동안 고용량 항암치료로 인한 열성 호중구 감소증, 감

염 등 일반적이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경험하며(Escrihuela-Vidal, Laporte, 

Albasanz-Puig, & Gudiol, 2019), 치료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삽입되는 중심정맥관 

유지 및 관리로 인해 불편감과 혈전증, 감염, 폐색 등의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다

(Ullman et al., 2016). 또한 질병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불안, 우울

(El-Jawahri et al., 2019)로 심리적, 정신적 위축을 경험한다. 치료 이후에도 재발

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혈액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

는 고형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와는 또 다른 부담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혈액암 환자

는 치료 목적에 따라 심리적 요구도, 의료체계 및 정보 요구도,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도에 차이를 보이며, 환자의 치료 목적이나 치료 단계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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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요구도가 다름을 보여주었고(김수연, 홍남수, & 배상근, 2017), 이는 혈액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간호 제공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국내의 경우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 대상(서은

경 & 김혜령, 2018; 유재언 et al., 2018; 이혜정, 2019; 장지은 & 최희승, 2016)이

나 뇌졸중 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김남희, 태영숙, 최윤숙, & 배주희, 2016; 

백순형 & 신중일, 2018; 임정순 & 정복례, 2018)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김윤주, 2017; 진주혜 & 유진희, 2017; 허수빈 & 신

소영, 2019)가 시작되었으나, 노인암 환자(최윤숙, 배주희, 김남희, & 태영숙, 2016), 

유방암 환자 돌봄 부담감(배주희, 최윤숙, & 김남희, 2020), 대장암 환자 돌봄 부담

감(김슬아, 2019), 말기암 환자(김애진 & 최은정, 2019; 최은숙 & 김금순, 2012)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암환자의 치료 단계 중 특히 혈액암 질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은 암 환자 치료 과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Baranowski, 1993). 따라서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

하는 것은 증가하고 있는 혈액암 환자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

이다.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돌봄에 있어, 초기 치료 단계인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간호 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돌봄 제공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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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인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주 돌

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돌봄 제공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3)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한다. 

(4)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과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한다. 

  (5)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6)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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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혈액암 환자 

 

(1) 이론적 정의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 골수종, 악성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혈

액 또는 림프계에서 발생한 악성 혈액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이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악성 혈액질환 중 급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골수이형성증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는 환자이다. 

치료 후 완전관해로 완치 판명을 받고 5년 이후 재발한 환자나 말기 상태로 

DNR(do not resuscitate)을 받거나 호스피스 의뢰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1.3.2. 혈액암 치료 단계 

 

(1) 이론적 정의 

암 경험자가 암 진단 이후 생존을 위하여 의학적 치료에 전념하는 시기이다

(Mullan, 1985). 

 

(2)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Lewandowski & Jones, 1988; Mullan, 1985; Rutten, Arora, Bakos, 

Aziz, & Rowland, 2005; 박미정, 2018; 배수현 & 박정숙, 2007; 이동숙 & 이은옥, 

1997; 임정원 & 한인영, 2008; 채윤정 & 박정숙, 2017; 태영숙, 최금희, 정윤경, & 

권수혜, 201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초기 생존 단계의 혈액암 

환자들의 질병 특성에 맞추어 치료 단계를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퇴원 시기)로 구

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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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성기: 혈액암은 진단 시 즉각적인 항암치료가 요구되므로, 암 진단 이후 처음 

입원하여 최초 의학적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Ⅱ. 치료기: 한 번 이상의 입원을 통해 공고 요법, 유지 요법 등의 항암치료 혹은  

2번째 주기 이상의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 방사선치료 등 의학적 

치료를 지속하며 치료 부작용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Ⅲ. 안정기: 입원치료 기간 중 임상적 판단하에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을 계획하거나 

퇴원하는 단계이다. 

 

1.3.3. 돌봄 제공자  

 

(1) 이론적 정의 

비공식 간병인(informal caregivers)이라고도 하는 돌봄 제공자는 일상생활 및/

또는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지만,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배우자, 파트너, 가

족, 친구 또는 이웃이다(Family Caregiver Alliance, 201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혈액암을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의 일과를 가장 많이 공유하여 시

간을 보내고 신체적, 정신적 돌봄을 제공하지만, 돌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돌봄에 일차적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가족 보호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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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증상경험 

 

(1) 이론적 정의 

증상경험은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서 이는 정상 기능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인지된 지표로 대개 강도, 시간성, 고통감, 질(Quality)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Lenz, Pugh, Milligan, Gift, & Suppe,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증상경험은 PROMIS-29 Profile v2.1 성인 측정 도구를 Cho (2017) 

등이 한국어로 번안,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측정값이 높을수록 증상의 

빈도, 강도, 고통감 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1.3.5. 소진 

 

(1) 이론적 정의 

소진이란 사람과 장기간 밀접하게 관계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서적 피로와 냉

소의 증후군으로 정서적 피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와 감정의 발

달이다(Maslach & Jackson, 1981). 

 

(2) 주관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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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Ahn (2004)이 암 환자 돌봄 제공자에게 적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 분포는 20-10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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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나 삶의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일상 활

동 및 대인 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 상태를 말한다

(Ferrell, Dow, & Grant, 1995). 

 

(2) 주관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eitzner (1997) 등이 개발한 caregiver quality-of-life 

instrument를 Rhee (2005) 등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하여 개발

한 한국판 암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측정도구(Korean version quality of life index-

cancer: CQOLC-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 분포는 0-14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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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2.1. 혈액암 질병 특성 및 치료 단계별 증상경험 

 

혈액암은 혈액의 구성 성분(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나 혈액을 만드는 골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림프계(림프구, 림프절, 림프관 등)에 생긴 암을 말한다. 백혈

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대표적이며 그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다

(cancer answer. 2020). 혈액암은 그 특성상 림프종을 제외하고는 발견 당시 고형암

의 4기에 해당하고 병기의 단계별 진행에 의존하지 않고 질환의 진행이 매우 빨라 진

단 당시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3개월 내에 사망하는 초급성 경과

를 보인다(Chong, Chang, Lee, & Kim, 2007). 따라서 진단과 동시에 입원하여 즉각적

인 항암치료가 필요하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암을 발견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을 맞이하게 되는 환자들은 진단, 치료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Fish & Shelly, 1978; 정상옥, 2006). 

암의 치료 단계는 넓게는 암 생존 단계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암의 상태와 치료 

과정의 변화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분류된다. 암 치료 단계별 선행연구에서는 암 질환

을 초기, 적응, 말기 세 단계로 분류해 초기에 증상 자각에서 진단에 이르는 시기, 

적응단계는 완치되거나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 시기, 말기 단계는 악화되고 쇠약해지

는 시기로 구분하였고(Lewandowski & Jones, 1988), 암 치료의 연속 단계를 진단, 치

료기, 치료 후기(생존기), 재발, 삶의 끝으로 구분하였다(Rutten et al., 2005). 국

내 연구를 살펴보면, 유방암 연구에서는 치료 단계를 수술 후 시기, 보조치료 시기, 

치료가 끝난 후인 추후 시기로 나누었고(태영숙 et al., 2012), 위암 환자를 진단기, 

치료기(수술 단계와 화학요법 단계), 안정기로 나누어 환자의 사회적 지지를 조사했

다(이동숙 & 이은옥, 1997). 혈액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소아암 환자에서는 치료 시기를 진단 시(진단받고 첫 번째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단

계), 치료 중(진단 후 공고 요법, 유지 요법 등의 항암치료 혹은 2번째 주기 이상의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항암치료를 받는 시기), 치료 종결 시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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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박미정, 2018). 혈액암 치료 단계는 진단 초기로 치료를 준비하는 단계, 항암화

학요법,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 치료 단계, 치료 후 관해 상태에 이르러 유

지하고 있는 유지 단계, 치료가 종결되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완치 단계가 있

다. 

암 환자는 치료 단계별로 경험하는 증상에 차이를 보였는데, 진단 후 첫해 동안

은 암 치료의 효과와 질병의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증상을 보였고, 처음 병원을 방문할 때 증상 정도가 더 높았다(Mahendran, 

Lim, Tan, Kua, & Griva, 2016). 특히 혈액암은 질병명이 생소하고, 진단 당시 심각

한 상태로 발전된 경우가 빈번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진전되며, 골수검사, 조혈

모세포 이식 등 치료 방법이 특이하여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혈액암은 진

단 시 즉각적인 항암 치료에 들어가므로 입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입원 시 환자는 

주변의 생소함과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스트레스이며(Mishel, 1981), 이는 불안의 원

인이기도 하다. 

혈액암 환자는 적극적 치료 단계에서 반복적인 입원과 퇴원을 경험한다. 혈액암 

환자는 고용량 항암치료로 인한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80%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고형암 환자(10-50%)에 비해 높으며(Klastersky, 2004), 백혈구, 혈소판 감소증으로 

출혈, 감염 등 일반적이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경험한다(Escrihuela-Vidal et al., 

2019), 또한 빠르게 증식하는 정상 세포에까지 영향을 주며, 구내염, 오심, 구토, 변

비, 설사, 탈모, 생식기능의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는 입원 기간을 길게 하고 병원

비용 등이 고형암에 비해 훨씬 커 재정적 부담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ong et 

al., 2012). 혈액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삽입되는 중심정맥관은 유지 

및 관리로 인한 불편감 및 혈전증, 감염, 폐색 등의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다(Ullman 

et al., 2016). 또한 치료 과정에서 질병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불안, 

우울(El-Jawahri et al., 2019)로 심리적, 정신적 위축을 경험한다. 혈액암 치료 과

정의 하나인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는 무균실 입원, 중심정맥관 관리, 감염 관리, 식

사 관리 등 치료 과정이 특수하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한다. 장기간의 격리 생활로 

이식 치료를 받는 25% 정도에서 정신,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Wolcott, et al., 



11 

 

1987), 고된 치료 과정에서 오심과 구토, 설사, 극도의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으로 인해 고열, 피로, 출혈, 두통, 구강점막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김경자, 

2004). 

급성기 치료와 관리를 마친 암 환자의 퇴원은 다른 급성질환과는 달리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전제하고, 따라서 퇴원 후 가정에 있는 동안도 치료 과정의 연장으로 보

고 적절한 간호관리가 필요하다(정미자 & 신정혜, 1998). 그러나 혈구 감소증, 면역

력 저하가 뚜렷한 혈액암에서는 대부분 입원 위주의 치료를 요하며 퇴원 시 병원의 

보호적 환경을 떠나는 것에 불안을 느끼며(김혜조, 송경애, 최동원, & 박호란, 2006), 

퇴원 후 가정간호로 관리가 고형암보다 어렵다(Ishida et al., 2019). 퇴원은 환자의 

상태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돌봄 제공의 주요 역할이 의료진에서 

보호자에게로 옮겨가고,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능숙한 자기 간호 능력을 요구하므

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대다수는 항암치료를 

받은 직후, 치료와 관련된 자가 관리나 증상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대처 방법 및 정

보를 숙지하지 못한 채 퇴원하게 되어(Lee & Kwon, 2007), 다음 입원 시까지 부작용

들을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Caughan & Thompson, 2000; 김수올, 

박미희, & 김소명, 2015). 

이처럼 암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종양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기도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급성 또는 만성 부작용으로 유발되기도 하고(김열, 2012), 진단, 치료

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는 증상경험과 여러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피로, 우울, 

불면, 불안, 영적 고뇌 등의 심리 사회적 부작용도 겪는다. 이는 신체기능의 회복뿐 

아니라 일상적인 기능 상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을 연기, 

중단시키는 등 치료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환자를 지치게 해 때로는 죽음에 이

르게까지 할 수 있다(임수정, 2013). 

혈액암은 치료 과정이 길고 장기간의 소모적이고 입원 위주의 치료를 요하며 치

료 경과 및 예후에 따라 반복되는 치료를 요구하는 만성적인 경향을 보여(Hall et 

al., 2013), 환자 및 돌봄 제공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할 수 있다. 암 환

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증상 발생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허혜경 et al., 2002). 그

러나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암 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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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 않고 모든 암 환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혈액암

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치료 단계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에 대한 이해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2.2. 혈액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 

 

암 진단 후 치료받고 생존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의 배우자 그리고 가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많은 암 환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Tolbert, Bowie, Snyder, Bantug, & Smith, 

2018). 암 환자의 치료 과정은 추가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 지원, 

약물 투여, 교통 제공, 식사 준비,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옹호, 정서적 지원 제공 등 

돌봄 제공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Bevans & Sternberg, 2012). 

돌봄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돌봄의 수준은 돌봄 제공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부정

적인 결과를 보고 할 가능성이 더 높고, 환자 치료의 효과적인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적으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더 높다(Bevans & Sternberg, 2012). 

암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Gibbons, Ross, Wehrlen, Klagholz, & Bevans, 2019). 암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심리적 고통, 소진, 건강 문제, 우울, 불안, 부담 및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요

구 측면 등 돌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Bradley, 2019; Friðriksdóttir 

et al., 2011; Janda et al., 2007). 암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암 환

자 가족원 중 배우자의 삶의 질이 가장 낮고, 돌봄 부담감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영선, 2009). 돌봄 제공자의 불안이 높을수록 수면 장애가 있

었으며, 피로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며(Fletcher et al., 2008), 결과적으로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Osaki et al., 2016). 

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에 대해서는 메타분석(Dharmawardene, Givens, Wachho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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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owski, & Tjia, 2016; Northouse, Katapodi, Song, Zhang, & Mood, 2010; O'Toole, 

Zachariae, Renna, Mennin, & Applebaum, 2017)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암이 가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었으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환자와 가족 모두 암과 관련된 문제에서 성장 또는 긍정적 변화를 경

험하기도 한다(Kim, Schulz, & Carver, 2007). 새로 진단된 암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돌봄 과정에서 높은 자존감을 얻음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Nijboer, Triemstra, Tempelaar, Sanderman, & van den Bos, 1999), 치료에 대한 책

임과 도전이 증가하면 정신 건강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Andershed & Ternestedt, 1998; Weitzner, McMillan, & Jacobsen, 

1999). 

돌봄을 제공하는 비공식 간병인들에서는 불안,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이 자주 보

고되는데,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환자의 간병인은 질병 차체

에 관련된 분노, 치매 환자의 간병인은 인지 및 기능장애, 간병 우울에 대한 분노가 

있었으나, 암 환자의 간병인은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은 있었으나 분노는 기록되지 

않았다. 치매환자에서의 간병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여 상황에 맞게 정서적으로 적응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노년기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암과 AIDS의 

경우 간병이 장기간에 걸쳐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죽음이 가까웠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Flaskerud, Carter, & Lee, 2000). 암 간병인과 비-암 간병인을 비교한 연구

에서는 암 간병인이 비-암 간병인에 비해 부담이 높고 간병 시간이 더 많았으며, 환

자를 대신하여 의료 제공자, 기관 및 전문가와 상호 작용하고 있었고, 임종 결정을 

내리는 등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Kent, Longacre, Weber-

Raley, Whiting, & Hunt, 2016). 암, 치매, 당뇨병, 허약한 노인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암 환자 간병인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 수준은 치매 간병

인과는 유사하였고, 다른 간병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었다(Kim & Schulz, 2008). 암,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돌봄 부담에 대한 연구에서

는 모든 그룹에서 높은 수준의 부담과 우울증을 보였으나 알츠하이머 간병인에서는 

부담 수준이, 암 간병인에서는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apastavrou, Charalambous, Tsangari, & Karayiann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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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은 암 질병 중에서도 독특한 암 그룹으로 질병명 및 하위 유형에 따라 치

료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장기간의 소모적이고 입원 위주의 치료를 요하고, 

재발도 흔한 만성적 경향을 보인다(Hall, Marita, Jamie & Rob, 2013). 따라서 입원 

위주의 치료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적 활동 및 양육의 어려움, 입원 생활을 돌봐야 하

는 주 돌봄 제공자가 필요함에 따른 다른 가족의 부담감이 크고, 재발 및 감염에 대

한 불안이 높다(이영신 & 탁영란, 2016). 혈구 감소증, 면역력 저하는 입원 중 보호 

격리로 1인실 사용이 필요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무균실 입실을 경험하는 등 독

특한 치료 과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위축은 돌봄 제공자의 역할 부

담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의 경우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치매노인(서은경 & 김혜령, 2018; 

유재언 et al., 2018; 이혜정, 2019; 장지은 & 최희승, 2016), 뇌졸중 환자(김남희 

et al., 2016; 백순형 & 신중일, 2018; 임정순 & 정복례, 2018)로 이루어져 있다. 최

근 국내의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노인암 환자(최윤숙 et al., 

2016), 유방암 환자(배주희 et al., 2020), 대장암 환자(김슬아, 2019), 말기암 환자

(김애진 & 최은정, 2019; 최은숙 & 김금순, 2012)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혈액암 질병

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혈액암 질병의 특성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 경험을 확인하고, 혈액암 돌

봄 제공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3.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증상을 경험할 때 대체적으로 자가간호 방법

을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건강 전문가에게 증상을 관리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도움

을 구한다(Dodd, Miaskowski, & Paul, 2001). 특히 암 환자는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

터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된다(Lee & Son, 2016). 이러한 스트레스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며, 환자의 스트레스 증가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스트레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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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

다(Jang, Woo, & Park, 2006). 돌봄 부담은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증상 및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치료 시작부터 존재한

다(Johansen, Cvancarova, & Ruland, 2018). 돌봄 제공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정

서적 탈진 상태가 되면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소진을 경험하는 돌봄 제공자는 우울

해지고 정서적, 신체적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다(안은정 & 이영숙, 2005). 

암 환자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봄 제공

자의 건강 상태는 처음에는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돌봄 과정에서 비 돌봄 제공자 보다 

피로, 수면 장애 등 많은 문제를 보고한다(Given et al., 2004; Weitzner et al., 

1999). 돌봄 제공자는 비 돌봄 제공자에 비해 인지장애 또는 치매 발생 위험도 크다

(Vitaliano, Murphy, Young, Echeverria, & Borson, 2011). 특히, 신체적 건강이 나

쁘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돌봄 제공자에서는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다(Choi et al., 2013).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피로는 신체활동

이 감소한 흉내 낼 수 없는 불편함(Osaki et al., 2016)으로 정의된다. 돌봄 제공자

는 수면 장애 및 피로와 같은 수많은 건강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신체 기능과 증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악화되었다(Palos et al., 2011). 또한 수면

의 질은 우울과 함께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과 돌봄 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Bartolomei et al., 2018). 

돌봄 스트레스의 가장 명백한 징후와 증상은 심리적 문제로 일반적으로 불안, 우

울, 걱정 및 외로움이다(Stenberg, Ruland, & Miaskowski, 2010). 질병에 대한 환자

와 돌봄 제공자의 반응은 상호 관계가 있으며, 돌봄 제공자는 종종 환자만큼 많은 정

서적 고통, 불안 또는 우울증을 보고한다(Given et al., 1993). 돌봄 제공자의 우울

은 돌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 장애로 두려움, 고독감, 고립감, 쉽게 괴롭히는 느

낌으로 나타낼 수 있다(Fortinsky, Kercher, & Burant, 2002). 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대한 부정적 측면인 생활패턴의 변화, 신체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가족의 

협조 부족 등 돌봄 부담이 높을수록 암 환자 가족의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

(Grunfeld et al., 2004; Hu, Yang, Kong, Hu, & Zeng, 2018; Reblin et al., 2016). 

암환자를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 고통의 수준은 암 환자와 같거나 더 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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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ges, Humphris, & Macfarlane, 2005),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피로, 수면 장애 및 건강에 해로운 더 많은 문제를 보였다(Fletcher, Dodd, 

Schumacher, & Miaskowski, 2008). 입원한 암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디스트레스는 병상에서 투병 중인 암 환자의 고통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다. 돌봄 제

공자는 입원 치료 중인 암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

고, 특히 암 환자의 통증을 지켜보는 고통은 돌봄 피로와 더불어 축적되지만 이를 풀

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진주혜 & 유진희, 2017). 

암 환자의 돌봄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돌봄 제공자는 돌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돌봄 제공에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부

족하다(Health & Welfare, 2015).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는 여가 활동, 친구 및 가족

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Stenberg et al., 2010). 특히 혈액암 환자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 생활을 함으로 적

극적인 경제적 활동 및 양육이 어렵고, 입원 생활을 돌봐야 하는 돌봄 제공자가 필요

함에 따른 다른 가족의 부담감이 크다. 또한 의료비 뿐 아니라 장기입원 등의 긴 치

료 과정에 따른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고용 및 소득 상실 등의 간접비용 등으로 재정

적 어려움을 겪는다(McNulty & Khera, 2015). 또한 혈액암 환자는 장기간의 호중구 

감소 기간을 경험하며 병원 안에서도 활동이 제한되는 보호 격리 및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로 인한 무균실 입실로 인해 고독감, 각종 신체적인 제한을 경험한다. 무균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등 심리, 사회적

인 면에서 어려움 겪고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김혜조 et al., 2006). 이는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과 소진,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혈액암 질병 특성 및 치료 단계별 특징적 증상경험을 확

인하였다. 돌봄 제공자는 치료 단계에 따라 환자와 영향을 주고받는 치료의 동반자이

다. 따라서 혈액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경험, 소진 그

리고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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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개념적 기틀 

 

3.1. Stress Process Model  

 

Pearlin et al. (1990)과 Schulz and Martire. (2004)의 모델을 보완적으로 

적용한 Conde-Sala et al. (2010)의 Stress Process Model은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 및 돌봄 제공 및 중재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부정적 증상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돌봄 부담과 관련된 다차원적 예측 인자를 조사하기 위한 

많은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로 사용되고 있다. Stress Process Model은 스트레스 

요인뿐만 아니라 중재의 다차원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igure 1>. 

돌봄 제공자가 직면한 문제를 동질적이거나 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권장할 수 없으며, 이는 돌봄 제공자 요인(환자와의 관계, 성별, 환자와 동거 등)과 

환자 요인(행동방식, 질병 치료 단계 등) 모두에 적용된다.  

Conde-Sala et al. (2010)의 Stress Process Model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부담 

예측 변수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의 돌봄 관련 요인 및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상황 변수 

(2) 환자의 증상 또는 질병 진행과 관련된 1 차 스트레스 요인. 

(3) 돌봄 제공으로 인한 다른 영역의 어려움을 포함한 2 차 스트레스 요인. 

 

이에 대한 중재로 사회적 지원은 처음에는 더 중요하고 상황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자원이 도입되는 시점은 환자 및 돌봄 

제공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개인화되고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포함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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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ess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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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Pearlin et al. (1990)과 Schulz and Martire. (2004)의 모델을 보완

적으로 적용한 Conde-Sala et al. (2010)의 Stress Process Model을 근거로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에 따라서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들 간 관계의 틀을 설정하였다. 

혈액암(백혈병, 악성 림프종,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유무, 종교, 교육 정도, 진단명, 진단 시기, 입원 경과일, 입원 횟수, 치료 내

용, 혈액검사 결과, 현재 호소 증상, 일상생활능력)과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 제공 관련 요인들(성별, 연령, 직업, 종교, 교육 정도, 결혼 여부, 돌봄에 

대한 일차적 책임감 여부, 환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경제 상태, 돌봄 기간, 돌봄 

제공시간, 돌봄 교대자 여부, 현 건강 문제 등)을 상황변수로 설정하였고, 1차 스트

레스 요인으로는 치료 단계별 환자의 증상으로 치료 단계는 급성기(진단 시기), 치료

기, 안정기(퇴원 시기)로 나누었다. 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돌봄으로 인한 다른 영

역의 어려움(경제적 부담감, 환자와의 관계 정도)을 포함하였다. 

상기 예측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은 신체적 증상(신체기능, 

피로, 통증으로 인한 제한 및 통증 강도, 수면장애), 사회적 증상(사회에서 맡은 역

할을 잘 수행하고 기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심리적 증상(불안, 우울)

과 소진 그리고 삶의 질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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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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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4.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혈액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기도 소재의 암 전문병원에서 입

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

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 program(Faul et al., 2007)을 이용하여 분석방

법 F tests – ANOVA, 효과 크기(r) = 0.40, 유의수준(α) = 0.05, 검정력(1-β) = 

0.95로 분석하여 102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20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였고, 총 12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2.1.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2) 혈액암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 

(3) 입원 시 간호 초기 평가에 주 보호자로 등록하며 자신을 환자 돌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지하는 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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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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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연구 대상자 제외 기준 

 

(1)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청력에 문제가 있는 자,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한 자 등) 

(2) 치료 후 완치 판명을 받고 5년 이후 재발한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 

(3) 말기 상태로 DNR(do not resuscitate)을 받거나 호스피스 의뢰된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 

 

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혈액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

성 및 신체, 사회, 심리적 증상 및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84문항의 자가 

보고 설문지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연구 도구는 개발자 및 저자의 허락을 받

았다.  

 

4.3.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종교, 교육 정도, 결혼 여부, 

돌봄에 대한 일차적 책임감 여부, 환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경제 상태, 돌봄 기간, 

돌봄 제공시간, 돌봄 교대자 여부, 치료비 부담 여부, 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 환자의 의존도에 대한 생각,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 본인의 현 건강 문제를 포함한다. 

 

4.3.2.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유무, 종교, 교육 정도, 진단명, 진단 시기 및 경과일, 입원 

횟수, 입원일 및 경과일, 치료 내용, 혈액검사 결과, 과거 병력, 현재 호소 증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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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능력을 포함한다.  

 

4.3.3. 돌봄 제공자의 증상 

 

혈액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PROMIS-29 Profile v2.1 성인 

측정 도구를 Cho (2017) 등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PROMIS-29는 일반 성인 및 만성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평가하고 모

니터링하는 건강측정 도구로 신체기능(PROMIS SF v2.0 – Physical Function 4a), 불

안증(PROMIS SF v1.0 – Anxiety 4a), 우울증(PROMIS SF v1.0 – Depression 4a), 사회

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기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PROMIS SF 

v1.0 –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4a), 통증으로 인한 

제한(PROMIS SF v1.0 – Pain Interference 4a), 통증 강도(PROMIS Pain Intensity 

item(Global07)) 1문항으로 7개 영역 +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문항이다. 

7개 영역의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통증 강도는 0점에서 10점까지 숫자 척도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항목별 Cronbach’α 값은 다음과 같다.  

 

 

Variables N Cronbach’α 

Physical symptoms 

Physical function 4 .87 

Fatigue 4 .94 

Sleep disturbance 4 .80 

Pain interference & intensity 5 .96 

Social symptoms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4 .94 

Psychological symptoms 

Anxiety 4 .92 

Depression 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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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 – 29 Adult Profile 2.1 은 원시 점수를 평균(M)이 50이고 표준 편차(SD)

가 10인 표준화된 T-score로 조정하였다(PROMIS® Scoring Manuals, 2020). PROMIS 

T-score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개념이 측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불안, 

우울, 피로, 수면 장애, 통증으로 인한 제한의 높은 점수는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나

타내는 반면, 신체기능,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사회 활동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높은 점수는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PROMIS – HealthMeasures/Interpret 

Scores, 2020). 

 

4.3.4. 돌봄 제공자의 소진 

 

혈액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ines, Aronson & Kafry  

(1981)가 개발한 소진 측정 도구를 Peek (1983)이 한국어로 번역, 수정, 보완하고 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Ahn (2004)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소진 6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진 7문항으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

항이다. 각 문항은 없다(1점), 가끔(2점), 보통(3점), 자주(4점), 항상(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

다. 총 20문항 중 7문항이 역 문항이어서 역 환산 처리 하였다. Peek (1983)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 = .81, Ahn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 이었다. 

 

4.3.5.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Weitzner (1997) 등이 개발한 Caregiver Quality-of-Life 

Instrument를 Rhee (2005) 등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하여 개발

한 한국판 암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측정도구(Korean Version Quality of Life Index-

Cancer: CQOLC-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 분포는 0-140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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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CQOLC-K는 암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부담감, 분열성, 긍정적 적응, 재정적 문제, 수면, 성생활, 일일 

생활 제한, 심적 부담, 질병 설명 청취, 환자 보호, 통증관리, 다른 가족원 무관심으

로 구성된 35문항에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적응과 성생활, 질병 설명 청

취를 제외한 26문항이 역 문항이어서 역 환산 처리하였다. 원도구의 Cronbach’s α 

= .73, Rhee 등(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1 이었다. 

 

4.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암 전문병원에서 의생명연구심의 위원회(IRB)의 승인

(IRB No. NCC2019-0269)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병원 내 혈액암센터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

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

지를 나누어 주어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이며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4.5.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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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2)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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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4)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

성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의 차이는 평균과 표

준편차 및 t-test, one-way ANOVA로 비교하였고, Scheffe’s test로 사후 검

정하였다. 

5)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급성기, 치료기, 안정기)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비교하고, Scheffe’s test

로 사후 검정하였다. 

6)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급성기, 치료기, 안정기)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 소진,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6. 연구 대상자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암 전문병원에서 의생명연구심의 위원회 심의(IRB No. 

NCC2019-0269) 후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가진 혈액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 과정을 거쳐 연구가 진행

되었다. 돌봄을 제공받는 혈액암 환자 관련 정보 역시 돌봄 제공자의 설문조사를 통

해 얻었다. 본 연구 자료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 참

여자는 참여 순서대로 식별 코드를 부여할 예정으로, 연구 참여자 코드는 암호화한 

파일로 작성하여 대상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연구에 참여 도중 언제라도 중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5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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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총 120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입원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는 여성이 72.5%로 평균연령은 

53.65(±13.02)세로 40-59세가 48,3%를 차지하였다. 기혼이 대부분(85.8%)이었고, 학

력은 중, 고등학교 49.2%, 대학교 이상이 45.0%였으며, 59.2%에서 종교가 있었다. 직

업은 무직이 52.5%였다. 현재 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는 69.2%였으며, 설문에 

응한 95.8%의 대상자가 돌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환자와의 관계에

서는 배우자가 5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녀(아들 또는 딸)이 31.7%였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 총액은 100-299만 원이 33.3%였고 이어 300-499만 원 29.2%, 500만 원 

이상 27.5% 순이었다.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경제적으로 약간의 곤란을 느

낀다 가 54.2%로 가장 많았고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25.8%), 경제적으로 큰 곤

란을 느낀다(17.5%) 순이었다.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기간은 6개월 미만 53.3%, 1년 

이상 36,7%로 진단받은 직후의 돌봄 제공자부터 (1개월 미만) 최대 8년까지 평균 개

월은 15.33±19.37 이었다. 입원 시 환자 돌봄 시간은 12시간 이하가 51.7%, 12시간 

초과가 48.3%로 평균 시간은 14.39(±9.14) 이었다. 주 돌봄 제공자 외 도움을 제공

하는 다른 돌봄 제공자의 유무는 50.8%에서 있다고 답했다. 현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2명(43.3%)으로 10.8%의 돌봄 제공자가 암 병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 돌봄 제공자가 0-10점으로 평가한 환자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주 돌봄 제공자가 평가하는 환자의 건강 상태 점수는 4.36(±2.13), 환자의 의존도 

점수는 6.22(±2.39), 주 돌봄 제공자와 환자와의 관계 정도는 8.09(±1.98) 이었으

며, 주 돌봄 제공자가 평가하는 본인의 건강 상태 점수는 6.22(±2.2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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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 12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Sex Male 33(27.5) 

 Female 87(72.5) 

Age(year) <40 19(15.8) 53.65±13.02 

(21-79) 
40-59 58(48.3) 

≥60 43(35.8) 

Employment Employed 57(47.5) 
 

Not employed 63(52.5) 
 

Religion Yes 71(59.2) 
 

No 49(40.8) 
 

Education < Middle school 7(5.8) 
 

Middle-High school 59(49.2) 
 

≥ College or more 54(45.0) 
 

Marital status Single 9(7.5) 
 

Married 103(85.8) 
 

Divorced or Widowed 8(6.7)  

Main caregiver 

responsibility 

Yes 115(95.8) 
 

No 5(4.2) 
 

Residing With patient 83(69.2)  

Without patient 37(30.8)  

Relationship 

with patient 

Spouse 68(56.7)  

Child 38(31.7)  

Parents 4(3.3)  

Others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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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Continued)  
 (N= 120) 

†Multiple responses & yes only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Monthly  

family income 

(10,000won) 

<100 12(10.0) 

 

100-299 40(33.3) 

300-499 35(29.2) 

≥500 33(27.5) 

Financial burden 

(medical expenses) 
Heavy 21(17.5) 

 
Moderate 65(54.2) 

Slight or No burden 34(28.3) 

Duration of 

caregiving  

(month) 

<6 64(53.3) 15.33±19.37 

(1-96) 
6-12 12(10.0) 

≥13 44(36.7) 

Average caregiving 

time  

(hours/day) 

≤12 62(51.7) 14.39±9.14 

(1-24) 
>12 58(48.3) 

Care support 

(other caregivers) 

Yes 61(50.8) 

 No 59(49.2) 

Caregiver’s 

current health 

issues† 

Hypertension 26(35.1)  

Arthritis or Rheumatism 18(24.3)  

Diabetes 16(21.6)  

Cancer 8(10.8)  

Cardiac disorder 4(5.4)  

Cerebral infarction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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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혈액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가 응답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징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입원 치료를 받

는 혈액암 환자는 남성이 66.7%로 평균연령은 62.55(±14.73)세로 60 세 이상이 62.5%

를 차지하였다. 진단 전 직업을 가진 환자는 59.2%였으나 진단 후 직업을 가진 환자

는 26.7%였다. 혈액암 환자 53.3%는 종교가 있었고 교육수준은 중, 고등학교 졸업이 

45.8%, 대학교 졸업 이상이 34.2%였다. 혈액암 환자의 60%는 Malignant Lymphoma 였

으며 Acute Myeloid Leukemia (AML) 20.8%,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8.3%, Myelodysplastic syndrome (MDS) 10.8%였다. 입원일 기준으로 혈액암을 진단받

고 치료받은 기간은 평균 483.78(±748.74)일로 증상 발현 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

작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3 일)부터 5242 일이 경과한 환자까지 있었다. 입원 일로부

터 경과 일은 평균 13.71(±12.51)로 입원 2 일부터 73 일이 경과한 환자까지 있었다. 

입원 횟수는 4.76(±4.26)번으로 입원생활이 처음인 환자부터 21 번 입원한 환자까지 

있었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감염 위험도(MSD Manual professional 

version, 2020. 절대호중구수로 분류)는 Severe 20.0%, Moderate 7.5%, Mild 6.7%였

다. 혈액암 환자는 61.7%에서는 과거 병력(고혈압 당뇨, 결핵, 간질환, 우울, 불면, 

심장질환 등)이 있었다. 

혈액암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은 1. 증상이 있으나 스스로 활동 가능하다(45.0%), 

3. 증상이 있으나 누워 지내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이다(24.2%), 0. 제한 없이 

정상적이다(14.2%), 2. 증상이 있으나 누워 지내는 시간은 하루의 반보다 적다(9.2%) 

4. 계속 누워있어야 한다(7.5%) 순이었다. 혈액암 환자가 입원 중 받고 있는 치료 내

용 항암화학요법 104(60.5%), 조혈모세포 이식 4(2.3%), 방사선치료 2(1.2), 항생제 

치료 45(26.2%), 기타(수술이나 시술) 17(9.9%)였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들은 대부분에서 하나 이상의 복합적인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증상으로

는 영양 관련 장애(식욕저하, 체중감소, 섭취량 감소 등) 53(18.3%)로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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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및 수면 부족 46(15.9%), 비뇨기계 증상(빈뇨, 혈뇨, 긴급뇨의, 실금, 작열감, 

배뇨곤란 등) 38(13.1%), 소화기 증상(소화장애, 오심, 구토, 연하곤란, 복부팽만, 

혈변 등) 33(11.4%), 정서장애(불안, 우울 등) 30(10.3%), 순환기 증상(심계항진, 흉

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등) 27(9.3%), 신경계 증상(의식저하, 청력장애, 감

각이상, 마비 등)과 통증 23(7.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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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atologic  

malignancy patients                                    
 (N= 12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Sex Male 80(66.7)  

Female 40(33.3) 

Age(year) <40 12(10.0) 62.55±14.73 

(21-89) 
40-59 33(27.5) 

≥60 75(62.5) 

Employment    

Before Diagnosis Yes 71(59.2) 

No 49(40.8) 

After Diagnosis Yes 32(26.7) 

No 88(73.3) 

Religion Yes 64(53.3)  

No 56(46.7)  

Education < Middle school 24(20.0)  

 Middle-High school 55(45.8)  

 ≥ College or more 41(34.2)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25(20.8)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10(8.3)  

 Malignant Lymphoma 72(60.0)  

 Myelodysplastic Syndrome 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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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atologic  

malignancy patients (Continued)   
 (N= 120) 

1)MSD Manual professional version,2020(감염의 위험도 측정) 

2)ECOG PS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in-Max) 

Days since 

diagnosis 

(Day) 

  483.78±748.74 

(3-5242) 

Length of 

hospitalization 

(Day) 

< 15 78(65) 13.71±12.51 

(2-73) 
≥15 42(35) 

Number of 

hospitalization 

1 36(30) 4.76±4.26 

1-21 
2-5 45(37.5) 

≥6 39(32.5) 

ANC1) 

(absolute  

neutrophil count) 

Severe(< 500/mcL) 24(20.0)  

Moderate(500 to 1000/mcL) 9(7.5)  

Mild(1000 to 1500/mcL) 8(6.7)  

None 79(65.8)  

Medical History Yes 74(61.7)  

No 46(38.3) 

ECOG PS2) 0 17(14.2) 

1 54(45.0) 

2 11(9.2) 

3 29(24.2) 

4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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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atologic  

malignancy patients (Continued)  
 (N= 120) 

†Multiple responses 

1)etc.: Surgery, Interventional procedure, Bone marrow examination  

 

 

 

 

 

 

 

 

Variables Categories n(%)  

Current treatment† Chemotherapy 104(60.5)  

Stem cell transplantation 4(2.3)  

Radiotherapy 2(1.2)  

Antibiotics treatment 45(26.2)  

etc.1) 17(9.9)  

   

The patient’s  

current symptoms† 

Nutritional disorder 53(18.3)  

Fatigue and sleep disturbance 46(15.9)  

Urinary symptoms 38(13.1)  

Digestive symptoms 33(11.4)  

Emotional symptoms 30(10.3)  

Circulatory symptoms 27(9.3)  

Pains 23(7.9)  

Neurologic symptoms 23(7.9)  

No symptom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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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변수들의 기술 통계 분석값은 <Table 3>과 같다. 

PROMIS 로 측정한 7 개 증상경험 변수들을 T-score 로 변환하여 분석한 값은 신체적 

증상에서 신체기능(50.62±7.60), 피로(49.40±11.13), 수면장애(54.13±7.20), 통증

으로 인한 제한(50.38±9.00)이었고, 사회적 증상에서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

하고 기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47.90±10.53), 심리적 증상에서 불안

(56.18±10.77), 우울(51.67±9.71) 이었다. 통증 강도(2.37±2.40), 소진(45.14±

12.90), 삶의 질(75.61±22.37)으로 나타났다. 증상경험 변수들을 PROMIS T-score 로 

변환하여 심각도 수준을 해석해보면 불안에서만 경증의 심각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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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ary caregiver’s symptoms, burnout, Quality of life 
                                                                                       (N= 120) 

1)Interpreting PROMIS® T-Score (symptoms): WNL (within normal limits) <55, Mild 55-60, Moderate 60-70, Severe >70 
2)Interpreting PROMIS® T-Score (Function): WNL (within normal limits) >45, Mild 40-45, Moderate 30-40, Severe <30 
3)Global07 pain intensity: Mild<3, Moderate 3-7, Strong≥8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 Activities  

Categories Min Max Mean ±SD Interpretation 

PROMIS® Domain (T-score) 
     

Physical symptoms      

Physical function2) 33 57 50.62 7.60 WNL 

Fatigue1) 34 76 49.40 11.13 WNL 

Sleep disturbance1) 32 73 54.13 7.20 WNL 

Pain interference1) 42 67 50.38 9.00 WNL 

Social symptoms      

Social roles & activities†2) 28 64 47.90 10.53 WNL 

Psychological symptoms      

Anxiety1) 40 82 56.18 10.77 Mild 

Depression1) 41 79 51.67 9.71 WNL 

Pain intensity(Global07)3) 0 8 2.37 2.40 Mild 

Burnout 22 77 45.14 12.90 - 

Quality of life 26 129 75.61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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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혈액암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의 성별과 삶의 질

(t=2.181, p<.05), 연령과 소진에서(F=5.130,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사후검

정 결과 40세 미만 군보다 60세 이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원 입원 기간

은 신체적 증상(t=2.254, p<.05), 돌봄 기간은 삶의 질(F=4.296, p<.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소진(F=5.406, p<.01), 삶의 질

(F=3.787,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사후 검정 결과 300만 원 미만의 수입인 

군과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인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 돌봄 제공자가 생각

하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에서는 신체적 증상(F=7.143, p<.01), 심리적 증상

(F=5.447, p<.01), 소진(F=9.535, p<.001), 삶의 질(F=12.13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검정 결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느낀다고 답한 군이 

경제적으로 약간의 곤란을 느낀다고 답한 군과 별로 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고 답한 군에서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혈액암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에서 사회적 증상

(F=3.284, p<.05), 심리적 증상(F=2.554, p<.05), 소진(F=3.086, p<.05), 삶의 질

(F=3.28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검정 결과 일상생활능력이 제한 없이 

정상적인 군에서보다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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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 Caregiver’s symptoms, burnout, Quality of life 

                                                                                                                           (N= 120) 

Variables Categories N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Burnout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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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 Male 33 199.09 

±19.47 

-1.854 

(.066) 

49.56 

±9.75 

1.067 

(.288) 

104.74 

±20.72 

-1.104 

(.272) 

43.73 

±12.95 

-.739 

(.462) 

82.73 

±24.14 

2.181 

(.031*) 

Female 87 206.59 

±19.92 

47.26 

±10.79 

109.04 

±18.36 

45.68 

±12.91 

72.91 

±21.18 

Age(year) <40a 19 210.73 

±19.16 

1.986 

(.142) 

45.42 

±6.82 

.621 

(.319) 

111.16 

±18.23 

1.080 

(.343) 

41.37 

±10.39 

5.130 

(.007**) 

(a<c)‡ 

73.95 

±17.43 

.760 

(.470) 

40-59b 58 201.11 

±18.59 

48.42 

±11.62 

105.25 

±17.28 

42.79 

±12.59 

78.19 

±22.15 

≥60c 43 206.41 

±21.67 

48.29 

±10.38 

109.91 

±21.49 

49.98 

±13.10 

72.86 

±24.56 

Length of 

hospitalization 

(Day) 

<15 78 207.50 

±20.75 

2.254 

(.026*) 

49.09 

±10.63 

1.714 

(.089) 

109.23 

±18.90 

1.080 

(.282) 

45.21 

±12.68 

.073 

(.942) 

75.40 

±21.72 

-.140 

(.889) 

≥15 42 199.02 

±17.44 

45.67 

±10.09 

105.30 

±19.30 

45.02 

±13.44 

76.00 

±23.78 

Duration of  

caregiving 

(month) 

<6a 64 201.79 

±20.63 

1.541 

(.219) 

48.37 

±11.10 

.636 

(.531) 

105.85 

±18.05 

1.104 

(.335) 

44.02 

±13.64 

1.091 

(.339) 

80.97 

±22.26 

4.296 

(.016*) 

(n/a)‡ 6-12b 12 204.13 

±19.10 

50.04 

±10.75 

106.12 

±14.65 

42.92 

±8.08 

72.42 

±17.39 

≥13c 44 208.63 

±19.02 

46.62 

±9.66 

111.25 

±21.30 

47.39 

±12.75 

68.68 

±22.06 

*p < 0.05, **p < 0.01, ***p < 0.001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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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 Caregiver’s symptoms, burnout, Quality of life (Continued) 

                                                                                                                        (N= 120) 

Variables Categories N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Burnout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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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caregiving time 

(hours/day) 

≤12 62 201.19 

±20.36 

-1.915 

(.058) 

48.39 

±10.68 

.534 

(.594) 

105.47 

±17.39 

-1.425 

(.157) 

43.29 

±11.55 

-1.627 

(.107) 

76.48 

±20.92 

.442 

(.659) 

>12 58 208.11 

±19.13 

47.36 

±10.43 

110.41 

±20.52 

47.12 

±14.02 

74.67 

±23.97 

Care 

Support 

(other 

caregivers) 

Yes 61 204.75 

±19.06 

.121 

(.904) 

46.79 

±10.66 

-1.172 

(.244) 

107.49 

±19.68 

-.211 

(.833) 

43.92 

±13.32 

-1.057 

(.292) 

76.43 

±21.18 

.406 

(.686) 

No 59 204.31 

±21.08 

49.04 

±10.36 

108.23 

±18.54 

46.41 

±12.44 

74.76 

±23.68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300a 52 207.51 

±19.65 

1.827 

(.165) 

48.15 

±10.21 

.547 

(.579) 

110.39 

±20.97 

1.562 

(.214) 

48.71 

±13.30 

5.406 

(.006**) 

(a>c)‡ 

71.98 

±25.46 

3.787 

(.026*) 

(a<c)‡ 300-499b 35 205.21 

±20.10 

48.97 

±11.75 

108.64 

±18.12 

45.06 

±12.73 

72.60 

±20.66 

≥500c 33 199.12 

±19.93 

46.35 

±9.79 

103.03 

±16.26 

39.61 

±10.59 

84.52 

±16.13 

Financial 

burden 

(medical expenses) 

Heavya 21 218.78 

±19.65 

7.143 

(.001**) 

(a>b,c)‡ 

45.24 

±10.07 

.821 

(.443) 

119.25 

±20.85 

5.447 

(.005**) 

(a>b,c)‡ 

55.19 

±12.07 

9.535 

(.000***) 

(a>b,c)‡ 

57.52 

±21.93 

12.130 

(.000***) 

(a<b,c)‡ Moderateb 65 201.73 

±17.57 

48.59 

±10.58 

106.84 

±18.60 

44.05 

±12.87 

76.28 

±21.78 

Slight or  

No burdenc 

34 201.08 

±21.27 

48.21 

±10.76 

102.76 

±16.20 

41.03 

±10.31 

85.50 

±16.83 

*p < 0.05, **p < 0.01, ***p < 0.001   ‡= Scheffe’s test 



40 

 

<Table 5>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hematologic malignancy patients  

– Caregiver’s  symptoms, burnout, Quality of life  
(N= 120) 

Variables Categories N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Burnout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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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gnosis Leukemia 35 203.04 

±19.51 
.281 

(.755) 

46.97 

±9.81 
1.317 

(.272) 

108.25 

±21.26 
.338 

(.714) 

42.91 

±11.17 
.779 

(.461) 

77.14 

±24.45 
.728 

(.485) 
Malignant Lymphoma 72 204.64 

±21.06 

49.00 

±11.22 

108.41 

±19.01 

46.24 

±13.67 

73.83 

±21.99 

MDS1) 13 207.92 

±15.65 

44.26 

±7.63 

103.74 

±12.67 

45.08 

±13.00 

81.31 

±18.56 

ANC2) 

(absolute  

neutrophil count) 

Severe 
(< 500/mcL) 

24 205.24 

±20.09 
.031 

(.969) 

44.97 

±8,99 
1.635 

(.199) 

111.21 

±22.67 
1.309 

(.274) 

45.96 

±13.37 
.290 

(.749) 

76.46 

±26.21 
.153 

(.858) 

Moderate-Mild 
(500 to 1500/mcL) 

17 205.06 

±22.24 

46.41 

±9.68 

101.59 

±17.73 

43.00 

±11.66 

77.94 

±22.87 

None 79 204.53 

±20.00 

49.11 

±11.02 

108.18 

±18.04 

45.35 

±13.11 

74.85 

±21.25 

ECOG PS3) 0a 17 193.85 

±16.27 
2.084 

(.087) 

54.56 

±11.03 
3.284 

(.014*) 

(n/a)‡ 

97.52 

±15.35 
2.554 

(.043*) 

(a<e)‡ 

39.12 

±10.28 
3.086 

(.019*) 

(a<e)‡ 

85.35 

±18.62 
3.286 

(.014*) 

(a>e)‡ 1b 54 205.06 

±19.50 

45.50 

±10.06 

108.22 

±19.27 

43.83 

±13.21 

76.63 

±22.15 

2c 11 202.75 

±18.75 

51.72 

±7.72 

105.13 

±19.29 

48.73 

±8.83 

71.18 

±23.31 

3d 29 207.18 

±21.56 

48.16 

±9.74 

110.36 

±18.47 

46.45 

±11.57 

76.38 

±21.62 

4e 9 215.19 

±20.79 

44.16 

±12.61 

120.49 

±19.16 

55.78 

±17.31 

54.00 

±20.45 

*p < 0.05, **p < 0.01   ‡= Scheffe’s test   

1)MDS: Myelodysplastic syndrome   2)MSD Manual professional version,2020(감염의 위험도 측정)   3)ECOG PS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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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의 관계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분류에 의하면 급성기 34 명(28.3%), 치료기 42 명

(35%), 안정기 44 명(36.7%) 이었다. 혈액암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인 진단 및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을 치료 단계별로 나누어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을 측정하였고, 

PROMIS®로 측정한 7 개의 증상을 신체적 증상(신체기능, 피로, 통증으로 인한 제한 

및 통증 강도, 수면장애), 사회적 증상(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기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심리적 증상(불안, 우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의 차이

는 <Table 6><Graph 1>와 같다.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자의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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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imary caregiver’s symptoms, burnout,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acute, treatment, stable phases 

(N= 120) 

Variables 
Total 

(n=120) 
Acute 

(n=34) 
Treatment 

(n=42) 
Stable 

(n=44) 
F(p) 

PROMIS® Domain (T-score) 
     

Physical symptoms      

Physical function 50.62±7.60 51.53±6.78 50.21±7.92 50.31±7.98 0.339(.713) 

Fatigue 49.40±11.13 48.70±13.18 50.21±10.64 49.16±10.02 0.185(.831) 

Sleep disturbance 54.13±7.20 53.60±5.61 54.28±7.73 54.40±7.87 0.129(.879) 

Pain interference 50.38±9.00 50.20±9.68 51.11±8.38 49.82±9.19 0.228(.796) 

Social symptoms 

Social roles & activities† 47.90±10.53 48.97±11.18 48.07±10.53 46.90±10.16 0.376(.688) 

Psychological symptoms 

Anxiety 56.18±10.77 57.13±11.31 56.45±10.90 55.19±10.38 0.329(.721) 

Depression 51.67±9.71 51.64±10.78 52.17±9.58 51.23±9.16 0.099(.906) 

Pain intensity 2.37±2.40 2.29±2.51 2.43±2.47 2.36±2.29   0.029(.971) 

Burnout 45.14±12.90 44.59±13.72 46.71±11.93 44.07±13.28 0.492(.613) 

Quality of life 75.61±22.37 77.62±23.14 74.50±21.44 75.11±23.04 0.197(.822) 

 *p < 0.05, **p < 0.01    
†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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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1> A. Physical symptoms, B. Social symptoms, C. Psychological symptoms 

D.Burnout, E. Quality of life 

A. Physical symptoms 

 

B. Social symptoms              C. Psychological symptoms 

        

D. Burnout                       E. Quality of life 

            
*Cut points : the severity level or clinical significance of a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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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혈액암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인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을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로 구분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경험과 소진, 삶의 질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급성기에서 신체적 증상은 심리적 증상(r=.754, p<.01)과 소진(r=.575, p<.01)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참여(r=-.439, p<.01)과 삶의 질

(r=-.702,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는 심

리적 증상(r=-.389, p<.05)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삶의 질(r=.437, p<.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적 증상은 소진(r=.512, p<.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삶의 

질(r=-.711,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진과 삶의 질(r=-.718, p<.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급성기에서는 주 돌봄 제공자들은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

상, 소진을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진과 사회적 역할

수행 및 활동 참여는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치료기에서 신체적 증상은 심리적 증상(r=.590, p<.01)과 소진(r=.422, p<.01)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r=-.533, p<.01)과 삶의 

질(r=-.495,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는 

삶의 질(r=.511, p<.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심리적 증상(r=-.626,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적 증상은 소진(r=.381, p<.0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삶의 

질(r=-.767,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진과 삶의 질(r=-.601, p<.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료기에서는 주 돌봄 제공자들은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

상, 소진을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진과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는 상관성이 유

의하지 않았다. 

안정기에서 신체적 증상은 심리적 증상(r=.57, p<.01)과 소진(r=.53, p<.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삶의 질(r=-.67, p<.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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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상은 소진(r=.54, p<.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삶의 질(r=-.75, p<.01)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진과 삶의 질(r=-.64, p<.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는 심리적 증상(r=-.37, p<.05)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안정기에서는 주 돌봄 제공자들은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소진을 경험할

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에서는 상

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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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among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symptoms, 

burnout and Quality of life (3 phases) 

A. Acute phase 

 (N= 34)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Burnout 

Quality 

of life 

Physical 
     

Social -.439** 
    

Psychological .754** -.389* 
   

Burnout .575** -.259 .512** 
  

Quality  

of life 
-.702** .437** -.711** -.718** 

 

*p < 0.05, **p < 0.01 

B. Treatment phase 

(N= 42)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Burnout 

Quality of 

life 

Physical 
     

Social -.533** 
    

Psychological .590** -.626** 
   

Burnout .422** -.181 .381* 
  

Quality  

of life 
-.495** .511** -.767** -.601** 

 

*p < 0.05, **p < 0.01 

C. Stable phase 

(N= 44)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Burnout 

Quality of 

life 

Physical 
     

Social -.280 
    

Psychological .573** -.368* 
   

Burnout .532** -.009 .542** 
  

Quality  

of life 
-.666** .115 -.747** -.639**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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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논의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돌봄에 있어,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치료 단계

에 따른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 및 소진, 삶의 질의 영향 요

인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대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

자의 증상과 소진,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6.1.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증상 정도 

 

본 연구에서는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를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 증상, 소진 그리고 삶의 질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성별은 여성이 87명(72,5%) 환자

와의 관계는 배우자 68명(56.7%) 이었고, 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돌봄 제공자의 수는 

83명(69.2%)으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환자의 질병 군을 살펴보면 백혈병 35명(29.1%) 

악성 림프종 72명(60%)으로 성별은 남성이 80명(66.7%) 이었고 60세 이상이 75명

(62.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2019년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발표 

자료의 백혈병, 림프종 발생 성비와 연령대별 발생률과 일치한 결과였다, 이는 발생

률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질병 특성 및 고령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근로형태나 성별 분업에 따라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돌봄의 부담을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정혜, 2017). 

주 돌봄 제공자의 성별은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t=2.181, p<.05)를 보였는데 이는 

박주영(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우윤정(2015)의 연구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배우자의 삶의 질이 남성 배우자에 비해 더 낮았다. 암 환자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로 여성 암 환자의 이혼율이 남성 암 환자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신원선, 2014),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간병의 도움을 받는 확률이 높게 나오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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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렇지 못했다. 아직까지 가사 돌봄의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경력 단

절 등으로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남성에게 의존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가정 

및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통계청, 2016). 또한 배우자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직업 유무에 따른 우울 점수는 배우자가 직업이 없는 여성에 비해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여성의 우울 점수가 낮았다(이인숙, 2002). 본 연구에서도 기

혼이 103명(85.8%)이었고, 돌봄 제공자의 63명(52.5%)에서 직업이 없었으며, 환자의 

경우 진단 전 71명(59.2%)에서 직업이 있었으나, 진단 후 32명(26.7%)에서만 직업이 

있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 거쳐가는 생활주기에서 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지지적 상호 관계가 강한 사람일수록 환경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원을 잘 극복한다고 

한다(Kahn & Antonucci, 1980). 그러나 여성 돌봄 제공자의 경우 남성 환자에서 의존

할 수 있는 지지적 상호 관계가 약해지고 돌봄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 반면, 남

성 돌봄 제공자의 경우 성 역할의 변화나 사회활동 등 외부 활동에 대한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성 고정관념 및 사회적 차이에 관심을 가진 사회적 지지가 암 치료 과정에 함

께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은 40-59세가 58명(48.3%), 60세 이상이       

43명(35.8%) 이었고 평균연령은 53.56(±13.02)세 였다. 연령은 소진에서 유의한 차

이(F=5.130, p<.01)를 보였는데 60세 이상 49.98(±13.10)점으로 40세 미만 41.37(±

10.39)점, 40-59세 42.79(±12.59)점 보다 더 높았다. 이는 말기암 환자 간호를 제공

하는 주 보호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 경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안은정(200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은 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 75명

(62.5%)인 것과 관계가 배우자인 점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 교대자 없이 혼자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61명(50.8%) 이었고, 관절염(24.3%), 

암(10.8%), 심장질환(5.4%), 뇌졸중(2.7%) 등 현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2명(43.3%) 이었다. 따라서 고령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혈액암에서는 돌봄 부담이 

높은 고령 가족이 주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소진을 덜어줄 수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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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진의 평균은 45.14(±12.90)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뇌졸중 환자 가족 51.79(±8.19)점, 교모세포종 치료 가족의 

49.47(±12.63)점의 소진 결과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진단 및 

적극적 치료를 받는 단계의 환자의 돌봄 제공자이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돌봄 제공 시간이 12시간 이하 62명(51.7%)이고 진단 및 치료 초기 대상자가 다수로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 64명(53.3%)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돌봄 제공자의 입원 기간은 신체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t=2.254, p<.05)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입원 기간이 2주 이하인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증상 점수가 

2주 이상 인 돌봄 제공자의 점수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입원 횟수가 1회로 

낯선 병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대상자(30%)와 6회 이상의 빈번한 입원과 퇴원을 반

복하는 대상자(32.5%)가 다수인 것과 진단 후 치료 기간이 3일에서 5242일, 입원 횟

수도 1회에서 21회까지 다양한 대상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돌봄 제공자의 돌봄 기간과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F=4.296, p<.05)는, 돌봄 제공

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역할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나덕미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증상 정도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이었다. 사회적 증상을 제외한 신체적 증상(F=7.143, p<.01), 심리적 

증상(F=5.447, p<.01), 소진(F=9.535, p<.001), 삶의 질(F=12.130, p<.001)에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삶의 질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느낀다고 답한 

군이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군과 별로 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

는다고 답한 군에서 보다 유의하게 낮은 삶의 질을 보고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경제적 부담감에 따른 소진 및 삶의 질에 관한 유의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Jung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말기암 환자 가족 간병인의 삶의 질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한 어정민(2004)의 연

구에서도 경제적 부담감, 경제 상태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암 환자가 산정특례로 분류되기 시작한 이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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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부담률이 경감되었다. 그러나, 혈액암은 고형암과 달리 치료 기간이 길고, 

말기까지 적극적 치료가 요구되며, 재발과 치료의 반복으로 인한 만성적 합병증으로 

부수적인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병원 치료의 의존도가 크다. 또한, 혈액암 환

자에서 흔히 보이는 호중구 감소증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치료 비용도 

고형암에 비해 크다(CDC, 2017). 암 치료로 인한 재정적 부작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

되는 용어인 재정적 독성(Financial toxicity)은 건강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환자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정서심리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현상을 설명한다(Zafar & Abernathy, 

2013). 특히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와 같은 고가 약물치료는 암 환자나 가족은 물

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이창진, 2017). 본 연구에서 객관적 재정상

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군간 비교에도 소진(F=5.406, 

p<.01), 삶의 질(F=3.78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 300 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군과 월 500 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군간 소진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감 및 재정적 독성의 영향에 추후 탐색이 필요하다.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증상(F=3.284, p<.05), 심리적 증상(F=2.554, p<.05), 소

진(F=3.086, p<.05), 삶의 질(F=3.286, p<.05)은 환자의 신체활동 능력(ECOG 

performance status) 점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한 없이 정

상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군에 비해 누워있는 시간이 절반 이상인 군까지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침상에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를 돌보는 대상자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입원한 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속박된 일상에서 침상

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던 Dumont 

et al. (2006) 연구와 일치했다. 환자의 상태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돌봄 제

공자에서는 증상 발생과 소진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대

한 관심과 간호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혈액암 환자는 면역수치 저하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암 종이다. 따라서 면역수치

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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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가 무균실 등 특수한 장소로 격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감염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보장이 되는 병원 환경에서 조사되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면역수치 저하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증

에 비해 악성 림프종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다수인 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 혈액암 환자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증상과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건강측정도구 PROMIS 

29 는 평균 50, 표준편차 10 인 T-score 로 변환하여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

며, 연구 결과 대부분 정상범위에 있으나 불안은 정상 범위(<55 점)보다 높은 56.18

점으로 경증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혈액암 돌봄 제공자의 PROMIS 영역별 측

정 점수는 신체기능 50.62(±7.60), 피로 49.40(±11.13), 통증 50.38(±9.0), 수면

장애 54.13(±7.20), 사회적 역할수행 및 활동 참여 47.90(±10.53), 불안 

56.18(±10.77), 우울 51.67(±9.71)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유사 연구 결과와 비

교시, 혈액암 가족 돌봄자의 경우 유방암 3, 4 기 환자 돌봄 제공자 (Frambes et 

al.,2017), 2-3 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를 돌보는 주 돌봄 제공자 

(Schmaderer et al.,2020)보다 수면장애, 통증, 불안, 우울증상이 높은 경향을 보였

다. 혈액암 가족 돌봄자의 신체기능과 피로 점수는 2-3 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을 가

진 노인 환자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Schmaderer et al. (2020) 연구 결과와 유사

했다.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정도를 치료 단계별로 확인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본 연구의 돌봄 제공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점수가 10점 만점에 4.36점

으로 양호했고 환자의 건강 점수와 의존도는 6.22점으로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측

정도구가 다르다는 한계는 있으나, 노인 만성질환자의 의존도(방수향 & 장희정, 2007)

나 치매환자 의존도(Kwon, 2019) 결과에 비해 낮았으며, 반면 친밀도는 8.09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결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의존도가 높지 않은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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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고 있었고, 친밀도가 높은 상태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 

대상자는 56.7%에서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돌봄 제

공자의 43.3%에서도 50% 이상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었다. 

그러나 PROMIS-29의 T-score로 해석해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일반적 평

균(50점)보다 전 단계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단계별로 차이점이 보였다. 

치료 단계별 증상 변화를 기능과 증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기능은 급성기에 

비해 치료기 및 안정기에 낮으며, 사회적 기능 곧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사

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 순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병원 환경에서 돌봄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급성기에 비해 치료기와 안정기는 적어도 2회 이상

의 입원 및 반복되는 치료를 경험하는 상태이므로 평균적인 기능들이 점차 떨어지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적 기능에서는 전 단계 모두 평균 점수 50점

보다 낮았으며 안정기는 46.9점으로 임상적 의미가 있는 45점에 가까운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는 환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리고 병원생활이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역할에 제한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

의 사회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증상들을 살펴보면, 불안은 전 단계에 임상적으로 경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진단 및 처음 입원하여 치료받는 급성기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암 환자 및 돌봄 제공자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El-

Jawahri et al., 2019; Flaskerud et al., 2000)를 보여주며, 가족 간병인에게 환자

의 질병에 대해 알리는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증이 낮아지는 연구결과(Qiuping, 

Yi, Yinghua, & Huiya, 2018)는 혈액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돌봄 제공자의 불안을 낮

출 수 있는 정보제공 및 교육이 간호에서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우울, 피로, 통증 

등의 증상들은 치료기에 가장 높았는데, 치료 과정 동안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며, 신

체적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Stenberg et al. (2010)의 사례연구에서는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은 돌봄 

스트레스의 가장 명백한 징후와 증상임을 보여주었다. 

혈액암 환자 돌봄 제공자의 소진은 치료기에 46.71(±11.93)점으로 높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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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9)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의 소진 45.25(±11.57)보다 

높았으나, Kwon (2019)의 치매환자 가족의 소진 61.60(±13.80)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혈액암 환자의 의존도가 앞선 연구의 치매환자에 비해 낮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수면의 질 및 수면장애는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를 거치며 점차 높아지는 결과

를 보였고, 평균보다 높은 점수였으며, 임상적 의미가 있는 55점에 가까워지는 점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반복되는 입원생활 및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Bartolomei et al. (2018) 연구에서도 수면의 질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수면은 신체

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충전의 가장 

중요한 휴식 방식이다(Foreman & Wykle, 1995). 따라서 입원환경에서 돌봄 제공자의 

수면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삶의 질은 7 일 이내를 측정하였기에 입원생활이 상대적으로 적은 급성기에 비해 

치료기 및 안정기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평균 점수가 75.61(±

22.37)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입원한 노인 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 삶의 질 연구(Hsu 

et al., 2019)의 평균 점수 84.6 점보다는 낮았고, 김혜진(2014)의 연구(74.6 점)와는 

비슷한 결과였다. 김혜진(201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만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건강·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므로 보호

자 모임, 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간병의 고충을 알아주

는 것이 가족 관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돌봄 제공자의 소진은 질병 단계에 관계없이 컸고, 환

자의 삶의 질이 돌봄 제공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orges et al., 2017)와 연

관시켜 생각해 보면, 암 단계별로 환자를 분류해 돌봄 제공자의 상황을 단순히 정의

하는 것보다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상관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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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혈액암 환자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치료 단계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증상과 소진

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대부분 유의했다. 특히 삶의 질은 안정기에 사회적 증상과

의 상관성을 제외하고는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에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 

및 소진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 및 소진에 관심을 가지고, 증상 조절을 위한 간호 

중재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진은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삶의 질에서 급성기, 안정기에 비해 치료기에 

상관성이 약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소진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갈 상

태로 홍민주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환자를 혼자 간병할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치료기는 반복되는 치료 과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고, 의료전문가의 치료 및 돌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원환경에서 환자의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증상과 소진은 치료 단계에서 모두 상관관계가 없었고, 사회적 증상과 신

체적 증상은 급성기, 치료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안정기에는 상관성을 보

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은 급성기에서 치료기로 가며 음의 상

관관계가 강해졌다가 안정기에는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증상과 삶의 질은 급성기, 치료기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안정기에 상관성이 보이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적 기능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평소에 하던 모든 여가 활동, 가족 활동, 평소에 하는 모든 일, 친구들과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이다. 이처럼 사회적 증상의 상관관계가 치료 단계별로 상관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성이 72.5%, 59세 이하

가 64.2%로 60세 이상의 연령에 비해 자녀 양육, 학업이나 경제적 책임을 위한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최근에는 부양의식과 성 역할 인식도 변화되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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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활동은 개인의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은 직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 대인관계의 확립, 사회적 지지의 획득 등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육아나 가사노동도 배제할 수 없고, 직장 생활

을 하지 않아도 개인의 여가시간 활용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김미령, 2011). 그러

나 치료기는 반복적 입원과 치료를 지속하며 부작용을 경험하는 시기로 심리적 증상

과 사회적 증상의 상관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치료기 동안 사회적 활

동 및 사회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이에 따른 유사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연구 결과 통해 주 돌봄 제공자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책임

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암 전문병원의 혈액암센터에 입원한 환자의 

돌봄 제공자를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

다.  

 

둘째,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조사

한 횡단적 연구로 치료 단계에 따른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

다.  

 

셋째, 혈액암 환자는 질병 및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증상경험에도 차이가 있으나 환자

와 돌봄 제공자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돌봄에 따른 증상경험 평

가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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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제언 

 

7.1. 결론 

 

본 연구는 혈액암 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인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주 돌

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조사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돌봄 제공

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혈액암 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는 40세 이상(84.2%)의 여성(72.5%), 배우자(56.7%)

가 대부분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 소진, 삶의 질 분석 결과 병원 입원 기간에 

따라 신체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t=2.254, p<.05)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

이 높았고(F=5.130, p<.01), 성별(t=2.181, p<.05)이 여성인 경우와 환자 돌봄 기간

(F=4.296, p<.05)이 길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소진은 높고(F=5.406, p<.01), 삶의 질은 낮았다(F=3.787, p<.05). 돌봄 대

상자가 생각하는 치료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클수록 신체적 증상에서 유의한 차이

(F=7.143, p<.01)를 보였고, 심리적 증상(F=5.447, p<.01), 소진(F=9.535, p<.001)이 

높고, 삶의 질은 낮았다(F=12.130, p<.001). 

 

2.  혈액암 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증상, 소진, 삶의 질 분석 

결과는 혈액암 환자의 신체활동 능력(ECOG performance status) 점수에서 제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비해 침상에서 계속 누워있어야 하는 환

자의 돌봄 제공자에서 사회적 증상(F=3.284, p<.05), 심리적 증상(F=2.554, p<.05), 

소진(F=3.086, p<.05), 삶의 질(F=3.286, 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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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제공자의 증상 경험을 PROMIS-29(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score로 조정된 

점수)로 측정한 평균 점수는 신체기능 50.62(±7.60), 불안 56.18(±10.77), 우울 

51.67(±9.71), 피로 49.40(±11.13), 수면 장애 54.13(±7.20), 사회적 기능 

47.90(±10.53), 통증 50.38(±9.00), 통증 강도(도구 범위:0-10점) 2.37(±2.40)으

로 대부분 정상 범위에 있으나 불안은 55점 이상으로 경증의 심각도를 보였다. 돌봄 

제공자의 소진(도구 범위:20-100점) 평균 점수는 45.14(±12.90), 삶의 질(도구 범

위:0-140점) 평균 점수는 75.61(±22.37) 이었다. 

 

4.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자의 증상과 소진,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불안은 모든 단계에서 경증 수준이었고, 급성기에서 

57.13(±11.31)으로 치료기 56.45(±10.9)와 안정기 55.19(±10.38)보다 불안의 정도

가 높았다.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기능은 급성기 48.97(±11.18), 치료기 

48.07(±10.53), 안정기 46.9(±10.16)로 갈수록 기능이 저하되었고, 수면 장애는 급

성기 53.6(±5.61), 치료기 54.28(±7.73), 안정기 54.4(±7.87)로 나빠지는 건강 상

태를 보였다. 

 

5.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자의 증상과 소진,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심리적 증상과 삶의 질은 급성기(r=-.711, p<.01), 치료기(r=-.757, p<.01), 안정기

(r=-.747, p<.01)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증상과 소진은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입원치료 중인 혈액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과 삶의 질은 급성기, 치료기, 안정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치료 시기에 따라 심리적 증상과 삶의 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돌봄 

제공자의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돌봄 제공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증상 관리를 위한 간호 중재 프로토콜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소진을 



58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7.2.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7.2.1. 간호의 실무 측면 

 

본 연구는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치료받는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경험 및 소진, 삶의 질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

인하고, 치료 단계에 따른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

자의 부정적 증상 및 소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토콜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실무적 의의가 있

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진단 및 치료 초기에는 돌봄 제공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심리적 중재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반복되는 입원을 통

한 치료시기에는 신체적 증상 특히 수면의 질과 관련된 환경개선 및 사회적 역할 수

행 및 활동의 제한을 줄여 일상생활의 제약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며, 이

는 주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2.2. 간호의 이론 측면 

 

본 연구에서는 Conde-Sala et al. (2010)의 Stress Process Model을 근거로 혈액

암 환자의 치료 단계에 따른 돌봄 제공의 증상경험과 소진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Stress Process Model은 돌봄 제공자의 변수들과 돌봄 제공 및 중재 요인

들을 분석하여 부정적 증상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제공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증상들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간호 연구 및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포함하는 간호의 개입이 필요함



59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7.2.3. 간호의 연구 측면 

 

본 연구는 만성적인 치료 경향을 보이며, 암종의 특징이 차별화되는 혈액암 

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증상경험, 소진, 삶의 질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혈액암은 다양한 암 그룹의 타입에 따라 장기간의 소모적이고, 입원 위주의 치료를 

요하며 재발이 잦고 반복되는 치료 특성을 보이므로 진단 및 입원치료 기간 동안 

부정적 증상경험 및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고형암 환자 및 다른 

만성질환의 돌봄 제공자와는 차별화된 세심한 간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협받아 돌봄을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치료 단계별 혈액암 환자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소진, 삶의 질의 변화 및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는 임상적 

의의를 고려한 간호중재를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또한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간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7.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실무, 교육,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증상, 소진, 삶의 질의 구체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상호 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커플관계 자료 분석방법 및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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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적 간호 중재는 임상 현장에서 증상들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주 돌봄 제공자의 부정적 증상 경

험을 조절하기 위한 간호사 대상 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돌봄 대상자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3.  혈액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돌봄 제공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위한 심리, 사

회적 건강 문제 및 사회적 활동 및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간호사들의 이해

와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을 제언한

다. 

 

4.  혈액암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간적, 객관적 재정적 부

담감을 이해하고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독성(Financial 

toxicity)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암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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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Table 8> Acute phase 

 
1 2 3 4 5 6 7 8 9 

1.Physical Function          

2.Fatigue -.285         

3.Sleep Disturbance -.049 .470**        

4.Pain Interference -.473** .630** .301       

5.Social1) .236 -.591** -.078 -.320      

6.Anxiety -.173 .752** .425* .483** -.402*     

7.Depression -.210 .706** .508** .468** -.320 .731**    

8.Burnout -.354* .571** .404* .552** -.259 .398* .559**   

9.Quality of life .250 -.765** -.399* -.508** .437** -.672** -.650** -.718**  

*p<0.05, **p<0.01   
1)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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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Table 9> Treatment phase 

*p<0.05, **p<0.01    
1)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1 2 3 4 5 6 7 8 9 

1.Physical Function          

2.Fatigue -.283         

3.Sleep Disturbance -.208 .578**        

4.Pain Interference -.524** .436** .295       

5.Social1) .391* -.556** -.413** -.515**      

6.Anxiety -.398** .638** .366* .503** -.583**     

7.Depression -.283 .636** .322* .410** -.576** .716**    

8.Burnout -.099 .496** .194 .259 -.181 .322* .389*   

9.Quality of life .292 -.616** -.254 -.403** .511** -.719** -.702**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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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Table 10> Stable phase 

 
1 2 3 4 5 6 7 8 9 

1.Physical Function          

2.Fatigue -.457**         

3.Sleep Disturbance -.123 .597**        

4.Pain Interference -.502** .432** .335*       

5.Social1) -.014 -.352* -.155 -.058      

6.Anxiety -.276 .693** .423** .277 -.308*     

7.Depression -.193 .591** .274 .376* -.386** .748**    

8.Burnout -.269 .573** .332* .440** -.009 .462** .558*   

9.Quality of life .356* -.684** -.577** -.463** .115 -.727** -.666** -.639**  

*p<0.05, **p<0.01    
1)Ability to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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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심의면제 승인된 연구는 미적용됩니다.

5.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IRB 승인 도장과 철인이 있어야 사용 가능 합니다.
또한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과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연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시,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
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실시해야 할 시,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증가 시키거나 연구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시험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시정승인] 또는 [보완] 심의결정으로 수정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늦어도 [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보완]은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여연구자 중 IRB  위원 활동 중인 연구자는 이해상충관계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2/3



79 

 

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 (서식 59호_V4.1)

11. 헬싱키선언에 따라 모든 인간대상연구는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임상시험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되어야 합니다.

12.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 할 수 있으나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암센터 의생명연구심의위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번지 (마두 1동 809번지) 우편번호 : 10408
TEL : 031) 920-0425, 0428 / FAX 031) 9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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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연구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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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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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PROMIS® Score Cut Points 

 

https://www.healthmeasures.net/score-and-interpret/interpret-scores/promis/promis-score-

cut-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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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도구 사용 허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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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ptom Experience, Burnout,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in the early phase of treatment 

 

Jeong, Bobae 

Department of Oncology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are vulnerable to multiple 

complications, and takes longer period of time to recover than other types of 

cancers. Informal caregivers of those patients are vital supporters for the 

patients along the illness continu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scriptive correlation between symptom experiences, burnout, quality of 

life of primar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during the 

diagnosis and inpatient treatment, which is the early phase of treatment. 

 

METHODS: 

Total 120 primary caregivers of patients diagnosed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who were hospitalized for treatment were recruited at Gyeonggi-do 

Cancer Hospital from November 19, 2019 to December 20, 2020. Patients’ 

disease-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classified into three phases; acute, treatment, and stable. Data of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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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Patient-Reported Outcomes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29 profile instruments were used to 

obta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data. Burnout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Pines, Aronson & Kafry (1981) were used for measuring burnout 

level of the caregivers. For the quality of life, the Korean Version Quality of 

Life Index-Cancer: CQOLC-K, the Caregiver Quality-of-life Instrument developed 

by Weitzner (1997)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with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ity of participated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were woman (72.5%) and spouses (56.7%), and over the age of 40 

(84.2%).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aregivers’ 

characteristics and symptom experiences, burnout and quality of life. The 

length of hospital stay affected the levels of physical symptoms (t=2.254, 

p<.05). Older people reported greater burnout (F=5.130, p<.01), women (t=2.181, 

p<.05) and longer duration of caregiving (F=4.296, p<.05)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Financial burden including monthly 

incom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hysical symptoms (F=7.143, p<.01), 

psychological symptoms (F=5.447, p<.01), burnout (F=9.535, p<.001) and quality 

of life (F=12.1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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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ording to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caregivers of bedridden patients (ECOG score 4) 

reported higher psychological symptoms (F=2.554, p<.05), greater burnout 

(F=3.086, p<.05), and lower quality of life (F=3.286, p<.05) than those who 

took care of patients with no or less limitation (ECOG score 0) of physical 

activities. 

 

3.  T scores of PROMIS-29 (mean 50, standard deviation of 10) were as follows:    

physical function 50.62(±7.60), anxiety 56.18(±10.77), depression 

51.67(±9.71), fatigue 49.40 (±11.13), sleep disturbance 54.13(±7.20), 

ability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47.90(±10.53), pain 

interference 50.38(±9.00), and pain intensity (tool range: 0-10 points) was 

2.37(±2.40). Only anxiety domain showed a mild severity, and other domains 

were in the normal range. The mean scores of the caregiver's burnout (tool 

range: 20-100 points) was 45.14(±12.90), and quality of life (tool range: 0–

140 points) was 75.61(±22.37). 

 

4.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symptom experiences, burnout,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phases of treatment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However, the results showed meaningful score 

variations of caregivers in symptom experiences, burnout and quality of life 

during 3 phases. A score of anxiety in the acute phase (57.13±11.31) was worse 

than those in the treatment phase 56.45(±10.9) and stable phase 55.19(±10.38). 

Ability participate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of the caregivers decreased 

during the acute phase (48.97±11.18), treatment phase (48.07±10.53), and 

stable phase (46.9±10.16). Scores of sleep disturbance showed worse health 

status in the acute phase (53.6±5.61), treatment phase (54.28±7.73), and 

stable phase (54.4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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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in acute 

phase (r=-.711, p<.01), treatment phase (r=-.757, p<.01), and stable phase (r=-

.747, p<.01). Ability participates in social roles and activ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rrelation with burnout in all 3 phase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levels of symptom experience, burnout and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during three phases of treatment. 

However, caregivers experienced different levels of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and the degree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ere 

different at each phases of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multidimensional approaches are necessary to 

assess the symptoms of caregivers. Tailored symptom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patients and caregivers can improv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status, and consequently reduce their burnout 

and improve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Key words : Hematologic malignancy, Caregivers, Physical symptoms,  

Social symptoms,  Psychological symptoms,  Burnout,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