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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암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

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중대한 질환이다. 그 동안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발달로 생존율이 증가하였지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진행성 암환자는 증상

완화 및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장기간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고 여러 가

지 신체적 부작용과 심리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은 지지적 간호 요구 및 사회적 지

지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

로 지지적 간호 요구 및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고형암 4기 진단을 받아 고식적 목적의 항암화학요

법을 받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지지적 간호 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Boyes 등이 개발한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 

가족 지지는 강현숙(1984)이 개발한 가족 지지 측정 도구,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 General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 유형은 대장 및 직장암이 43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후 기간은 평균 23.78(±27.43)개월이었다. 치료 기간 중 재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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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대상자는 53명(44.2%)이었다. 

2)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40.77점이

었고 가족 지지는 55점 만점에 평균 46.37점이었다. 삶의 질은 평

균 68.83점 이었고 각 하부 영역별 삶의 질 중 기능 상태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지적 간호 요구는 암 진단 후 경과 기간에 

따라(p=.016), 가족 지지는 나이(p=.016), 교육정도(p=.016), 가

족 월 소득(p=.001) 및 재발경험(p=.003), 삶의 질은 나이

(p=.007), 가족 월 소득(p=.003), 암 진단 후 경과 기간(p=.046), 

재발경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삶의 질은 가족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r=.473), 지지적 간

호 요구와 부적 상관관계(r=-.48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5)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나이, 가족 지지, 지지적 간호 요구 중 심리적 요구,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539, p〈.001). 이 중에서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303, p〈.001).

결론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은 비

교적 낮게 나타났고,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

체 및 일상생활 요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가족 지지를 증진시키고 신체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미충

족 요구들을 먼저 예측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요어: 항암화학요법, 진행성 암환자,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삶의 질

학  번: 2013-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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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현대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우

리나라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6년에서 2000년에는 44%이었던 것

이 2008년에서 2012년에는 6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가

암정보센터, 2014). 

그러나 암의 조기 발견 및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암이 재발하거

나 진단 시 이미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

존율이 낮은 폐암과 췌장암의 경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4). 진

행성 암이란 완치가 어려운 일차암 또는 전이성 암을 의미하며 증상완화 

및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고식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Cancer Council, 

2013). 이러한 진행성 암환자들은 부정적인 예후로 인하여 더 많은 불

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삶에 대한 위협으로 보다 높은 심리적인 트

라우마를 갖게 되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SIDDIQI, 2009). 또한 

진행성 암환자들은 종양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 장기간 항암화학요법

을 받게 되고 이는 오심, 구토, 피로, 탈모 등 많은 신체적 부작용 및 불

안,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

을 보다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암환자의 심리사

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암환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정보 

및 교육 요구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요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함윤희, 2009). 특히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서 환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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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가 대두되면서 점점 더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지지적 간호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Harrison, Young, Price, Butow & 

Solomon, 2009). 지지적 간호(supportive care)란, 암 진단 전부터 진

단을 받고 치료 및 완치와 사망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암환자와 그의 가

족들이 암과 치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Gysels, Higginson, Rajasekaran, Davies & Harding, 2004).

또한 암환자의 삶의 질은 일생동안 가족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를 지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김조자, 1989).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조

력 및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

과 원조를 뜻하며(Norbeck, 1981;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대부분

은 가족 구성원으로 획득된다고 할 수 있다(Cobb, 1976). 가족 지지는 

암환자의 우울 및 극복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태영숙, 1985; 

안자영, 2014)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되고 있다(김금숙, 2003; 김경희 등, 2009). 또한 낮은 사회적 지지는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의 예측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미충족 요구 역시 높아지게 된다(Boyes, Girgis, D’Este & Zucca, 

2012; Beesley et al, 2013).

따라서 암환자의 삶의 질의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충족 요구를 충족

시키고 가족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삶의 질과 지지적 간호 요구를 비롯한 미

충족 요구에 관한 국외 연구로 암 치료가 끝난 후 1년 이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적 간호 요구와 삶의 질의 관계(So et al, 2013), 미충족 

요구, 사회적 지지, 신체적 증상, 심리적 상태, 기능상태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SIDDIQI, 2009)등이 있고 국내 연구로는 재

발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적 간호 요구와 우울,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Park & Hwang, 2012), 암환자의 포괄적 건강

관리 요구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백형원, 201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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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은 있

으나(태영숙, 2001; 조희숙, 2010)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족 지지, 삶의 질의 관계를 본 국내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가 인지하

는 지지적 간호 요구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 중 특히 가족 지지와의 관

련성, 그리고 이 변수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에 적합한 간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

족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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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진행성 암

진행성 암이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발 부위로부터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전이는 없으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완치가 어려운 암을 의미한다(American 

Cancer Society, 2014). 본 연구에서는 재발 또는 전이 등으로 TNM 

병기에서 4기를 진단받은 암을 의미한다. 

2) 지지적 간호 요구

지지적 간호(supportive care)란 용어는 합병증과 부작용을 예방, 조

절, 경감하고 환자의 안위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라고 정의

될 수 있고(Medicine.Net.com) 이는 암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 심리적 

문제 또는 치료에 대해 대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Coluzzi et al, 

1995). 

Bonevski 등은 지지적 간호 요구의 암환자들을 위한 5가지 측면을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환자 간호 및 지

지 요구, 심리적 요구, 성적 요구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지적 간

호 요구는 Bonevski 등이 개발한 Supportive care needs scale를 함

윤희(2009)가 번안한 도구 중 Boyes, Girgis, & Lecathelinalis, 

2009)가 개발한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SCNS-SF34)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가족 지지

가족 지지란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대상자를 돌보아 주고,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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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존중하고, 가치감을 갖도록 하여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

을 믿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강현숙

(1984)이 개발한 가족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

다. 

4)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Padilla, Ferrell, 

Grant, & Rhiner, 1990). 본 연구에서는 Cella 등(1993)이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FACT-G) 

version 4의 Korean version을 사용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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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인간 삶의 바람직한 상태와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신체

적, 물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상태까지 포함하

는 개념이다(김기옥 등, 2005). 암의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 환

자의 발생률 및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 환자가 치료 중이나 후에도 얼

마나 질적인 삶의 영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었

다(이은현 등, 2002). 

암환자들은 치료기간에 여러 가지 적응 과정을 겪게 되며,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양영희, 2003). 종양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진단과 더불어 죽음을 연상하고 심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술이나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 등으로 치료

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정서적 혼란과 더불어 다양한 신체적인 부작용으

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오복자, 1997).  

특히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전신적인 치료방법이다(Rubin, 1993). 이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은 공통

적으로 오심, 구토, 식욕부진, 구내염, 설사, 변비 등의 위장기관 변화와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등이 감소하는 조혈계의 변화, 그 외에도 탈모, 

피로, 피부변화, 심장 기능 장애, 신장 기능장애, 호흡기계 장애를 경험

할 수 있다(황대용, 2007).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암환자들은 암 진

단, 항암화학요법 치료 전부터 치료 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조절되지 

않는 암 치료 관련 독성 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으로 인해 피로, 우

울, 불면증, 불안, 영적고뇌 등의 심리사회적인 부작용을 겪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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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기능상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항암치료에 대한 예기 불안으로 오심, 구토 등

을 경험할 수 있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신체 증

상을 암재발의 징조로 여겨 공포와 연관되어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으며(Simpson & Whyte, 2006), 정기적인 진료직전이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불안 증상을 흔히 경험한다(박재갑, 방영주, 하성

환, 2012).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관련된 국내 선행 연

구로 서지영(2014)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다양한 암종을 가

진 환자들의 삶의 질과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중증이상(4점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는 74명(57.8%)이었으며, 디스트

레스와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

의 질은 저하되었다. 삶의 질 전체의 평균 점수는 중증이상의 디스트레

스군(61.97점)에서 경증의 디스트레스군(77.46점)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점수가 낮았다(p <.001), 

정지연(2012)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입원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능적 삶의 질과 증상관련 삶의 

질은 강한 역 상관을 보였으며 기능적 삶의 질은 남자군, 배우자군, 수

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기능적 삶

의 질과 증상관련 삶의 질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은 증상 클러스터였으며, 

각각 35.0%, 46.5%를 설명하였다. 

항암화학요법 시행 초기 암환자의 증상 및 삶의 질 변화 양상을 조사

한 결과,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불안, 항암화학요법 전 삶의 질, 수입,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최근 3주 내 가장 심한 통증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60.6%

였다(김민영, 2009). 이렇듯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에게 있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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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의 병기는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집중

적인 치료로 인해 부작용과 증상을 경험하더라도 암이 국소적인 상태로 

있는 환자들은 장기적인 예후를 보았을 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이 상

태의 환자들은 부정적인 예후로 인하여 더 높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SIDDIQI, 2009). 

진행성 암이란, 전문가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

통적으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기 힘든 암을 의미한다

(American Cancer Society, 2014; Cancer Council, 2013). 진행성 

암은 신체의 다른 기관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이성 암

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행성 암과 전이성 암의 의미는 엄밀하게 보

면 다르다. 전립선암과 같은 경우, 비록 전이가 있다고 하여도 완치율이 

높아 진행성 암이라고 하지 않는 반면, 암의 크기와 위치 때문에 전이가 

없어도 그것이 생명을 위협한다면 진행성 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성 암이란 완치가 어려운 일차암 또는 전이성 암을 의미하며 비록 

완치는 어려우나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통증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Cancer Council, 2013).  

백영애(2013)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대장암 환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기별로 4기군이 1, 2, 3기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음을 나타내었고 김미정(2012) 연구에서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

는 노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명연장을 ‘기대한다’가  

'완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보다 삶의 질이 낮다고 나타내었다. 

SIDDIQI(2009)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전이가 없는 일

차암, 재발암, 전이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이가 없는 암환자가 신체 기능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재발한 환자 군에서 증상 중증도 및 신체 기능영역에서 가장 나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렇듯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 특히 부정적인 

예후가 예상되는 진행성 암환자들의 삶의 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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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2.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암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삶의 질, 치료 만

족도와 환자의 요구를 사정하는 방법이 있다(Ware, Davies-Avery, 

Stewart, 1978).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삶의 경험의 시각에서 질병

으로 인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치료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환자가 

인지하는 치료의 질에 좀 더 초점을 둔다. 그에 반에 환자의 요구는 환

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사정하여 환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적극적인 조기 중재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암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Bonevski, 2000). 

암환자의 요구와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주로 치료에 대한 간호 요구 

및 교육요구, 포괄적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져 왔다. 

김은영(2013)의 연구에서는 노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치료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노인 암환자들의 교육 요구도 평균 점

수는 5점 만점에 3.36점으로 ‘조금 필요하다’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

내었다. 이는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진단명, 진단기간, 암 가족력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선(2008)의 

연구에서는 질병단계별 암 환자의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를 측정하였고 

암환자의 질병단계를 전이가 없는 암을 진단받아 치료중인 환자-1단계, 

진단부터 또는 치료 중 전이가 발견되었거나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상

태, 치료 후 재발된 상태의 환자-2단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3단계로 분류 하였다. 각 단계별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를 비교해본 결

과 암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불예측성’은 1, 2 단계에서 높았고 간호 

요구의 하부영역에서는 모두 질병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질병

단계가 증가할수록 ‘교육 요구’는 감소하고 ‘신체 간호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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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요구’는 질병 단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경덕(2013)과 백형원(2013)의 연구에서는 국립암센터에서 2008

년 ‘암 질환 관련 경험 조사 설문지’를 이용해 암환자 요구를 8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각종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심리적 요구

사항, 의료진에 대한 요구사항, 신체 증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병원 시

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가족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 사항, 

종교나 영적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고 백형원(2013)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질병특성 중 암의 진행정도 4기에서 1, 2, 3기에

서 보다 서비스 요구도와 영적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

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는 환자 군에서 신체증상요구와 서비스요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적 간호란,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과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조절 

및 완화시켜주고 환자의 안위와 삶의 질을 증진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한

다(Medicine.Net.com, 2011). 또한 암환자와 암환자의 가족이 질병경

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므로 신체적 지지 및 증상

에 대한 지지만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이나 수단, 정보의 

요구, 정서적 지지, 영적 요구 등도 의미하는 것이다(Coluzzi et al, 

1995). 이에 따라 특히 완화 목적을 가지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진행

성 또는 전이성 암 환자들의 지지적 간호 요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지지적 간호 요구에 대한 연구로는 국외연구로서, 94개의 관련 논문

들을 Systemic review를 한 결과,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는 요구 

영역으로는 일상생활 영역(1-73%), 심리 사회적 영역(12-85%), 정보

(6-93%), 지지적 영역(1-89%), 신체적 영역(7-89%). 영적 영역

(14-51%), 의사소통 영역(2-57%), 성적 영역(33-63%)으로 나타났

고, 특히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시기에 요구가 가장 높고 다양하게 

나타나(Harrison, Young, Price, Butow & Solomon, 2009) 항암화학

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에게서도 높은 지지적 간호 요구가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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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비호지킨 림프

종, 부인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직후와 치료 6개월 후의 지지적 간

호 요구를 측정한 결과, 치료 직후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높았던 군은 

시간의 경과되어도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rmes et al, 2009). Fisher(2000)의 연구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지 

최소 3개월이 지난 다양한 암환자들 888명을 대상으로 지지적 간호 요

구를 조사하였고, 심리적 영역, 건강관리체계와 정보 영역, 신체 및 일상

생활 영역 순으로 암환자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별, 

나이, 관해여부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는 주로 암종별로 지지적 간호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유방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황숙연, 2004), 재발한 유방암 환자

(Park & Hwang, 2012),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최수희, 2013)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진행성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함윤희, 

2009)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진행성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은정, 2013)가 있다. 국내연구들의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지

적 간호 요구 중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지지적 간호 요구와 관련된 예측요인들은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 가족 및 사회의 지지, 경험하는 증상의 정도 등이 있다. 암환자들

은 불안,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암환자가 인지하는 지지적 간호 요구가 

더 높아지고(McDowell, Occhipinti, Ferguson, Dunn & Chambers, 

2010), 불면 증 또는 증상경험이 심할수록(Beesley et al, 2013; 정아

랑(2010),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환자가 인지하는 요구도 커지게 된

다. 특히 낮은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영역 요구의 위험 요인(Beesley 

et al, 2013)으로 나타났고 성적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McDowell, 

Occhipinti, Ferguson, Dunn & Chambers, 2010)를,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영역과(Boyes, Girgis, D'Este & Zucca 2012)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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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wang 등(2004)의 연구에서

는 증상 디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 사회적 영역의 36%의 설명

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시행되었고 배우자가 보호

자인 경우가 43.2%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1/3은 보호자가 없

어 가족이 중심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많은 영

향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지지적 간호 요구는 심리적, 신체적, 사

회적 요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환

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의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는 지지적 간호 요구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암환자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이 받을 수 있는 조력을 의미하는데(Norbeck, 1981)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을 말한다(박지원, 

1985).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건강회복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심리적 스트

레스를 완화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심미경, 2003).

가족은 공동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둘 이상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

단이며, 개인은 그 가족체계 내에 존재하는 하위체계이다(Neuman, 

1983). 특히 한국 사회는 개인적 가치보다는 가족 중심의 가치를 우선

으로 하는 가족문화이기 때문에(성규탁, 1995)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가족 지지가 암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암화자들은 

암자체로 인한 고통과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에

게 매우 의존적이 되며(김강미자, 2001), 유방암 환자와 같은 경우 사

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

다고 하였다(전명희, 1994; 정복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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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가족 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 지지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

(r=.417, p<.001), 자아 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r=.314, p<.001)이 

있었고(태영숙과 김미애, 2011), 극복력과 순 상관관계(r=.373, 

p<0.1), 불확실성과 역 상관관계(r=-.294, p<.001)를 나타내었다(안자

영, 2014). 또한 태영숙(1985)과 심문숙(1989) 연구에서는 암환자가 

지각한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김숙경

(2004)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암환자의 가족 지지가 높을수

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가 간호 행위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즉, 암환자의 가족 지지는 개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우울, 불확실성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극복력과, 자가 간호 행위 및 더 

나아가 암환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진행성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

진행성 암환자들, 특히 완치가 어려운 4기 암환자들은 1, 2, 3기 환

자들보다도 완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디스트레

스가 높아 환자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고 질병에 적응하고 대처하

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구체적인 요구, 특히 지지적 간

호 요구와 그에 관련된 요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아랑(2010) 연구에서는 혈액암 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는 결혼상

태, 상주하는 보호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적 간호 요구를 사

정할 때 가족의 지지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양

은정(2012) 연구에서도 통원치료를 받는 노인 진행성 폐암 환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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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주간호제공자에 따라 지지

적 간호 요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간호 제공자가 본인

에 비하여 배우자나 자녀일 때 전체 지지적 간호 요구 및 심리적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암환자들의 지지적 간호 요구는 가족 지지

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지적 간호 요구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로는 Park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재발한 유방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적 간호 요

구와 우울,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건

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이 제일 높은 요구를 보였고 우울한 군이 그렇

지 않은 군보다 건강관리 체계와 정보 영역,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심

리적 영역에서 훨씬 높은 충족되지 못한 요구를 보였다. 또한 교육 정도

가 낮고 수행활동능력 정도가 낮을수록 심리적,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들은 삶의 질의 강한 예측인

자로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o 등(2013)의 연구에서는 

암 치료가 끝난 후 1년 이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 

병기, 관해 여부가 지지적 간호 요구의 적어도 한 영역 이상에서 유의하

였으며 5가지의 하위 영역(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신체 및 일상생활, 

심리적, 성적, 환자간호 및 지지 영역)은 모두 삶의 질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암환자의 가족 지지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나타났

고(김금숙, 2003), 일생동안 가족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삼의 질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조자, 1989).

이상의 연구에서 지지적 간호 요구는 사회적지지 중 가족 지지, 삶의 

질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나 국내외

의 연구에서 이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환자에게 구체적인 지지적 간호 요구를 사정

하고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요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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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 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S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 외래 주사

실 및 낮병동 또는 단기 항암 병동에 입원하여 현재 항암치료를 반복적

으로 받고 있는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설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9세 이상의 성인

둘째,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셋째, 고형암 4기 진단을 받고 고식적 목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자

넷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자

표본 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였으

며,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 예측변수를 6개(가족 지지,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심리적 요구,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성

적 요구)로 했을 때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98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08명 이상을 대상자로 편의 표출할 것을 계획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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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지지적 간호요구

본 연구에서 지지적 간호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Boyes, Girgis, & Lecathelinalis가 개발한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SCNS-SF34)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윤희

(2009)가 번안한 SCNS 도구(Bonevski et al, 2000) 중에서 

SCNS-SF34에 해당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SCNS-SF34 도구는 심리적 요구 10문항,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요

구 11문항,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5문항,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 5문

항, 성적 요구 3문항으로 총 5개의 영역 및 3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점부터 5점까지 Likert scale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설문 시점으로부

터 지난 한달 동안 다음 항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물어보게 되

어 있다. 점수 계산은 Standardized Likert summated score를 구하여 

영역별로 비교하게 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문항의 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 간호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McElduff, Boyes, Zucca, & Girgis, 2004). 

SCNS-SF34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Cronbach's α=.96, 심리적 요구 Cronbach's α=.95,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 Cronbach's α=.90,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Cronbach's α

=.87, 성적 요구 Cronbach's α=.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CNS-SF34의 Cronbach's α는 .94이었고 하부 영역은 건강관리 체

계 및 정보 요구 Cronbach's α=.94, 심리적 요구 Cronbach's α

=.93,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 Cronbach's α=.84,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Cronbach's α=.87, 성적 요구 Cronbach's α=.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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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지지

가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강현숙(1984)이 개발한 가족 

지지 측정도구를 도구 개발자로부터 허가 받아 사용하였으며 총 11문항

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항상 그렇다’의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1점에서부터 최고 55점까지 나타나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1~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

다.

3)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ella 등(1993)이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FACT-G) 

version 4를 사용하였다. FACT-G는 신체 상태(7문항), 사회/가족 상

태(7문항), 정서 상태(6문항), 기능 상태(7문항) 등 총 4개의 하부 영

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도록 하

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꽤 

그렇다" 3점, "상당히 그렇다" 4점으로 최저 0점 최고 108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Cella et al., 1993). 

FACT-G는 FACT 공식 웹사이트(www.facit.org)를 통해 Korean 

version의 도구사용허가를 받았다. 김 환 외(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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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시행하였다. 서울 소재 S 병원의 종양내과 외래를 방문

하거나 입원하여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질환 및 병기에 대한 사항은 담당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자 본인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

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이 가능

한 환자는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설문에 응하기 어

려운 환자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어준 후 응답을 기입하였다.

대상자가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설문 작성

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130부의 설문지

가 배포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10부는 기입되지 않은 문항이 많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12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기관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심의번호 : H-1411-101-631). 종

양내과 진료과 교수 및 간호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에 따라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다음,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

를 받았다. 대상자에게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됨과 

설문 도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

하였고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자료수

집 후 개인정보는 삭제한 후 분석하였고, 연구 자료들은 연구자만 접근

할 수 있는 연구실에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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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료소장기간으로 지정한 기일 동안 보

관 후 자료는 완전히 폐기할 예정이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는 평균,  

     표준 편차, 범위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하고 사후 검증은 S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5) Stepwise Regression을 통해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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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20명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63명(52.5%), 여자는 

57명(47.5%)이었고 연령대는 최저 28세, 최고 78세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6.54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05명(87.5%)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41명(34.2%)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30명(25%)이었고 

고졸 및 대졸 이상이 각각 45명(37.5%)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

간 동안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34명(28.3%)이었으며, 보호자

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52명(43.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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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63(52.5)

Female 57(47.5)

Age(year) 56.54±11.61

20-39 11(9.2)

40-49 21(17.5)

50-59 36(30.0)

≥ 60 52(43.3)

Marital status

Married 105(87.5)

Single 6(5.0)

Others 9(7.5)

Religion

None 41(34.2)

Yes 79(65.8)

Education

≤Middle school 30(25.0)

High school 45(37.5)

≥College/University 45(37.5)

Occupation

Employed 20(16.7)

Housewife 28(23.3)

None 72(60.0)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 won)

〈100 26(21.7)

100-299 36(30.0)

300-499 36(30.0)

≥ 500 22(18.3)
Primary caregiver

None 34(28.3)

Spouse 52(43.3)

Others 3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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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질병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암 유형은 위암이 20명(16.7%), 대장 및 직장암이 43명(35.8%), 

간담췌암이 25명(20.8%), 유방암이 12명(10.0%), 폐암이 7명(5.8%)

이었다. 기타암은 13명(10.8%)으로 육종, 두경부암, 난소암 등이 포함

되었다. 진단 후 기간은 평균 23.78 (± 27.43)개월로 진단 받은지 25

개월 이상 지난 대상자가 38명(31.7%)로 가장 많았다.

암 진단 후 치료로 항암화학요법만 받았던 대상자는 38명(31.7%), 

항암화학요법과 다른 치료를 이전에 받은 대상자는 82명(68.3%)이었

다. 암 이외의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37명(30.8%), 없는 대상자가 

83명(69.2%) 이었으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가 70명

(58.3%), 낮병동이나 주사실 등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

가 50명(41.7%)이었다. 재발을 경험한 대상자는 53명(44.2%)이었으며 

항암제 Regimen이 변경된 횟수는 없음이 59명(49.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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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                    

                                                              (N=120)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ype of cancer

Stomach 20(16.7)

Colon & rectum 43(35.8)

Hepatobiliary & pancreas 25(20.8)

Breast 12(10.0)

Lung 7(5.8)

Others 13(10.8)

Time period since diagnosis 23.78 ± 27.43

1-3 months 19(15.8)

4-6 months 22(18.3)

7-12 months 22(18.3)

13-24 months 19(15.8)

≥25 months 38(31.7)

Treatment 

Chemotherapy only 38(31.7)

Chemotherapy & others 82(68.3)

Comorbidity

Yes 37(30.8)

No 83(69.2)

Place for chemotherapy

Inpatient 70(58.3)

Outpatient 50(41.7)

Recurrence

Yes 53(44.2)

No 67(55.8)

Number of chemotherapy regimen change

0 59(49.2)

1-3 52(43.3)

≥ 4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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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ized Scores* of Supportive Care Need in Each 

Domain                                                       (N=120)

Domain Min-Max Mean±SD Range

Psychological 0  - 95 38.15±23.94

0~100

Health system & information 2  - 98 55.80±24.29

Physical & daily living 0  - 100 39.96±24.53

Patient care & support 0  - 100 44.33±24.30

Sexuality 0  - 100 25.63±26.16

Total .91- 78.65 40.77±17.08 0~100

Note. Min=Minimum, Max=Maximum
*standardized scores with Likert summated scale

2.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의  

   정도

1) 지지적 간호 요구

5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지지적 간호 요구는 평균 40.77(±17.08)

점 이었다(Table 3). 영역별 지지적 간호 요구는 건강관리 체계 및 정

보 영역이 55.80(±24.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환자 간호 및 

지지 영역 44.33(±24.30)점 이었다. 한편, 성적 영역은 

25.63(±26.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다.  

전체 34 개 각각의 문항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도움(4~5)점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상위 15개 문항은 Table 4 와 같다. 전체 

문항 중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

적 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로 64명(53.3%)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3.48(±1.27)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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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15 Items with the Highest Proportions of Moderate to High 

Need                                                        (N=120)

Domain Item
Mean
±SD

% Rank

Health 
system & 
information

Having one member of hospital staff 
with whom you can talk to about all 
aspects of your condition, treatment 
and follow-up

3.48±1.27 53 1

Being informed about your test 
results as soon as feasible

3.41±1.25 50 2

Being informed about cancer which is 
under control or diminishing

3.47±1.27 50 3

Being informed about things you can 
do to help yourself to get well

3.40±1.19 42 4

Being adequately informed about the 
benefits and side-effects of 
treatments before you choose to have 
them

3.28±1.24 44 5

Being given explanations of those 
tests for which you would like 
explanations

3.25±1.23 42 6

Being given written information about 
the important aspects of your care

3.29±1.16 41 7

Being given information(written, 
diagrams, drawings) about aspects of 
managing your illness and 
side-effects at home

3.27±1.18 41 8

Being treated in a hospital or clinic 
that is as physically pleasant as 
possible

3.15±1.28 39 9

Patient care 
& support

Hospital staff attending promptly to 
your physical needs

3.10±1.27 35 10

Psychological
Worry that the results of treatment 
are beyond your control

2.91±1.34 33 11

Health 
system & 
information

Being treated like a person not just 
another case

2.73±1.36 32 12

Patient care 
& support

Hospital staff acknowledging, and 
showing sensitivity to, your feeling 
and emotional needs

2.99±1.24 31 13

Psychological Fears about the cancer spreading 2.89±1.31 30 14

Patient care 
& support

Reassurance by medical staff that the 
way you feel is normal

2.91±1.24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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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ean Scores of Family Support

                                                              (N=120)

Variable Mean±SD Min Max Range

Family support 46.37±8.18 34 55 11~55

2) 가족 지지

가족 지지는 강현숙(1984)이 개발한 11문항의 가족 지지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으며 1점부터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가족 지지 정

도는 평균 46.37(±8.18)점이었고 최소값 34점, 최대값 55점으로 나타

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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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ean Scores of Quality of Life

                                                             (N=120)

Variable
No. of 

items
Range Mean±SD

FACT-G

(=PWB+SWB+EWB+FWB)
27 0-108 68.83±15.50

Physical well-being(PWB) 7 0-28 18.40±6.23

Social/family well-being(SWB) 7 0-28 18.98±5.48

Emotional well-being(EWB) 6 0-24 16.35±4.47

Functional well-being(FWB) 7 0-28 15.09±6.05

FACT-G=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3) 삶의 질

대상자의 평균 삶의 질은 68.83(±15.50)이었고 영역별 삶의 질 평

균은 신체 상태 18.40(±6.23)점, 사회/가족 상태 18.98(±5.48)점, 정

서 상태 16.35(±4.47)점, 기능 상태 15.09(±6.05)점으로 기능 상태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6).

4개 영역별 삶의 질의 전체 27개 항목 중 2점(보통)이하로 나타난 

것은 기능상태 영역에서‘나는 일을 할 수 있다(집안일 포함)’,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의 두 항목이 각각 

1.88(±1.13)점을 나타냈고 사회/가족 상태 영역에서‘성생활에 만족한

다’항목이 1.41(±1.2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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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tems Score of Quality of Life                     (N=120)

Mean±SD

Physical well-being(PWB)
  I have a lack of energy  2.18±1.19
  I have nausea  2.73±1.19
  Because of my physical condition, I have trouble   

   meeting the needs of my family  2.45±1.24

  I have pain  2.75±1.32
  I am bothered by side effects of treatment  2.66±1.23
  I feel ill  2.53±1.22
  I am forced to spend time in bed  3.11±1.14
Social/family well-being(SWB)
  I feel close to my friends 2.33±1.16
  I get emotional support from my family 3.14±.91
  I get support from my friends 2.17±1.36
  My family has accepted my illness 3.24±.92
  I am satisfied my partner communication about my  

   illness
2.92±1.07

  I feel close to my partner (or the person who is   

   my main support)
3.10±1.07

  I am satisfied with my sex life 1.41±1.29
Emotional well-being(EWB)
  I feel sad  2.85±1.11
  I am satisfied with how I am coping with my       

   illness
2.19±1.10

  I am loseing hope in the fight against my illness  3.23±1.03
  I feel nervous  3.03±1.02
  I worry about dying  2.82±1.18
  I worry that my condition will get worse  2.23±1.23
Fuctional well-being(FWB)
  I am able to work(include work at home) 1.88±1.13
  My work(include work at home) is fulfilling 1.88±1.13
  I am able to enjoy my illness 2.09±1.09
  I have accepted my illness 2.73±1.02
  I am sleeping well 2.15±1.30
  I am enjoying the things I usually do for fun 2.22±1.27
  I am content with the quality of my life right now 2.14±1.18
: reverse coding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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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와 삶의 질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적인 지지적 간호 요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질병관련 특성 중 암 진단 후 경과 기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6). 진단 받은 지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인 대

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가 7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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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otal Supportive Care Need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 n(%)
Need

t/F p Scheffe
Mean±SD

Gender -.290 .772

   Male 63(52.5) 40.34±17.69

   Female 57(47.5) 41.25±16.52

Age(year) .226 .878

   20-39 11(9.2) 39.55±21.34

   40-49 21(17.5) 42.46±19.06

   50-59 36(30.0) 41.93±17.68

   ≥ 60 52(43.3) 39.55±15.19

Marital status .915 .403

   Married 105(87.5) 40.88±17.10

   Single 6(5.0) 47.27±18.01

   Others 9(7.5) 35.19±16.37

Religion -.626 .533

   None 41(34.2) 39.41±16.17

   Yes 79(65.8) 41.48±17.60

Education .343 .711

   ≤Middle school 30(25.0) 39.19±12.82

   High school 45(37.5) 42.36±19.90

   ≥College/University 45(37.5) 40.24±16.74

Occupation .426 .654

   Employed 20(16.7) 37.93±17.21

   Housewife 28(23.3) 40.13±14.80

   None 72(60.0) 41.81±17.97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won) .096 .757

  〈100 26(21.7) 44.10±16.14

   100-299 36(30.0) 42.63±19.28

   300-499 36(30.0) 38.66±17.88

   ≥ 500 22(18.3) 37.58±12.27

Primary caregiver .276 .760

   None 34(28.3) 39.81±15.91

   Spouse 52(43.3) 40.20±17.68

   Others 34(28.3) 42.61±17.64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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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otal Supportive Care Needs according to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 n(%) Mean±SD t/F   p  Scheffe

Type of cancer .759 .581

   Stomach 20(16.7) 43.50±20.53

   Colon & rectum 43(35.8) 39.70±17.18

   Hepatobiliary &      
   pancreas

25(20.8) 36.31±16.78

   Breast 12(10.0) 43.11±13.25

   Lung 7(5.8) 41.90±17.37

   Others 13(10.8) 45.95±14.98

Time period since diagnosis 3.177 .016* c<d

   1-3 monthsa 19(15.8) 42.92±22.19

   4-6 monthsb 22(18.3) 40.94±15.51

   7-12 monthsc 22(18.3) 33.40±16.71

   13-24 monthsd 19(15.8) 51.06±16.19

   ≥25e 38(31.7) 38.72±13.53

Treatment -.181 .857

   Chemotherapy only 38(31.7) 40.31±20.56

   Chemotherapy & others 82(68.3) 40.99±15.34

Comorbidity -.432 .667

   Yes 37(30.8) 41.78±17.66

   No 83(69.2) 40.32±16.90

Place for chemotherapy 1.386 .168

   Inpatient 70(58.3) 42.59±18.04

   Outpatient 50(41.7) 38.22±15.45

Recurrence 1.453 .149

   Yes 53(44.2) 43.31±15.26

   No 67(55.8) 38.77±18.26

Number of chemotherapy regimen change .368 .693

   0 59(49.2) 42.03±19.43

   1-3 52(43.3) 39.25±15.16

   ≥ 4 9(7.5) 41.32±10.4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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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를 분석한 결과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20세부터 39세 까지의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대상

자보다 높은 가족 지지를 나타내었다(p=.016)(Table 10). 또한 교육정

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

가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보다 더 높은 가족 지지를

(p=.016), 함께 사는 가족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대상자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대상자보다 더 높은 가족 지지를 나타냈다

(p=.001).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는 재발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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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mily Suppor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 n(%) Mean±SD t/F   p  Scheffe

Gender .403 .688

   Male 63(52.5) 46.08±8.26

   Female 57(47.5) 46.68±8.14

Age(year) 3.575 .016* a>d

   20-39a 11(9.2) 52.27±3.20

   40-49b 21(17.5) 48.33±5.67

   50-59c 36(30.0) 46.31±9.62

   ≥ 60d 52(43.3) 44.37±8.04

Marital status 1.018 .365

   Married 105(87.5) 46.70±7.84

   Single 6(5.0) 42.00±10.49

   Others 9(7.5) 45.33±10.50

Religion -.282 .778

   None 41(34.2) 46.07±8.26

   Yes 79(65.8) 46.52±8.18

Education 4.280 .016* a<c

   ≤Middle schoola 30(25.0) 42.73±9.31

   High schoolb 45(37.5) 47.18±7.33

   ≥College/Universityc 45(37.5) 47.98±7.60

Occupation 1.909 .153

   Employed 20(16.7) 44.75±9.51

   Housewife 28(23.3) 48.89±5.78

   None 72(60.0) 45.83±8.46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 won) 5.560 .001* a<d

  〈100a 26(21.7) 41.96±9.07

   100-299b 36(30.0) 47.08±8.71

   300-499c 36(30.0) 46.00±7.31

   ≥ 500d 22(18.3) 51.00±4.22

Primary caregiver .051 .950

   None 34(28.3) 46.00±7.55

   Spouse 52(43.3) 46.58±8.42

   Others 34(28.3) 46.41±8.61

＊ p <0.05



- 34 -

Table 11. Family Support according to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 n(%) Mean±SD t/F  p  Scheffe

Type of cancer 1.152 .338

   Stomach 20(16.7) 48.20±5.55

   Colon & rectum 43(35.8) 46.88±8.04

   Hepatobiliary &         
   pancreas 

25(20.8) 43.84±10.01

   Breast 12(10.0) 44.33±9.97

   Lung 7(5.8) 45.57±8.38

   Others 13(10.8) 49.00±5.43

Time period since diagnosis 1.845 .125

   1-3 months 19(15.8) 47.53±9.22

   4-6 months 22(18.3) 48.73±6.31

   7-12 months 22(18.3) 46.36±8.67

   13-24 months 19(15.8) 47.95±5.06

   ≥25 months 38(31.7) 43.63±9.11

Treatment .217 .829

   Chemotherapy only 38(31.7) 46.61±8.14

   Chemotherapy & others 82(68.3) 46.26±8.24

Comorbidity 1.005 .317

   Yes 37(30.8) 45.24±9.75

   No 83(69.2) 46.87±7.38

Place for chemotherapy -.829 .409

   Inpatient 70(58.3) 45.84±8.39

   Outpatient 50(41.7) 47.10±7.90

Recurrence -3.079 .003*

   Yes 53(44.2) 43.79±9.07

   No 67(55.8) 48.40±6.80

Number of chemotherapy regimen change 1.306 .275

   0 59(49.2) 47.34±7.23

   1-3 52(43.3) 45.00±8.75

   ≥ 4 9(7.5) 47.89±10.28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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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7)(Table 12). 사후 검정 결과 20세부터 

39세까지의 대상자들이 50세 이상의 대상자들보다 높은 삶의 질을 나타

냈다. 삶의 질은 가족 월 소득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정 시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대상자의 삶의 질이 500만원 이상

인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3).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암 진단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46) 사후 검정 결과 유

의한 집단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재발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p=.001) 재발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낮은 삶의 질을 

나타내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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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 n(%)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63(52.5) 46.08±8.26 .403 .688

   Female 57(47.5) 46.68±8.14

Age(year) 4.223 .007* a>c,d

   20-39a 11(9.2) 80.18±17.12

   40-49b 21(17.5) 74.62±15.63

   50-59c 36(30.0) 65.86±12.61

   ≥ 60d 52(43.3) 66.13±15.60

Marital status 1.081 .343

   Married 105(87.5) 69.22±15.32

   Single 6(5.0) 59.83±15.36

   Others 9(7.5) 70.22±17.68

Religion
-1.59

7
.113

   None 41(34.2) 65.71±12.93

   Yes 79(65.8) 70.44±16.53

Education 1.757 .177

   ≤Middle school 30(25.0) 65.57±12.76

   High school 45(37.5) 67.78±16.46

   ≥College/University 45(37.5) 72.04±15.91

Occupation .074 .929

   Employed 20(16.7) 70.05±13.07

   Housewife 28(23.3) 68.57±14.57

   None 72(60.0) 68.58±16.61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 won) 4.868 .003* a<d

  〈100a 26(21.7) 61.27±11.95

   100-299b 36(30.0) 67.50±17.01

   300-499c 36(30.0) 70.47±14.68

   ≥ 500d 22(18.3) 77.23±14.09

Primary caregiver .012 .988

   None 34(28.3) 68.56±16.58

   Spouse 52(43.3) 68.79±13.97

   Others 34(28.3) 69.15±17.0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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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 n(%) Mean±SD t/F p Scheffe

Type of cancer .531 .753

   Stomach 20(16.7) 69.80±19.27

   Colon & rectum 43(35.8) 69.33±14.68

   Hepatobiliary &       
   pancreas

25(20.8) 69.08±17.08

   Breast 12(10.0) 62.33±11.77

   Lung 7(5.8) 67.86±8.80

   Others 13(10.8) 71.69±15.43

Time period since diagnosis 2.511 .046*

   1-3 monthsa 19(15.8) 72.79±15.99

   4-6 monthsb 22(18.3) 73.68±15.99

   7-12 monthsc 22(18.3) 72.00±16.62

   13-24 monthsd 19(15.8) 62.16±14.94

   ≥ 25 monthse 38(31.7) 65.53±13.27

Treatment 1.008 .315

   Chemotherapy only 38(31.7) 70.92±18.23

   Chemotherapy & others 82(68.3) 67.85±14.08

Comorbidity 1.117 .266

   Yes 37(30.8) 66.46±16.05

   No 83(69.2) 69.88±15.24

Place for chemotherapy -1.781 .078

   Inpatient 70(58.3) 66.71±15.61

   Outpatient 50(41.7) 71.78±15.01

Recurrence -3.344 .001*

   Yes 53(44.2) 63.72±13.15

   No 67(55.8) 72.87±16.11

Number of chemotherapy regimen change 2.333 .101

   0 59(49.2) 71.80±15.60

   1-3 52(43.3) 66.40±15.20
   ≥ 4 9(7.5) 63.33±14.15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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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

 

대상자의 삶의 질 전체는 가족 지지 및 지지적 간호 요구 전체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삶의 질은 가족 지지와 .473(p<.001)의 정적 

상관관계를, 지지적 간호 요구와는 -.487(p<.001)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14). 삶의 질 전체와 지지적 간호 요구 하부 영역들과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은 성적 요구를 제외한 심리적 요구, 건강

관리 체계 및 정보요구,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환자 간호 및 지지요구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 지지 및 지지적 간호 요구와 삶의 질의 하부영역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지지는 삶의 질의 하부 영역인 사회/가족 상태 영역

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지적 간호 요

구 역시 삶의 질의 하부 영역인 신체 상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임을 나타내었다.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족 지

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4. Correlation between Supportive Care Needs,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N=120)

Supportive care needs Family 
support Quality of life

　 1 2 3 4 5 6 7 8 9 10 11 12
　 r(p)

S
u
p
p
o
rtiv

e
 care

 n
e
e
d
s

1 1
2 .520*

(.000)
1

3 .249*

(.006)
.495*

(.000)
1

4 .139
(.131)

.329*

(.000)
.771*

(.000)
1

5 .164
(.073)

.486*

(.000)
.251*

(.006)
.136

(.138)
1

6 .594*

(.000)
.813*

(.000)
.791*

(.000)
.678*

(.000)
.600*

(.000)
1

Fam
ily

 
suppot

7 -.131
(.153)

-.152
(.097)

-.029
(.757)

-.018
(.848)

-.066
(.474)

-.114
(.216)

1

Q
u
ality

 o
f life

8 -.697*

(.000)
-.487*

(.000)
-.348*

(.000)
-.289*

(.001)
-.078
(.397)

-.542*

(.000)
.151

(.100)
1

9 -.084
(.363)

-.073
(.427)

.014
(.881)

-0.14
(.878)

.001
(.995)

-.044
(.630)

.676*

(.000)
.121

(.187)
1

10 -.293*

(.001)
-.614*

(.000)
-.253*

(.005)
-.193*

(.035)
-.238*

(.009)
-.456*

(.000)
.263*

(.004)
.403*

(.000)
.098

(.289)
1

11 -.414*

(.000)
-.311*

(.001)
-.183*

(.045)
-.199*

(.029)
.009

(.919)
-.312*

(.001)
.249*

(.006)
.431*

(.000)
.376*

(.000)
.404*

(.000)
1

12 -.556*

(.000)
-.520*

(.000)
-.279*

(.002)
-.255*

(.005)
-.096
(.297)

-.487*

(.000)
.473*

(.000)
.729*

(.000)
.577*

(.000)
.642*

(.000)
.813*

(.000)
1

＊ p <0.05
1; Physical & daily living need 2; Psychological need 3; Patient care & support need 4; Health system & information 
need 5; sexuality need 6; Total supportive care needs 7; Family support 8; Physical well-being 9; Social/Family 
well-being 10; Emotional well-being 11; Functional well-being need 12; Total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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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에 대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선택방법(stepwise method)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가족 

지지와 지지적 간호 요구의 하부 영역 중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심리적 요구,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와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영역 그

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삶의 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나

이, 암 진단 후 경과 기간, 가족 월 소득, 재발경험을 독립변수로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재발경험은 명복변수이므로 dummy변수로 전환하여 분

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건강관리 체

계와 정보 요구, 환자 간호와 지지요구, 암 진단 후 경과 기간, 가족 월 

소득 및 재발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 되어 제거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더빈-왓슨(Durbin-Watson test)를 

시행하였고, 본 연구의 더빈-왓슨의 검정량은 2.167로 독립성은 충족되

었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산출하였고 공차(tolerance)는 1미만, 분산팽창지

수(VIF)는 1~2 사이의 값으로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53.9%(adjusted R2=.539)로 전체 모형이 삶

의 질을 53.9%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35.849, p〈.001). 도

출된 최종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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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N=120)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R2
Adjusted

R2
t p

B SE* β

(Constant) 64.489 7.867 8.198 〈.001

Physical & 

daily need
-.232 .046 -.367 .309 .303 -5.028 〈.001

Family 

support
.628 .125   .331 .472 .463  5.027 〈.001

Psychological 

need
-.179 .047 -.277 .525 .513 -3.779 〈.001

Age -2.817 1.019 -.180 .555 .539 -2.765 .007

* Standard errors

Y=64.489-.232X1+.628X2-.179X3-2.817X4

Y = 전반적인 삶의 질

X1 =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X2 = 가족 지지

X3 = 심리적 요구

X4 =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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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의 정

도를 확인하고 지지적 간호 요구 및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족 지지

본 연구 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전체 지지

적 간호 요구는 40.77(±17.08)점 이었으며 이는 혈액암 환자의 

44.76(±18.96)점(정아랑, 2010), 노인 폐암환자의 52.35(±25.01)점 

(양은정, 2012)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대상자 군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울지라도 본 연구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암종 및 폭넓은 연령층의 암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암환자와 항암화학요법을 받

고 있는 다양한 암종을 포함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간호 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미충족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대상자 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영역별로 가장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으로서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결과

가 일치하였다(함윤희, 2009; 정아랑, 2010; 양은정, 2012). 본 연구가 

이전 선행연구보다 지지적 간호 요구가 낮게 측정된 것을 통해 암병원 

및 암정보센터 등의 발전으로 암환자의 미충족 요구가 일부 충족된 것으

로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환자가 느끼는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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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는 해소되지 못하고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은 상위 10개의 문항 중 9문항이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영역이었

으며 이는 국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국외의 연구들과는 차이

점을 보인다.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암종을 가진 888명의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의 문항 중 심리적 

요구 문항이 5문항을 차지하였고(Sanson-Fisher et al, 2000), 진단 

후 6개월이 지난 다양한 암종을 가진 1323명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적 간호 요구의 상위 10개의 문항을 조사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요

구를 보인 문항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심리적 영역이었다

(Boyes, Girgis, D’Este & Zucca, 2012).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지적 간호 요구의 상위 10문항 중 7문항이 

심리 사회적 영역으로 나타나(Uchida et al, 2011) 국외 선행연구들이 

국내 선행 연구 및 본 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심리적 요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 중 

불안과 우울은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이며, 암환자의 약 40%이상의 

환자들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고(하혜경, 1982)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 중 57.8%가 중증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나타났다(서지영, 2014).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경

험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는 스스

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정아랑, 2010). 암환자의 삶의 질은 불안, 우울과 같은 디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이러한 한국 암환자의 심리에 대한 질적 연

구와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발경험에 따라 지지적 간호 요구의 하부 영역의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치료 기간 동안 재발을 경험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심

리적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31)(Table 16). 이것은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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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 중에서도 재발 경험의 유무가 암환

자가 느끼는 심리적 요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나타내며 재발을 경

험한 암환자의 미충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행서는 심리적인 영역에 대

한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요구를 분석한 결과 가장 요구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내 

상태나 치료, 치료 후 추적 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이었으며 이는 정아랑(2010)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최근 암병원의 신설 및 관련 인력들

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간 외래 및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을 받는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종양 전문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배

치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가족 지지는 평균 46.37(±8.18)점으로 항암화학

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안자영(2014)의 

결과인 48.36(±6.94)점과 혈액암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곽소영과 

변영순(2013)의 연구에서는 47.43(±7.51)점으로 두 연구와 비슷한 결

과를 보였다. 가족 지지는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20세부

터 39세까지의 젊은 암환자가 60세 이상의 암환자보다 더 높은 가족 지

지를 나타내었다. 이는 태영숙 등(2011)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40세 이하가 41세부터 50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젊은 암환자가 느끼는 가족 지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함께 사는 가족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

상인 대상자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대상자보다 더 높은 가족 지지

를 나타냈는데 이는 박점희과 류은경(1995)의 연구에서 124명의 암환

자를 대상으로 가족 지지를 조사한 결과 가족월수입 150만원 이상인 군

이 50만원 이하인 군보다 가족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태영숙 등(2011)

의 연구에서는‘대체로 여유롭다’라고 응답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가족 지지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암환자의 

가족 지지에는 나이 및 사회경제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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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암환자 가정에서도 가족 지

지가 높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지지는 재발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재발을 경험하지 않은 군이 재발을 경험한 군보다 가족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재발이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지

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발된 암환자에게 가족 지지 

또한 중재되어야 할 영역임을 알 수 있다. 

2.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FACT-G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삶의 

질 평균은 68.83(±15.50)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서지영(2014) 연구에서는 다양한 암종 및 병기의 

암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삶의 질은 68.51(±14.22)점

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93(±19.37)점으로(백영애, 2013) 본 연구보

다 높게 나타났고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부인과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1(±16.4)점(노주희 외, 2014),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50.64(±15.87)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김

경덕, 2012). 이에 따라 같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라 하여

도 암환자의 진단명에 따라 다른 삶의 질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다양한 병기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지영(2014) 연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삶의 질의 

총점은 비슷하였으나 신체적 영역은 19.33점, 기능적 영역은 16.38점으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 상태 영역 18.40점, 기능 상태 영역 

15.09점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서지영(2014) 연구에서 진행성 

암이라고 볼 수 있는 4기 암환자가 32.8%이고 본 연구의 모든 대상자

가 4기 암환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전체적인 삶의 질 점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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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전이 또는 재발을 경험한 암환자일수록 

신체적인 증상 및 기능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이는 SIDDIQI(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신체적, 기능적이 영역을 위

한 세분화된 중재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재발의 경험이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발 경험에 따라 삶의 질의 하부 영역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삶의 질 점수(p=.001)뿐만 아니라 신체 상태(p=.008), 사

회/가족 상태(p=.003), 정서 상태 영역(p=.00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진행성 암환자 중에서도 재발을 경험하는 군이 재발을 경험하지 않는 

군 보다 특히 신체적 상태, 사회/가족 상태, 정서 상태 영역의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6). 치료중인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

구한 김은경(2010)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삶의 질은 전이 여부 또는 암의 

병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재발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고(p<.001), 이는 이은실 등(2013)의 연

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고형암 4기의 진행성 암환자라 할지

라도 진단 시 결정되는 객관적인 병기보다는 치료 과정 중 겪는 재발경

험이 암환자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

어 진행성 암환자에 대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재발경험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20세부터 39

세까지의 연령이 50세 이상의 연령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황은경 외(2014) 연구에서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이 50대보다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화가 진

행됨에 따라 암환자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세부터 39세 까지의 대상자의 가족 지지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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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된다. 본 연구에

서 삶의 질은 평균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100만원 이

하가 500만원 이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정혜경, 1988; 서연

옥, 2007; 황은경 외, 2014).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

적인 인구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 및 가족 지지, 지지적 간호 요구가 고

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

대상자의 삶의 질 전체는 가족 지지 및 지지적 간호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삶의 질은 가족 지지와 .473(p<.001)의 정적 상관

관계를, 지지적 간호 요구와는 -.487(p<.001)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고 지지적 간호 요구가 높

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진행성 암환자의 미충족 

요구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이전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Park & Hwang, 2012; So et al, 2013)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충족 요구를 먼저 파악하여 충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전체와 지지적 간호 요구의 하부 

영역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적 요구를 제외한 심리적 요구, 건

강관리 체계 및 정보요구,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환자 간호 및 지지요

구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질 전체와 가족 지지의 상관관계 역

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김금숙, 2003; 김조자, 1989)이었으며 우

리나라 진행성 암환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가족 지지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가족 지지는 전체 지지적 간호 요구 및 하부영역과 유의

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는 가족 지지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적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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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 간호 요구 하부 영역 중 성적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

(McDowell, Occhipinti, Ferguson, Dunn & Chambers, 2010)를, 건

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영역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Boyes, Girgis, 

D'Este & Zucca 2012), 심리 사회적 영역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고 

나타난 (Beesley et al, 2013)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선행연구는 없었으며 국외 연구들에서는 가족 

지지에 국한된 사회적 지지가 아닌 의료적지지, 가족 지지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

족 지지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4.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구 영역,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영역과 가족 지지, 나

이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및 일상

생활 요구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현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심리적 요구보다는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항암화학요법은 암환자

에게 여러 가지 신체적 부작용들을 야기하며 이러한 증상 경험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가

장 큰 예측 요인들 중 하나로 나타났다(정지연, 2012; 백영애, 2013).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신체적 문제들을 사정하고 지지

해주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 49 -

Park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재발을 경험한 유방암 환자 52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지지적 간호 요구 중 심리적 영역, 신체 및 일

상생활 영역, 성적 영역이 삶의 질을 63.5%를 설명한다고 나타나 본 연

구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비록 연구 대상자의 암종은 다르지만 

Park 등의 연구에서는 재발을 경험한 환자가 100%임에 반해 본 연구

에서는 44.2%를 차지하여 재발 경험의 유무가 미충족 요구 및 삶의 질

에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 역시 삶의 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춘해(2008)의 연구에서 암환자의 사회적지지 중 가족 및 

친척에게서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가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

과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가족 지지가 가능하도록 가족 중심의 간호 중재를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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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지

지적 간호 요구 및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

행된 연구이다.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개월간 서울에 소재

한 S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외래에서 통원치료 중인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19세 이상 성인 120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40.77

점이었다. 영역별 지지적 간호 요구는 건강관리 체계 및 정보 요구 영역

이 55.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 요구 영역은 25.63점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가족 지지는 55점 만점에 평균 46.37점이었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68.83점 이었고 각 하부 영역별 삶의 

질은 신체 상태 18.40점, 사회/가족 상태 18.98점, 정서 상태 16.35점, 

기능 상태 15.09점 이었다.

넷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지지적 간호 요구는 암 진단 후 경과 기

간에 따라(p=.016), 가족 지지는 나이(p=.016), 교육정도(p=.016), 

가족 월 소득(p=.001) 및 재발경험(p=.003), 삶의 질은 나이

(p=.007), 가족 월 소득(p=.003), 암 진단 후 경과 기간(p=.046), 재

발경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대상자의 삶의 질은 가족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r=.473), 

지지적 간호 요구와 부적 상관관계(r=-.48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여섯째,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가족 지지, 지지적 간호 요구 중 심리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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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539,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

상으로 1회적으로 조사한 횡단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암환

자의 치료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 및 삶의 질에 대한 종단

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진행성 암

환자의 미충족 요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분화된 

간호 중재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첫째, 연구 대상자를 임의 표본추출법을 통해 

모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진행성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supportive care) 요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따른 차이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번역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암

환자의 다양한 영역의 미충족 요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미충족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개발을 위한 연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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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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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Supportive ca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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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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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Quality of life)



- 74 -



- 75 -

Table 16. Supportive Care Needs,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xperience of Recurrence                 (N=120)

Variable

Recurrence

t pYes (n=53) No (n=67)

Mean±SD Mean±SD

Total supportive care needs 43.31±15.26 38.77±18.26 1.453 .149

  Psychological 43.44±22.98 33.96±24.02 2.190 .031*

  Health system & Information 58.06±22.50 54.00±25.65 .908 .366

  Physical & daily living 42.92±24.07 37.61±24.81 1.180 .240

  Patient care & support 44.43±21.72 44.25±26.33 .040 .968

  Sexuality 27.67±28.25 24.00±24.47 .762 .448

Family support 43.79±9.07 48.40±6.80 -3.079 .003*

FACT-G

(PWB+SWB+EWB+FWB)
63.72±13.15 72.87±16.11 -3.344 .001*

  Physical well-being(PWB) 16.72±6.75 19.73±5.48 -2.700 .008*

  Social/family well-being(SWB) 17.34±5.69 20.28±4.98 -3.017 .003*

  Emotional well-being(EWB) 15.13±3.89 17.31±4.69 -2.724 .007*

  Functional well-being(FWB) 14.53±5.96 15.54±6.13 -.907 .366

* p <.05

부록 5. 진행성 암환자의 재발경험에 따른 지지적 간호 

요구, 가족 지지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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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people living with cancer has increased due to 

increased incidence rates and improved survival rates of cancer. 

However,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remains relatively 

low, especially for those with advanced cancer stage. Advanced 

cancer patients experience more physical and psychosocial 

problems when compared to the cancer patients with early stage. 

Thus it is necessary for oncology nurses to pay more attention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these vulnerable group of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supportive care needs,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advanced cancer patients in Korea, and to identif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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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quality of life. 

  Descriptive correlation design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adult cancer patients receiving palliative 

chemotherapy after being diagnosed with stage Ⅳ of solid tumor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Kore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to March in 2015, using the 

Supportive Care Needs Survey-short form 34, Family Support 

questionnaire, and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version 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descriptive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56.54(±11.61) years 

and 52.5% were male. The most frequent type of cancer 

was colon and rectal cancer(35.8%). Period since diagnosis 

was 23.78(±27.43) months and 53(44.2%)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 of recurrence of cancer.  

  2) The average score of supportive care needs of the 

participants was 40.77 out of 100 and that of family 

support was 46.37 out of 55. The average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was 68.83, and the domain of functional 

well-being scored the lowest among the domains of quality 

of life.  

  3)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age, monthly 

family income, Time period since diagnosis, and experience 

of recurrence. 

  4)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support(r=.473)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upportive care needs(r=-.487).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was explained by age, family 

support, psychological needs, and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accounting for 53.5% of the variance.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In conclusion, the quality of life for advanced cancer patients 

with palliative chemotherapy is influenced by supportive care 

needs and family support. Thus, it is important to meet 

supportive care needs, especially psychological needs and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In addition, family support should 

be reinforced to promote quality of life for advanced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Keywords : Neoplasm Metastasis, Cytotoxic Agents, Need        

               assessment, Family, Quality of life 

Student number : 2013-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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