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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암환자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암환자의 생

존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질병 회복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고형암의 경우 암치료 방법 중 일차적인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이 수술요법이다. 하지만 수술 환자들은 다양한 신체, 심리적 어려움

을 겪으며 그 중에서도 수술 전 불확실성, 두려움, 불안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은 암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경험으로 암의 확진 전부터 치료 전반에 걸쳐 경험하며 불안 및 사회적 

지지와 함께 암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안과 불확실성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암환자들의 불확

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암병동에 수술을 위해 입원한 유방암, 갑

상선암, 방광암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연구윤리 심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1월 1일부

터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일개 병원에 입원한 120명을 

편의추출하여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에 관한 설문지에 응답하도

록 하였다. 불확실성은 Mishel의 한국형 불확실성 도구, 사회적 지지는 

태영숙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불안은 Spielberger(1973)가 개발

한 STAI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ronbach's alph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hi-square 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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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27세 이었다.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하

였으며 월수입은 400만원 미만이었으며, 진단명은 유방암, 갑상선암, 방

광암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불확실성 평균은 81.43(±13.45)점 이었고, 평균평점은 

2.47(±0.41)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60.86(±11.20)점이었고 평균

평점 3.80(±0.70)이었으며, 불안의 평균은 47.13(±10.45)점이고 평균평

점 2.36(±0.52)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는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 진단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진단기간

에 따라 가족 지지는 학력 및 진단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료인 지지는 진단기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은 불안과 사회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수술 전 암환자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낮추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 지지를 강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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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수술 전과 후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을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불확실성은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 연구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수술 전, 불안,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학  번 : 201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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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암환자 발생자수는 2012년 기준 224,1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명당 101명에서 2012년 224.1

명으로 지난 십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또한 조기 

암검진과 조기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면역요법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방법의 개선으로 수술 후 장기간 생

존하는 환자수 또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이는 암환자의 생존률 

증가와 함께 이들을 위한 삶의 질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외과적 절제와 항암화학요법, 면역치료, 방사선

치료 및 호르몬 요법 등 다양한 치료가 있으나 이 중 고형암의 경우에는 

외과적인 절제가 일차적 치료이다. 수술 요법은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세

포의 재발 및 전이를 예방하는 이로운 점이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법으

로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에 대한 불안, 죽음,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성 등을 경험하게 되며 

수술 전 증가된 불안감은 마취제 및 진통제 용량의 증가, 수술 후 합병

증 증가 및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김세은, 2006; 최배정 외, 2011; 

송승희 2008; 이지은 2013; Kain et al., 2001). 하지만 수술 전 암환자

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암환자의 질병회복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수술 

전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불안이 있다. 이중 불확실성은 암환자가 경험

하는 가장 흔한 경험으로 외국 연구의 경우 암환자가 암의 확진 전 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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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수술, 또는 항암요법 전후, 방사선 요법 등 질병의 확진 및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경험하며 질병의 전 과정에 따라 암의 종류에 따라 다

르다고 보고되고 있다(Lien et al., 2009; Pinar et al., 2012; Sammarco, 

2009; Somjaivong et al., 2011).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백인 암환자로 문화적, 사회적 요소가 다른 국내 암환자를 대상

으로 한 불확실성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Cahill et al., 2012; 

Mehnert et al., 2009; Liao et al., 2008; Sammarco & Konecny, 2008).  

국내 연구 중 암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여성암, 폐암 및 다양한 암 대상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사

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며 수술 

전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 또한 없는 실

정이다. 

암환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국내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에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었으나 질병의 종류, 질병과정, 사

회적 지지에 따라 불안과 불확실성이 달라진다는 외국 연구 결과를 고려

해보면 증가하는 국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

요성이 있다(이지은, 2013; Sammarco, 2009; Somjaivong et al., 2011). 

국내의 경우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안과 불확실성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수술 전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변수간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유방암은 지난 20년간 8배 이상 증가하였고, 갑상선암은 최근 급속

히 증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5). 한편, 방광암은 2013년 기준 여성

에 비해 남성이 4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5년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환자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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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여 이들에게 맞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술 전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과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정도를 파악

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간의 조절변수 

유무에 대해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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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수술 

수술이란 전문의로부터 의학적 검사의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하기 위

한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 행위이다(두산백과사전,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미 암 진단을 받

고 일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 행위를 

말한다. 

 

2) 불확실성 

환자가 질환과 관련된 사건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며 주

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인지적 상

태를 의미한다(Mishel, 1988).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8)이 개발한 질

병에 대한 불확실성척도(Mishel's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정재원, 이미현 & 도혜경(2005)이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을 뜻하며 사회 체

제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을 정서적, 정신

적으로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한다(홍근표, 1984). 본 연구에서는 태영숙

(1986)이 개발한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 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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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 

불안이란 불특정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써 긴장, 걱정을 주관적이고 의식적으

로 인식하는 감정인 상태 불안과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인 차이인 기질불

안으로 구분된다(Spielberger, 1972).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1972)

가 개발한 STAI(State-Train Anxiety Inventory) 중 한국인의 정서에 맞

게 김정택 & 신동균(1987)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상태불안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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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암환자 수술과 관련된 불확실성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질병과 관련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

력이 감소된 것으로 사건을 적절하게 구조화하고 적절히 인지하는 개인

의 능력을 제한시켜 질병에 부적절하게 적응하게 한다(Mishel, 1981). 

불확실성은 질병기간 중 계속 변화되는 과정으로 자극형태(stimulus 

frame), 구조 제공자(structure providers),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ishel, 1988). 자극형태는 증상의 패턴, 사건의 익숙성, 

기대하는 것과 실제적인 질병과 관련된 사건과의 일치성, 이 세가지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가지 구성요소는 인지적 능력, 교육수준, 사회

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질병상태의 애매모호성(ambiguity), 질병 

예후 과정의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치료와 간호시스템의 복잡

성(complexity), 진단과 질병의 심각함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정보 불일

치성(inconsistency)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위험상

태로 인지될 때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위협을 받는다(김달숙 외, 2012).  

불확실성은 환자의 질병 회복과 관련된 변수로, 질병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질병자체로 인한 불편감, 질병에 대한 대

처방법,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 

연구의 경우, 암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김혜

영, 2009; Cahill et al., 2012; Drageset, Lindstrom & Underlid, 2009; 

Shaha et al., 2008). 위암 수술은 받은 환자의 경우 식생활 및 일상생활

의 변화로 인해 예후에 대한 불확실한 감정을 갖게 하며,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여성 상징성의 상실감과 신체상의 변화는 불확실성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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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이윤수, 2007; Edgar & Devins, 2008; Hartl et al., 2010; 

Nakamura et al, 2008; Shaha, Cox & Kelly, 2008). 암환자에게 질병의 

예측할 수 없는 예후, 불명확한 설명, 정보의 부족 및 신체적 증상, 합병

증과 부작용을 경험할 때, 암의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진다

고 보고하고 있다(이인숙, 2004; Misehl, 1981).  

Mishel의 불확실성 이론에 따르면 불확실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의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확실성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과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위암의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일수록 불확실성이 높게 측

정되었다(전병희, 2013). 부인과 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정도

와 암의 단계에 따라, 유방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월평

균 소득과 항암요법을 받은 대상자일수록, 유방암 수술을 받는 대상자에

게서는 월수입, 연령, 교육정도, 직업여부, 질병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달라졌다(이지은, 2013; 조옥희, 2000; 정재원 외, 2005). 또

한 항암제를 투여중인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암 이외에 다른 질환을 동반한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김해진 & 이명선, 2013). 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육정도는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확실성과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인구사회학

적 변수들은 암의 종류, 치료방법, 및 시기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간의 관계를 본 연

구에서는 위암환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회복이 낮았고, 유방암 

환자는 수술 전·후 불안 및 수술 후 통증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았으

며, 불안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았다(이지은, 2013; 전병희, 2013; 차

경숙 & 김경희, 2012). 간암환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위험평가

가 높고 극복력이 낮았다(김연정 & 이광자, 2010). 항암제를 투여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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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서 불확실성은 우울, 불안과의 정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영적 

건강과는 역상관관계를, 항암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에게서는 우울과 

정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김해진& 이명선, 2013; 안화진 외, 2007; 정재

원 외, 2005). 위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질병과 관련된 사건의 시기 즉 

수술 전·후, 항암요법, 암진단 검사 전·후에 따라 불확실성에 차이를 보

인다는 Mishel의 이론을 검증할 다양한 치료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연

구(longitudinal study)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불확실성은 환자의 회복과 대처양식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며 최근 십년동안 국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Mishel(1981)의 가정과는 달리 불확

실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며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수인 불안과 함께 질병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으로 수술 전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어떤 관계성이 있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암환자를 대

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에 어떤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수술 전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관계 및 차이를 검

증함으로써 이를 감소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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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속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존경받으

며, 가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인식력을 일컫는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고 인지하는 개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신체적 질병 같은 스트레스

가 많은 상황에서 완충제 역할을 한다(Mattioli, Repinski & Chappy, 

2008; Mishel, 1988).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암환자 개인이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암환자에게서 생기는 감정장애의 발생 빈도를 줄이

고, 생존율을 높여 보다 나은 정서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Arslantas et al., 2010; Bultz & Holland, 2006; Lee et al., 

2013). 

국내 연구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유방암 생존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항암요법을 받는 대상자

에게서 사회적 지지는 극복력, 적응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증상경험이 낮고 자기효능감

이 높았다(이은경 외, 2011; 양경순, 2014; 태영숙 외, 2013). 또한 초기 

유방암 환자에게 사회적 지지는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낮았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증상경험

이 낮았다(김혜영 & 소향숙, 2012; 정복례 & 이은현, 2006). 갑상선 암

환자에게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수이며, 의료인 

지지가 높을수록 자가 간호가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김지숙, 2012; 김정임, 2013; 조희숙 외, 2010). 여성암 

환자에게서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이 적었

다(이남경, 2008).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는 교육수준, 결혼상태, 월평균 소득, 암의 병기였다(김경옥, 2014;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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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10; 조희숙 외, 2010).  

위 연구들은 주로 여성암을 가진 대상자를 연구한 결과들이며 남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술 전 암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며,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지가 불확실성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김윤정, 2012)는 있었으나 수술 전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3. 암환자 수술과 관련된 불안 

불안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긴장, 염려, 초조, 걱정 등을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자율신경계의 활동과 함께 고조된다

(Spielberger & Diaz-Guerrero, 1976). Reilly(2001)는 불안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심리적인 표현으로 생리학적 증상과 함께 비정상적이며 압

도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정의하였다. Spielberger(1973)는 불안을 상

태불안(state anxiety) 과 기질불안(trait anxiety)으로 분류하였다. 상태

불안은 위협으로 인지되는 각각의 다른 상황에 따라 유도되는 자율신경

계의 활성화와 두려움, 걱정, 염려 등의 정서반응으로 개인의 일시적인 

주관적 정서상태이며 기질불안은 개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두려움, 걱정, 

염려 등의 정서 반응으로 성격의 차이로 인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낸다.  

질환 자체나 입원, 수술 등은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로써 불안을 일으

키며, 특히 수술에 대한 불확실성, 마취, 죽음, 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

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서영희 & 강현숙, 2007;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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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2009). 수술 전 불안은 수술 후 통증의 증가, 마취제 사용 및 진통

제 사용 횟수의 증가, 회복 지연 등 수술 후 합병증 및 환자의 회복을 

지연하고 방해하여 간호사가 꼭 사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간호 현상이다

(송승희 2008; 신효연 & 이명선, 2005; 이지은 2013; 한혜정 외, 2011). 

국내의 수술과 관련된 불안연구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재 연구가 대

부분이며, 이 또한 암환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의 수술과 관련된 불안중

재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곽미경, 김윤경 & 홍해숙, 2011; 김남순, 

2011; 김은영, 2010; 배성심, 2009). 암환자의 불안은 일반인에 비해 2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단 확진 전부터 가장 흔히 경

험하는 정서반응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지 12개월까지

도 높은 불안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Hinz et al., 2010; Liao et al., 2008; 조옥희, 2000).  

암환자와 관련된 국내의 불안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가장 많았다. 유방암 수술 전 불안은 교육정도, 결혼상태에 따라 수

술 후 불안은 질병심각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정

도, 월수입, 항암요법을 받은 경우, 신체상이 낮고 전신치료 부작용이 심

할수록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조옥희, 2000; 최배정 외, 2011; 이지은, 

2013). 항암요법을 받는 암환자에게서 불안은 교육정도, 진단 후 경과기

간, 재발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암 및 폐암의 경우 불안 정도가 높았고 위암의 경우 상

대적으로 불안이 낮았다(김해진 & 이명선, 2013; 전영희, 2010). 하지만 

일개의 병원에서 소수의 대상자로 한 연구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위 연구에서 보듯이 암환자의 불안은 환자의 질환 특성 및 인

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대다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어떤 종류의 암환자가 불안이 더 높은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어떤 요인이 모든 암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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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안 연구는 유방암과 위암, 폐암, 부인암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에 불과하며 불안과 불확실성을 함께 본 연

구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극히 드문 실정이다(김금순 

외, 2013; 이주영 & 최스미, 2007; 이지은, 2013). 또한 암환자가 느끼

는 불안은 진단 전부터 질병의 치료과정 중 계속 변화하는 현상으로 추

적 연구를 통하여 암환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가장 많은 불안을 

느끼는지, 어떤 종류의 암을 가진 대상자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불안

을 느끼는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Liao et al., 2008; Lien 

et al., 2009).  

불안은 암환자의 삶의 질, 증상경험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김금순 외, 2013; 김해진& 이명선, 2013 변혜

선 & 김경덕, 2012; 이주영 & 최스미, 2007).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을 가진 대상자가 수술 전 불안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수술 전 불안이 불확실성 및 사회적 지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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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불확실성 이론은 질병과 관련된 자극을 인지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의미를 구조화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구성된 일련의 선형모형이다. 

불안은 불확실성의 결정 요소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친다(강윤희, 2006; Lien et al., 2009; 

Mishel, 1988; Montgomery, 2010). 본 연구에서는 Mishel의 불확실성 

이론을 바탕으로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환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관계를 규명하며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틀은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불안의 상관

관계와 국내의 다른 연구(강지영 & 서은영, 2015; 전영희, 2010)에서 보

여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며 Figure 1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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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병원의 암병동에 수술을 위해 입원한 유방암, 갑상선

암,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일개 종합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한 유방암, 갑상선

암,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Cohen(1987)

의 공식에 의하여 moderate effect size=.30, alpha=.05, power=.80으로 

계산하였을 때 총 84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나 탈락율 30%를 고려하

여 총 120부를 배부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2) 본인의 진단명을 알고 있는 암환자 

3) 만 18세 이상의 성인 

4)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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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불안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사용하여 수술 전 대상자에게 일반적 특성,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 불확실성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Mishel(1988)이 개발한 불

확실성 척도(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정재원 등

(2005)이 국문화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원도구 개발자와 

국문번역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부영역 불일

치성, 애매모호성, 불예측성, 복합성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33점에서 최고 1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ishel(1988)이 수정 개발한 

33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93이었고, 정재원 등(2005)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태영숙(1986)이 개발한 

도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가족지지 8문항과 의료

인의 지지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태

영숙(198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가족 지지 .82, 의료인 지지 .82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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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지 .87, 의료인 지지는 .89이었다. 

 

3) 불안 

본 연구는 수술 전후 대상자가 경험하는 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3)가 개발한 STAI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하여 표준화한 

도구를(김정택 & 신동균, 1978)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상

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대단히 그렇다” 4점으

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4이었으며(Lee, 2013), 본 연구에서

는 .92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로S대학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진료과  및 

간호본부의 허락을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수술 하루 전 확

정된 수술일정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미리 방문하여 연

구의 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

자에게 연구참여를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동의서를 작

성한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고 질문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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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NO: H-1407-012-592)

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 중 서면

동의서에 작성을 한 대상자들로부터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참여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며, 중도에 포기 및 거부가 가능하

며 이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본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 자료는 암호가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고 본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연구종료 시 폐기된다는 

내용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으며 또한 서면동의서에 서술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do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

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지지 및 불안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사회적지지 및 불안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 중 조절변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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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S대학병원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또는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이 33명(27.5%), 여성이 87명(72.5%)으로 여성이 2배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52.27세로(SD=13.41) 50대 환

자들이 30.8%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했다. 교육 수준은 대상자 대부분

이 대졸이상(50.8%)이나 고졸(37.5%)이었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대부분

을(81.7%)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 대부분이 직업이 있었으며

(57.5%),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67.6%). 월수입은 대부분이 200만원 미

만(39.2%), 200-400만원 미만(39.2%)이었다. 진단명은 유방암 대상자가 

37.5%, 갑상선암이 32.5% 그리고 방광암이 30.0% 순으로 나타났다. 암

을 진단받은 기간은 3개월 이내가 6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이전에 다른 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는 12.5%, 과거 항암치료나 방

사선 치료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3.3%를 차지하였으며 수술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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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3 27.5 

Female 87 72.5 

Age(year) < 40 16 13.3 

40-49 34 28.3 

50-59 37 30.8 

≥ 60 33 27.5 

Education <High school 14 11.7 

High school 45 37.5 

≥College 61 50.8 

Marital status Single 22 18.3 

Married 98 81.7 

Occupation No 51 42.5 

Yes 69 57.5 

Religion Christian 35 29.2 

Catholic 26 21.7 

Buddhism 20 16.7 

No religion 39 32.5 

Monthly income 

(unit=10000won) 

<200 47 39.2 

200-400 47 39.2 

>400 23 19.2 

Type of cancer diagnosis Breast 45 37.5 

 Thyroid 39 32.5 

 Bladder 36 30.0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46 38.3 

No 74 61.7 

Period since diagnosis <3 months 77 64.2 

3-6 months 13 10.8 

7-11 months 15 12.5 

≥ 1 year 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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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진단명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상관관계가 있는 보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Table 2).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방광암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이는 자료수집을 위해 편의추출한 병동

이 여성암 환자를 위한 유방암과 갑상선암 병동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이 

또한 진단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01) 

갑상선암과 유방암에 비해 방광암은 60세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결혼상태(p=.003) 또한 진단암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유방암과 방광암 대상자는 대부분이 기혼이었다. 하지만 월수입

(p=.32), 종교(p=.48), 직업의 유무(p=.55), 가족력(p=.71)은 진단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학력, 진단기간, 수술경험은 

Chi-square test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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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Cancer                         (N=120) 

Variable Breast  

cancer 

Thyroid 

cancer 

Bladder  

cancer 

P value 

Gender Male 0(0%) 0(0%) 33(27.5%) <.001** 

Female 45(37.5%) 39(32.5%) 3(2.5%)  

Age <40 0(0%) 16(13.3%) 0(0%) <.001** 

40-49 20(16.7%) 10(8.3%) 4(3.3%)  

50-59 22(18.3%) 10(8.3%) 5(4.2%)  

≥60 3(2.5%) 3(2.5%) 27(22.5%)  

Monthly 

income 

<200 17(14.5%) 14(11.1%) 17(14.5%) .32 

200-400 20(17.1%) 15(12.8%) 12(10.3%)  

>400 5(4.3%) 11(9.4%) 7(6.0%)  

Marital 

status 

Single 8(6.7%) 13(10.8%) 1(0.8%) .003** 

Married 37(30%) 26(21.7%) 35(29.2%)  

Religion Christian 13(10.8%) 12(10.0%) 10(8.3%) .48 

Catholic 9(7.5%) 11(9.2%) 6(5.0%)  

Buddhism 11(9.2%) 4(3.3%) 5(4.2%)  

No 12(10.0%) 12(10.0%) 15(12.5%)  

Occupation No 22(18.3%) 15(12.5%) 14(11.7%) .55 

Yes 23(19.2%) 24(20.0%) 22(18.3%)  

Family Hx  

of cancer 

No 29(24.2%) 22(18.3%) 23(19.2%) .71 

Yes 16(13.3%) 17(14.2%) 13(10.8%)  

* p<.05, ** p<.01, Hx=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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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지지 및 불안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평

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최소, 최대값은 Table 3에서 제시하고 있다. 불

확실성은 질병상태의 애매모호성(ambiguity), 치료와 간호시스템의 복잡

성(complexity), 진단과 질병의 심각함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정보 불일

치성(inconsistency), 질병 예후 과정의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애매모호

성 34.02점(SD=7.97), 복잡성 15.50점(SD=3.32), 불일치성 15.84점

(SD=3.62), 그리고 예측불가능성 16.07점(SD=2.91)으로 나타났으며 불

확실성 전체 점수의 평균은 81.43점(SD=13.45), 평균 평점 2.47(±0.41)

으로 범위는 최소 46점에서 최대 111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2개의 영역인 가족지지와 의료인 지지로 나뉘며, 가족 

지지의 평균은 34.34점(SD=5.54), 의료인 지지의 평균은 평균 26.52점

(SD=8.11),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은 60.86점(SD=11.20), 평

균 평점 3.80(±0.70)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불안은 평균 47.13점

(SD=10.45), 평균 평점2.36(±0.52)으로 최소 25점에서 최대76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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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s of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Anxiety  

(N=120)  

Variable Min Max Mean(±SD) Item mean(±SD) 

Uncertainty 46 111 81.43±13.45 2.47±0.41 

Ambiguity 14 53 34.02±7.97 2.62±0.61 

Complexity 9 25 15.50±3.32 2.21±0.47 

Inconsistency 8 24 15.84±3.62 2.26±0.52 

Unpredictability 9 23 16.07±2.91 3.21±0.58 

Social Support 32 80 60.86±11.20 3.80±0.70 

Family support 14 40 34.34±5.54 4.29±0.69 

Medical support 11 40 26.52±8.11 3.31±1.01 

Anxiety 25 76 47.13±10.45 2.36±0.5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의한 불확실성의 차이는 남성이 평균 

86.27점, 여성은 79.6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2), 

학력(p=.001),연령(p=.03), 수입(p=.008)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을 하였을 때 학력은 고졸 미만과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2)가 있었고, 연령은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p=.04), 수입은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초과 그룹에서 유의

한 차이(p=.02)가 있었다. 

또한 진단명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는 유방암이 평균 81.18점, 갑상

선 77.21점, 방광암은 86.3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1), 특히 갑상선암과 방광암에서 유의한 차이(p=.01)가 있었다. 하

지만 결혼상태(p=.97), 직업 유무(p=.61) 가족력 유·무(p=.07) 및 진단 

기간에 따른 불확실성(p=.4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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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certainty by the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20) 

Variable Category Mean (±SD) F or t p/Scheffe 

Gender Male 86.27±11.63 2.48 .02* 

 Female 79.60±13.70   

Age(year) < 40 a 74.75±14.14 3.17 .03** 

 40-49 b 80.00±12.89   

 50-59 c 81.14±12.92   

 ≥ 60 d 86.48±12.99  d>a 

Education < High school a 92.14±8.82 6.92 .001** 

 High school b 82.44±11.55   

 ≥College c 78.23±14.36  a>c 

Marital status Single 81.55±13.04 0.04 .97 

 Married 81.41±13.61   

Occupation No 80.71±14.37 -0.51 .61 

 Yes 81.97±12.81   

Monthly income <200a 85.72±12.02 5.04 .008** 

(unit=10000won) 200-400b 79.66±13.00   

 >400c 75.87±15.19  a>c 

Type of cancer  Breast a 81.18±12.72 4.59 .01* 

diagnosis Thyroid b  77.21±19.92   

 Bladder c 86.33±11.19  c>b 

Family Hx of cancer  No 83.16±12.53 1.80 .07 

 Yes 78.65±12.99   

Period since  <3 months 80.38±12.92 0.90 .44 

diagnosis 3-6 months  86.38±11.70   

 7-11 months 83.60±13.36   

 >1 year 80.40±17.35   

* p<.05, ** p<.01, Hx: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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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p=.35), 연령(p=.78), 결혼상태(p=.56), 

학력(p=.56), 수입(p=.12), 진단명(p=.59), 직업 유무(p=.75), 가족력 유

무(p=.27)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단

기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 사후검정

시 3개월 이내와 7개월-1년 미만의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3)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와 의료인 지지 2영역으로 분류되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지지를 살펴보면 성별(p=.28), 나이(p=.14), 결혼상태

(p=. 60), 수입(p=.07), 진단명(p=.15), 직업 유무(p=.18), 가족력 유무

(p=.12)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특히 사후검정시 고졸 미만과 대졸이상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2)가 나타났다. 진단 기간에 따라 가족 지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49) 사후검정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지지는 성별(p=.84), 나이

(p=.97), 결혼상태(p=.24), 학력(p=.37), 수입(p=.18), 진단명(p=.97), 직

업· 유무(p=.63), 가족력 유무(p=.66)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진단 기간에 따른 의료인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1) 사후검정 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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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cial Support by the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20) 

Variable Category Mean (±SD) F or t p/Scheffe 

Gender Male 59.31±12.62 -0.93 .35 

Female 61.45±10.63   

Age(year) < 40 63.31±8.56 0.37 .78 

 40-49 60.38±10.94   

 50-59 61.14±12.02   

 ≥ 60 59.85±11.89   

Education <High school 57.86±14.02 0.58 .56 

High school 61.49±11.54   

≥College 61.08±10.29   

Marital 

Status 

Single 59.59±11.22 -0.59 .56 

Married 61.14±11.23   

Occupation No 61.24±9.94 0.32 .75 

Yes 60.58±12.11   

Monthly income 

(unit=10000won) 

 

<200 60.41±11.72 2.20 .12 

200-400 59.00±11.08   

>400 64.87±9.59   

Type of cancer 

diagnosis 

Breast  61.20±10.94 0.53 .59 

Thyroid 61.90±10.49   

Bladder 59.31±12.35   

Family History 

of Cancer 

No 59.98±11.49 -1.10 .27 

Yes 62.28±10.67   

Period since 

diagnosis 

 

 

<3 months a 63.68±10.14 5.13 .002** 

3-6 months b 55.71±11.55   

7-11 months c 54.67±11.44   

≥ 1 year d 57.07±11.73  a>c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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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인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p=.70), 나이(p=.93), 학

력(p=.97), 결혼상태(p=.96), 수입(p=.62), 직업 유무(p=.35), 가족력 유

무(p=.89), 및 진단 기간에 따른 불안은(p=.65)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진단명에 따른 불안의 차이는 유방암이 평

균 47.64점, 갑상선암 47.33점, 방광암 46.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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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xiety by the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20) 

Variable Category Mean (±SD) F ort P 

Gender Male 46.52±9.27 -0.39 .70 

Female 47.36± 10.91   

Age(year) < 40 47.94±8.99 0.15 .93 

 40-49 47.00±10.90   

 50-59 46.30±10.96   

 ≥ 60 47.79±10.43   

Education <High school 46.43±12.05 0.35 .97 

High school 47.20±9.21   

≥College 47.23±11.08   

Marital 

Status 

Single 46.95±9.29 -0.26 .80 

Married 47.24±10.73   

Occupation No 48.18±10.98 0.95 .35 

Yes 46.35±10.05   

Monthly income 

unit=10000won 

<200 46.79± 10.83 0.48 .62 

200-400 48.13± 10.24   

>400 45.57± 10.89   

Type of cancer 

diagnosis 

Breast  47.64±10.16 0.19 .83 

Thyroid 47.33±11.29   

Bladder 46.25±10.09   

Family History of 

Cancer 

No 47.23±10.36 0.14 .89 

Yes 46.96±10.71   

Period since 

diagnosis 

 

< 3 months 46.58±10.67 0.54 .65 

3-6 months 48.38±8.11   

7-11 months 49.93±9.85   

≥ 1 year 46.00±11.9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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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인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의 상

관관계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의 상관관계는 

(r=.44)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p<.001), 불확실

성과 의료인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p=.11). 불확

실성과 가족 지지(r=-.40) 및 사회적 지지는(r=-.31)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의료인 지지와 가족 지지(r=.32) 및 

사회적 지지(r=.8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p<.001) 보였

고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r=.73) 또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p 

<.001)보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불안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6).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Anxiety 

Variables Uncertainty Anxiety 
Medical 

Support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Uncertainty      

Anxiety r=.44**     

Medical Support r=-.15 r=-.02    

Family Support r=-.40** r=-.08 r=.32**   

Social support r=-.31** r=-.05 r=.88** r=.7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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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불안과 불확실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

하였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대상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관

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β=.47, p<.001),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β=.05, p=.60), 불확실성

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불안과 통계적으로 의한 양의 상관관계(β

=.18, p =.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만 투입

된 모델1에서 두 변수는 불안을 19% 설명하고 있었으며, 모델2에서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불안을 21% 설명하고 있었다. 즉 

불확실성과 불안간의 상관관계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변화되므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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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Uncertainty and Anxiety 

Model Variables β R² Adjusted R² Sig 

1 Constant 

Uncertainty 

Social Support 

  

.47 

.09 

 

.20 

 

 

.19 

.15 

<.001** 

.30 

2 Constant 

Uncertainty 

Social Support 

Uncertainty x SS  

 

.47 

.05 

.18 

 

 

.23 

 

 

.21 

.07 

<.001** 

.60 

.03* 

* p<.05, ** p<.01, SS= Social Support 

 

 

 

Figure 2. Moderation effect among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anxiety in 

preoperative cancer patient 

 

 

X: Uncertainty 

M: Social support 

X: Uncertainty 

     × 

M: Social support 

Y: Anxiety  

 

X=Predictor Variable; M=Moderator Variable; X×M=Interaction X and M; 

Y=Outcome Variable; β1=effect of X on Y; β2=effect of M on Y; β3= effect on of X×M 

o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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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 논의 

 

본 연구는 수술 전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환자의 불확실성, 사회

적 지지 및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암환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대학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확실성과 불안은 양의 상관관계,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사회적 지

지와 불안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불안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점수는 최저 46점에서 최고 111점으로 평균 

81.43으로 이는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M=85.36), 위절제술 

후 환자(M=84.79), 유방암 환자(M=88.33)와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대

장암, 폐암, 위암 환자의 불확실성보다는(M=94.22) 낮게 나타났다(이유

경 2010; 이지은, 2013; 전병희, 2013; 차경숙 & 김경희, 2012).  

본 연구에서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는 애매모호성, 불예측성, 불일치

성, 복잡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항암요법 중인 암환자, 위암환자, 

직장 및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애매모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주연, 2008; 전병희, 2013; 차경숙, 2012; 안화진, 2006). 이

는 불확실성의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

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때 즉, 질병의 경과 과정에 대한 정확

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Mishe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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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성별, 

학력, 연령, 수입, 진단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 및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 환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주연, 2008).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항암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 위암 

환자, 대장암, 및 폐암 환자, 그리고 수술 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어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들

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주

영 & 최스미, 2007; 이지은, 2013정재원 외, 2006; 전병희, 2013; 차경

숙, 2012).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불확실성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특히 6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서 높은 불확실성(M=86.48)을 보여주어, 

이는 노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M=85.14)와 유사하였다(김경

옥, 2014).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60세 이상에서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지은, 

2013).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심리적 및 신체적 인지적 대처 능력

이 저하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연령대에 맞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수입이 높을

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영, 2013; 안화진, 2006; 

이지은, 2013; 전병희, 2013). 진단명에 따른 불확실성의 정도는  방광

암,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암, 폐암, 대장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불확실성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차경숙, 2012). 본 연

구에서 방광암 환자의 불확실성인 높은 것은 잦은 재발로 인한 대상자들

의 여러 차례의 수술 경험과 5년 생존률이 77.6%로 유방암,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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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와 비교하여 낮은 생존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 방

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확실성의 연구가 미비하여 추후 이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의 경우(안자영, 2014; 정지은, 2013)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갑상선암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국내 연구의 부재로 불확실성 결과를 비교

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 대상자를 대상

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의 평균은 34.34, 의료인 지지 26.52, 사회적 

지지 60.86으로, 진단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나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진단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암환자가 다른 암환자들에 비해 가족 지지 

및 의료인 지지가 높았다.  

본 연구의 가족 지지 결과를 살펴본 결과(평점 4.29), 자궁암이나 유

방암 수술을 한 대상자의 연구결과(평점 4.36)와 유사하였으며 항암 요

법을 받는 암환자(평점 3.54)보다는 높았다(이남경, 2008; 신경희, 2014). 

이는 암환자의 치료 형태에 따라 가족 지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술이라는 상황이 다른 암치료 방법에 비해 많은 가족 지지를 필

요로 하는 것으로 가족들이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료인 지지(평점 3.32)는 항암요법을 받는 암환자와 유사

하며(평점 3.39), 자궁암이나 유방암 수술을 받은 대상자 보다는(평점 

3.76) 낮게 나타났다(이남경, 2008; 임임순, 2009). 이는 대상자에게 수

술 후 교육이나 처치들로 인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의료인의 지지가 수술 

전이나 다른 치료 형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리고 본 연구도구의 질문이 정기적으로 외래 또는 통원치료를 받

는 대상자를 고려하여 개발된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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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암환자에게는 도구의 질문이 의료인 지지를 인지하기에 연관성이 낮

은 것으로 보여진다. 

진단명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그룹에 속하

였는지를 조사하지 않아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도구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나 의료인 지지가 어느 상한점이 되었을 때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환자의 불안 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76점으로 평균 47.13점으로 나타났으며 진단명에 

따른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전·후 유방암 환자를 대상자로 한 수술 전 불안의 연구결과(M=48.72)와

유사하며, 등마사지를 통한 위암 환자의 수술 전 불안(M= 50.16)보다는

낮았다(이지은, 2013; 한미숙 & 이강이, 2012). 또한, 이 결과는 고관절 

수술 환자(M=47.08), 중의염 수술환자(M=47.24), 자궁적출술 환자

(M=48.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암환자들의 

불안이 일반 수술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김남순, 

2011; 김은영, 2010; 김은영 & 최의순, 2010).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암환자의 수술 전 불안은 유방암 환자의 유방

절제술 후 불안(M=41.41), 유방암 생존자의 불안(M= 47.10)과 유사하

며, 경구 항암요법을 받는 위암환자(M=61.10)보다는 낮았다(임정선 & 

김종임, 2008; 유은숙 & 최현희, 2012; 최진이 & 강현숙, 2012). 외국

의 연구처럼 질병의 종류 및 질병 과정에 따라 불안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Lien et al., 2009; Sammarco, 2009; 

Somjaivo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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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항암요법을 받은 경우와 진단 후 경과기간, 재발여부에 따라 불

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상이 낮고 전신치료 부작용이 심할수

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진 & 이명선, 2013; 조옥희, 2000; 

최배정 외, 2011). 

수술 전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 불안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교육정도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수술 전 암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간호 중재를 실시할 

때 대상자의 교육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질병 및 치

료의 종류, 암의 단계별로 대다수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안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암환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확실성과 가족 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료인 지지는 가족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는 초기 

유방암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낮았다(김연진 외, 2012; 김혜영 & 소

향숙, 2012).  

여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가족지지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이남경, 2008; 이주영 & 최스미, 2007).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극복력과 불확실성, 가족지지와 불확실성은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불확실성과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가족지지

나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김윤선, 2009; 안자영, 2014). 대

장암이 주를 이룬 노인 암환자에서 불확실성과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는 상관관계가 없어 이 변수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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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김경옥, 2014).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임임순, 2009)를 보였으나 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수술 후 불안과 사회적 지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Lien et al., 

2009). 하지만 이 연구 결과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사회적 

지지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불안, 삶

의 질 및 증상 경험과 같은 변수들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

려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변수로 불확실성과 불안의 상관관계

를 조절하고 있었다. 즉 불확실성이 높으면 불안이 높았고,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암

환자를 대상을 한 연구에서 가족 지지는 불안, 스트레스, 암재발 우려와 

삶의 질 관계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전영희, 2010), 유

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스트레스와 정서

중심대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영 & 서은영, 

2015). 하지만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불안과 

우울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 요

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김윤정, 2012). 또한, 암환자들로 

구성된 지지 그룹과 가족으로 구성된 지지 그룹 중 문화적으로 어떤 지

지 그룹이 암환자에게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어떤 간호

중재가 적절한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출한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대상자의 표본수가 적고 유방암 및 

갑상선암은 여성만을, 방광암은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전체 암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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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술 전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환자의 불확실성, 사회

적 지지 및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암환자의 수술 전 불확실성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지지

를 높일 수 있는 추후 연구의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수술 

전 환자 120명으로부터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및 불안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불확실성은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 및 진단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의료인 지지는 진단기

간에 따라, 가족지지는 학력 및 진단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하지만 불안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보이지 

않았다.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사회적 지지는 불안과 불확실성간의 관계에 조절변수로 작용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수술 전 암환자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불확실

성과 불안간의 상관관계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족의 지지를 통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족중심적 중재가 

수술 이전부터 암환자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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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일한 변수를 가지고 수술 전·후 암환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관련된 삶의 질, 대처반응, 및 

회복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불안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여 암환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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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구승인(Adaptation) 

STAI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하여 표준화한 도구 

(김정택 & 신동균, 1978) 

Mishel's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 

Mishel(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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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IS를 정재원 등(2005)이 국문화한 도구 

태영숙(1986)이 개발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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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 승인 통지서 



54 

[부록 3]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종

양전문과정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암환자의 수술 전 불안, 불확실성 및 사회적 지지에 대

해 조사하여, 향우 보다 실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시지 않더라고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설문지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그대로 응답하

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설문지의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수집, 

처리되며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

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연구 이외에 목적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철

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번

거로우시겠지만,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종양전문 간호학 전공 

연구자: 박유진 올림.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동의서 

나는 이 동의서를 읽었고, 위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 해야 할일, 있을 수 있는 위험성과 불편, 비밀유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았습니다.  

20_______년 _______ 월 __________일 

이름 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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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일반적 특성] 

*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V’로 표시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 ② 여(  ) 

2. 연령: 만 (  )세 

3. 교육 정도:  ① 무학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 

4. 결혼 상태: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기타 (직접 적어주십시오:  ) 

5. 종교: ① 기독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무교(  ) 

⑤ 기타(  ) 

6. 현재 직업: ① 없음(전업주부 포함)(  ) ② 있음(  ) 

6-1. 직업이 있는 경우: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서비스직 ④ 판매직

⑤ 군인 ⑥ 자유업 ⑦ 기능직 ⑧ 농업

⑨ 기타 (직접 적어주세요:   ) 

7. 귀하의 평균 월 수입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이하(  )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

③ 200만원이상-300만원이하(  ) ④ 300만원이상-400만원이하(  )

⑤ 400만원이상-500만원이하(  ) ⑥ 500만원 이상(  )

8. 이전에 다른 암을 진단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 ② 있음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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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 암과 관련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           ② 있음(총 횟수:            ) 

 

10. 과거나 최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   ② 항암치료 (총 횟수:         )   

③ 방사선치료 (총 횟수:          ) 

 

11. 암이외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세내역은 기재해 주세요.) 

① 없음(   )     ② 고혈압(   )    ③ 당뇨(   )  ④ 폐질환(   )   

⑤ 간질환 (  )   ⑥ 위장질환(     )   ⑦ 신장질환( )    

⑧ 뇌질환 (   )  ⑨ 기타 (진단명:          )  

 

12. 부모님이나 친형제 중 암을 진단받은 분이 있습니까?   

① 없음(      )     ② 있음(진단명:              )  

 

13. 이번에 진단 받은 암을 기재해 주십시오: (               )암 

 

14. 진단 받은 후 경과 시간은? 

① 3개월 이내(   )         ② 3개월~ 6개월미만 (   )   

③ 6개월 ~ 1년미만(   )    ④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     

⑤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 ⑥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  )  

⑦ 2년 6개월 이상 ~ 3년 미만(  ) ⑧ 3년 이상~ 4년 미만(  )  

⑨ 4년 이상~ 5년 미만(  )        ⑩ 5년 이상(   ) 

 

15. 처음 진단을 받게 된 계기를 선택해 주세요 

① 정기 검진(      )       ② 기타 (직접 적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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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 불안도구]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바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대단히 

그렇다 

보통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④ ③ ② ①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④ ③ ② ① 

3. 나는 긴장이 되어있다. ④ ③ ② ①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④ ③ ② ①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④ ③ ② ①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④ ③ ② ①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 까봐 걱정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④ ③ ② ① 

9. 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④ ③ ② ① 

10. 나는 마음이 편안하게 느낀다. ④ ③ ② ①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④ ③ ② ① 

12. 나는 짜증스럽다. ④ ③ ② ①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④ ③ ② ①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④ ③ ② ①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④ ③ ② ① 

16. 나는 만족스럽다. ④ ③ ② ①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다. ④ ③ ② ① 

19. 나는 즐겁다. ④ ③ ② ① 

20. 나는 기분이 좋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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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불확실성 도구]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바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⑤ ④ ③ ② ① 

2. 나에게 해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3. 내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확신이 

없다. 
⑤ ④ ③ ② ① 

4. 통증(증상)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의료진이 내 병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내가 왜 이 치료를 받는지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통증(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상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⑤ ④ ③ ② ① 

8. 어떤 처치나 시술을 언제 받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다. 
⑤ ④ ③ ② ① 

9. 증상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다가 

한다. 
⑤ ④ ③ ② ① 

10. 나는 설명들은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의사들이 내게 설명한 것들은 

혼란스럽다.. 
⑤ ④ ③ ② ① 

12.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오래갈지 안다. ⑤ ④ ③ ② ① 

13. 내가 받는 치료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14. 내가 받는 치료나 약물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알기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15. 의료진들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16. 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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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병의 경과가 계속 바뀌므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 
⑤ ④ ③ ② ① 

18. 치료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⑤ ④ ③ ② ① 

19.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0.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확실치 

않다. 
⑤ ④ ③ ② ① 

21. 대게 나는 그날그날 내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안다. 
⑤ ④ ③ ② ① 

22. 검사결과가 검사 때마다 다르다. ⑤ ④ ③ ② ① 

23. 내가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⑤ ④ ③ ② ① 

24. 내가 언제쯤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⑤ ④ ③ ② ① 

25. 나는 대체로 내 병의 경과를 안다. ⑤ ④ ③ ② ① 

26. 치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계속 달라진다. 
⑤ ④ ③ ② ① 

27. 의료진은 더 찾아낼만한 다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⑤ ④ ③ ② ① 

28. 내가 받는 치료는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이다. 
⑤ ④ ③ ② ① 

29. 의료진은 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말해주지 않았다. 
⑤ ④ ③ ② ① 

30. 나는 내가 언제 좋아질지 혹은 

나빠질지 안다. 
⑤ ④ ③ ② ① 

31.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⑤ ④ ③ ② ① 

32. 나는 내 질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다. 
⑤ ④ ③ ② ① 

33.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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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사회적 지지 도구] 

가족지지 정도 측정 

과거 몇 개월 동안 귀하가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식, 자매, 기타가족)으로

부터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신 후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도움을 받은 정도 

 항상 자주 가끔 어쩌다 전혀 

1. 내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중단하려 할 때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2. 내가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식이요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충고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3.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5.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6. 내가 그들과 하루 중 자주 이야기 하며 

지내도록 해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를 존중해 주고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8. 나에게 집안문제나 개인문제를 의논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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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지지 정도 측정 

과거 몇 개월 동안 귀하가 의료인(의사, 간호사)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

신 후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도움을 받은 정도 

 항상 자주 가끔 어쩌다 전혀 

1.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2. 규칙적인 병원방문과 치료를 잘 받을 때 

칭찬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3. 치료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치료 계획에 참여시켜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4.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을 

때 왜 안 오는지 알아봐주고 잘못됨을 

지적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5. 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일깨워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6. 나와 같은 병원 가지 사람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주거나 만나보도록 주선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7.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8. 나의 병이 악화되어가고 부작용이 

심해져도 한 인간으로서 조건 없이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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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is one of the leading disea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2015,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has nearly doubled from 1999 to 2012. 

Surgery as a commonly used treatment of cancer yields feelings of 

uncertainty and anxiety, which influence complications of surgery and 

recovery. On the other hand, social support is known to be helpful in 

relieving uncertainty and anxiety. However,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in 

preoperative cancer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uncertainty, anxiety and social support for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breast cancer or bladder cancer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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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d to have surgery.  

The study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120 cancer patients undergoing surgery in Korea. Uncertainty, 

anxiety, and social support were evaluated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after permissions from instrument developers.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Win program using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alph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hi-square 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ncertain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ex,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and diagnosis.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period since diagnosis, while anxie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Uncertain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xiety and 

negatively with social support.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nxiety and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was a moderator between 

uncertainty and anx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ealth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addressing uncertainty when providing care to reduce anxiety 

for preoperative cancer patients. Nursing interventions which increase 

social support and decrease uncertainty are needed to promote quality 

of life for preoperative cancer patients. 

 

Keywords: Preoperative, Uncertainty, Anxiety,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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