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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국내에서 시행되는 임상시험이 활발한 가운데, 항암제 임상 

시험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등에 대한 활발한 개발로 

인하여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피험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은 밝혀지지 

않은 약제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으로 인하여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나 중도탈락 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이들의 질병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대처, 

그리고 적응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는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118명의 

암환자이다. 자료는 2017년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불확실성은 Mishel의 질병 불확실성 도구, 대처는 

김종남의 한국판 암 대처 질문지, 그리고 적응은 Derogatis와 Lopez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자가보고식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 하였다. 자료는 

SPSS 23.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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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불확실성은 평균 41.34±11.42점, 대처는 평균 62.49±13.05점 

으로 중등도 수준이었다. 대처의 하부영역인 대인간 대처의 문항 

평균은 2.81±0.85점, 개인내 대처의 문항 평균은 2.66±0.53점 

이었다. 또한 적응은 평균 158.24±24.28점으로 중등도 수준 이었다.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적응은 연령(p=.038), 교육수준(p=.016), 

경제상태(p=.014),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p=.009),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p=.040),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p=.013), 임상시험 

약으로 인한 불편감(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적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6, p<.001)가 있었고, 적응과 대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처, 불확실성,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 병용, 연령,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2=.45, p=.018).  

 

결론적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 정도는 중등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은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처, 불확실성,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 

병용, 연령,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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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고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내 대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중재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항암제 임상시험, 암환자, 불확실성, 대처, 적응 

학  번: 2014-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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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서,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암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제3차 국가 암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국립암센터, 2016). 그 

중에는 새로운 약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포함되어 있다(국립암 

센터, 2016). 신약 개발의 필수 단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은 

해당 약물의 약동 ∙ 약력 ∙ 약리 ∙ 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이다(국가 

법령정보센터, 2017).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임상시험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나, 효능군으로는 항암제 

승인 건수가 최다로 202건을 차지하였고,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가 

항암제 임상시험의 76%를 차지하였다(식품의약품안 전처, 2017). 이는 

인구 고령화로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면역 ∙ 표적 항암제 등의 최첨단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앞으로도 이러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에 요구되는 피험자 수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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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상시험은 밝혀지지 않은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들은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 중도 탈락에 대한 두려움, 다른 치료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더 나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김현영, 2006).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윤정, 함은미, 김금순, 

2001; 이은경, 류은정, 김경희, 2011).  

Mishel과 Sorenson(1991)은 동일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를 

둘러싼 많은 상황의 변화는 환자로 하여금 질병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정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며, 이것은 적응을 돕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불확실성 이외에도 대처, 낙관주의, 사회적 

지지, 극복력,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 등이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임, 2013; 김혜영, 소향숙, 2012; 유정화, 2016; 

이은경, 류은정, 김경희, 2011; Brandão, Schulz & Matos, 2017).  

최근까지 발표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임상시험 참여 의사결정 과정이나 영향요인들을 파악 

함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Asher, 

Wolf, Pelles & Geva, 2017b; Dandekar et al., 2016; Lim, Butow, Sze, Goldstein 

& Jefford, 2016; Moorcraft et al., 2016; Politi et al., 2016). 하지만 실제 

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 대처방법 및 적응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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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 정도와 그 관계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임상시험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암환자의 적응을 돕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Mishel과 

Sorenson(1991)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모형’을 적용하여 불확실성, 

대처, 적응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불확실성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환자가 질병과 관련된 상황에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한다(Mishel, 1988). 본 연구에서는 Mishel의 질병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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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박영미(2005)가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대처 

대처(coping)란 환자가 암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 및 정서,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 

시키기 위해 인지적 평가 후 선택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다(Moorey 

& Greer, 1989). 본 연구에서는 Moorey, Framoton과 Greer(2003)가 개발한 

암 대처 질문지(Cancer Coping Questionnaire: CCQ)를 김종남 등(2004)이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판 암 대처 질문지(Korean Cancer 

Coping Questionnaire: K-CCQ)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암에 대한 대처를 잘함을 의미한다. 

 

3) 적응 

적응(adjustment)이란 개체와 환경 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동시에 갈등이나 욕구좌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다(Lazarus, 1961). 본 연구에서 적응은 Derogatis와 

Lopez(1983)가 개발한 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 

(PAIS-SR)를 VanWert (1986)가 요약한 것을 김영경(199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 사회적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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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임상시험이란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지난 수년간 

국내 임상시험 분야는 꾸준한 성장을 하였고, 최근 국내 임상시험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항체항암제 등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항암제 임상시험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항암제 임상시험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즉 임상시험을 거친 

항암제만이 암환자의 진료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항암제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의 필수적인 단계이다. 항암제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1상 임상시험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의 최대 용량 및 독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2상 

임상시험은 특정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규명하는 단계이며, 

3상 임상시험은 1상, 2상 임상시험을 거친 항암제를 기존의 표준 

치료와 비교하는 단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항암제 임상시험은 대부분 무작위배정을 통해 치료군 또는 대조군에 

배정받게 되며 이중 눈가림으로 인해 대상자 자신이 어떠한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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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피험자의 모집 속도 및 임상시험 수행의 질이 중요 인자로 고려되지만 

(Terenius, 2000),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무작위배정 및 눈가림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두려움, 불안, 미련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 [ECRI], 2002).  

Mishel(1981)의 질병에 관한 불확실성 모델에서, 불확실성은 질병과 

관련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없거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지 형성이 

늦어지고, 개인의 상황 평가 능력이 제한 받게 되어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질병에 부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불확실성은 

질병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며, 이는 질병 치료 과정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의 속성은 애매 모호성, 복잡성, 진단과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 부족, 질병과 예후의 경과에 대한 불예측성으로 

분류된다(Mishel, 1988). 애매 모호성은 가장 일반적인 불확실성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말하며 자극이 애매모호하다고 판단될 때 불확실성은 증가 

하게 된다. 복잡성은 의료진의 의학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설명이나,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이해 결여로 일어나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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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은 질병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다. 또한 질병의 잦은 재발과 

예측할 수 없는 예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Mishel(1988)은 불확실성이 위험이나 기회로 인지될 수 있는데, 

위험으로 인지되는 경우 환자가 질병 과정에 부적절하게 적응하게 

되고, 기회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윤정, 함은미와 

김금순(2001)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질병 관련 사건을 위험으로 평가 

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를 방해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암환자들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이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암환자의 불확실성은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의 

심각성이 클수록, 동반질환이 있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기간에 따라 불확실성은 변화된다고 하였고, 수술 후 항암 

보조 요법을 받는 경우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졌다(김해진, 이명선, 

2013; 차경숙, 김경희, 2012; Wonghongkul, Dechaprom, Phumivichuvate & 

Losawatkul, 2006).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심리적 고통을 가중 시키고 

심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가 간호 능력을 낮추게 

되므로 질병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해진, 이명선, 

2013; 김혜영, 소향숙, 2012; Suzuki, 2012). 따라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불확실성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들의 적응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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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의 대처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관리하고자 시도 

하는 모든 노력이며, 대처 방식에는 사람과 환경을 바꾸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여 스트레스에 적응하려는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문제 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찾고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고 환경에 초점을 

두는 객관적 분석 과정이다. 정서 중심적 대처는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 부정적 사건에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기와 같은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불확실성이 위험으로 

인지될 때 정서 중심적 대처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ishel & Sorenson, 1991), Lazarus와 Folkman (1984)은 

두 가지 대처 유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김은정(2007)은 입원한 대장암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대장암환자의 대처 정도는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Hopman과 Rijken(2015)은 325명의 암환자 들을 

대상으로 질병 인식이 대처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암환자들은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며 그들이 질병을 만성병으로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절망감, 무력감, 체념과 같은 

수동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 조절에 대한 

믿음 보다는 질병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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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종남 등(2004)은 대처는 암환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심리적 

적응과 기능 수준, 병의 경과, 생존율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암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대처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oorey 등(2003)이 개발한 암 대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한국판 암 대처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암 대처 질문지는 크게 대인 간 대처와 개인 내 대처 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인 내 대처는 대상자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였는 

지를 의미하고, 대인 간 대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타인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의미한다(Moorey et al., 2003). 개인 내 대처는 긍정적인 

재구조화, 적극적인 대처, 계획 세우기 등이 포함되며, 긍정적인 재구조화는 

삶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신체활동, 

이완 연습, 인지적인 논박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계획 세우기는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거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의미 

한다(Moorey et al., 2003).  

김윤정과 강숙정(2016)의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암 대처와 삶의 질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암 대처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긍정적으로 잘 대처 

하며, 대인간 대처를 잘 사용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내 대처, 대인간 대처 방안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암환자의 대처는 종교를 가진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및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대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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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강숙정; 2016, 하영미, 양승경; 2015).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처 

방식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김혜영, 소향숙, 2012; 이은경, 류은정, 김경희, 2011; Brandão, Schulz & 

Matos, 2017), Westbrook (2005)은 대처방식을 잘 활용하면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암환자들이 투병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처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적응 과정으로 환자를 전환시켜 질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류은정, 2001; Mishel & Sorenson, 1991). 따라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대처 방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암환자의 적응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있어 적응은 현재의 치료단계를 수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며 

(김영경, 1990; 임승주, 안경애, 한인영, 2004), 심리사회적 적응은 

자극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반응이고 이는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말한다(한지은, 1997). 

Lazarus(1981)는 적응을 개체와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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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적응이란 결국 인간이 

보다 만족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관계된 주변 환경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려는 계속적인 과정이며 균형과 조화를 방해하는 자극, 욕구좌절 

또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조옥희와 유양숙(2009)은 유방암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과정은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부간의 갈등, 무력감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은경 등(2011)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적응 구조모형 검증연구에서 대처는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불확실성과 

극복력은 대처를 경유하여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의 대처 정도가 높으면 긴장이 완화 

되어 질병과 치료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한다고 하였다.  

김윤정과 강숙정(2016)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여성의 개인 

내 대처, 대인간 대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유정화(2016)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고 가족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암환자의 

적응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임, 2013; 조옥희, 유양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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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higaki el al., 2007). 

이와 같이 암환자들은 긴 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적응 

하며 살아가야 되기에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임상에서는 암환자의 질병과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임상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 정도와 그 관계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적응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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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Mishel과 Sorenson(1991)이 제시한“Coping with Uncertainty 

Model”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기틀을 도출 하였다(Figure 

1). Mishel과 Sorenson(1991)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 과정에 극복력과 

대처가 중재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동일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응 정도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들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제 특성을 포함한 이들 변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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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들의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 간에 관계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의 종양임상 

시험센터에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 Power 3.1.9.2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7개로 설정했을 때 적정 표본수는 103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총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3부는 기입되지 않은 문항이 많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118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암에 대한 병식이 있는 자 

2) 1상~3상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1회 이상 항암제 

임상시험약을 투여 받은 자 

3)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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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 질병관련 특성 5문항, 

임상시험관련 특성 9문항, 불확실성 16문항, 대처 23문항, 적응 

46문항으로 총 106문항이다. 

 

1) 인구사회학적, 질병관련 특성 및 임상시험 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종교, 

직업, 경제상태 등 총 7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진단명, 진단 시기, 병기, 재발 유무, 기타 질병 여부 등 총 5문항이 

포함되었다. 임상시험 관련 특성으로는 이전 임상시험 참여 유무, 

임상시험 참여 시기, 임상시험 종류, 임상시험 참여 경로, 임상시험 

참여 결정자,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등 총 9문항이 포함 되었다.  

 

2) 불확실성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측정 

하기 위해 Mishel의 질병 불확실성 도구(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MUIS)를 박영미(2005)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등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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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6 이었으며, 추후관리 시기에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을 측정한 박영미(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3) 대처 

대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oorey, Framoton과 Greer(2003)가 

개발한 암 대처 질문지(Cancer Coping Questionnaire: CCQ)를 김종남 

등(2004)이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판 암 대처 질문지 

(Korean Cancer Coping Questionnaire: K-CCQ)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대인 간 대처요인 9문항과 개인 내 대처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자주함(1점)’, ‘전혀 하지 않음 

(4점)’등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3점에서 92점까지 

이다.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암 대처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남 등(2004)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 

이었으며 개인 내 대처 영역은 Cronbach's α=.88, 대인 간 대처 

영역은 Cronbach's α=.94 이었다. 본 연구에서 암 대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 이었으며, 개인 내 대처 영역은 Cronbach's 

α=.78, 대인 간 대처 영역은 Cronbach's α =.9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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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응 

본 연구에서 적응은 Derogatis와 Lopez(1983)의 PAIS-SR(Psycho-

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Self Report)을 VanWert(1986)가 요약한 

것을 토대로 김영경(199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전반적인 건강관리 

오리엔테이션(8문항), 사회환경(6문항), 가정환경(8문항), 성관계(6문항), 

확장된 가족관계(5문항), 여가환경(6문항) 그리고 심리적 고통 (7문항) 

등 총 7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5점)’, ‘절대 

그렇지 않다(1점)’ 등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46점에서 

230점까지이다. 긍정적인 내용일수록 점수가 높으므로 부정적인 

내용 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90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6주간 시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에 앞서 종양임상시험센터장과 간호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이전에 연구자는 1명의 연구 

보조자에게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해당 병원 종양임상시험센터에 입원해 있거나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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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대상자를 상대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IRB No: H-1702-043-829)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대상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 

한 후 분석하였고, 연구 기간 동안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하였다. 연구 종료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료소장 기간으로 지정한 

3년 동안 보관 후 자료는 모두 영구 폐기될 예정이다. 끝까지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3,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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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그리고 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적응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ANOVA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는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용하였다. 

4)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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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18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53명(44.9%), 여자는 65명(55.1%) 

이었다. 대상자의 연령대는 최저 36세, 최고 78세로 평균은 59.30±10.21세 

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08명 (91.5%)이었고,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가 29명(24.6%), 고졸이 42명(35.6%), 대졸 이상이 47명(39.8%) 

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78명(6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8.6%). 경제 수준은 상, 중, 

하로 나누었는데, 중에 해당하는 경제수준이 81명 (68.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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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 SD 

Gender  Male  53(44.9)  

  Female  65(55.1)  

Age(years)     59.30±10.21 

  <40  6( 5.1)  

  40-49  15(12.7)  

  50-59  31(26.3)  

  60-69  45(38.1)  

  ≥70  21(17.8)  

Having spouse Yes  108(91.5)  

  No  10( 8.5)  

Education  ≤ Middle school  29(24.6)  

  High school  42(35.6)  

  ≥College  47(39.8)  

Religion  Yes  78(66.1)  

  No  40(33.9)  

Occupation Yes  37(31.4)  

  No  81(68.6)  

Economic status Low  25(21.2)  

  Middle  81(68.6)  

  High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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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질병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암 유형은 유방암이 23명(19.5%), 폐암 및 혈액암이 각각 16명 

(13.6%), 기타암은 18명(15.4%)으로 피부암, 난소암, 두경부암, 육종 

등이 포함되었다. 진단 후 기간은 평균 3.59±4.07년으로 진단 받은 지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대상자가 40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 시 암 병기는 3기가 31명(26.3%), 4기가 41명(34.7%) 이었다. 

51명(43.2%)이 암이 재발되었고, 암 외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1명 (34.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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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8) 

Characteristic Categories n(%) Mean± SD 

Type of cancer Breast 23(19.5)  

diagnosis Lung 16(13.6)  

 Hematology 16(13.6)  

 Hepatobiliary-pancrease 15(12.7)  

 Stomach 11( 9.3)  

 Genitourinary Tract 10( 8.5)  

 Colorectal 9( 7.6)  

 Others 18(15.4)  

Period since   3.59±4.07 

diagnosis <1 31(26.3)  

(years) 1-<2 23(19.5)  

 2-<5 40(33.9)  

 ≥5 24( 2.3)  

Stage of cancer Stage 1 10( 8.5)  

 Stage 2 16(13.6)  

 Stage 3 31(26.3)  

 Stage 4 41(34.7)  

 Unknown 20(16.9)  

Recurrence Yes 51(43.2)  

 No 67(56.8)  

Other disease Yes 41(34.7)  

 No 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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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임상시험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임상시험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3). 처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101명(85.6%)이었고 현재 

참여 중인 임상시험에 참여한 기간은 평균 11.87±18.47개월 이었으며, 

3개월 이하가 47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참여 중인 임상시험의 종류를 알지 못하였고(75.4%), 의료진(97.5%)을 

통하여 현재 참여 중인 임상 시험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임상시험 참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환자 본인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1명(77.1%)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85.6%가 참여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83.1%가 임상시험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은 주사제가 89명(75.4%), 경구제가 16명(13.6%), 

경구제와 주사제 병용이 13명(11.0%)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은 67명(56.8%)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불편감 정도에 

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2.07±2.65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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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Trial-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8) 

Characteristic Categories n(%) Mean± SD 

Participation in other Yes 17(14.4)  

cancer clinical trials No 101(85.6)  

Period of   11.87±18.47 

participation ≤3 47(39.8)  

(months) 4-12 44(37.3)  

 13-36 20(16.9)  

 ≥37 7(5.9)  

Phase of clinical Known 29(24.6)  

trials Unknown 89(75.4)  

How to know the clinical Medical staffs 115(97.5)  

trial information Acquaintance 3(2.5)  

Main decision maker Patient 91(77.1)  

 Child 10(8.5)  

 Spouse 9(7.6)  

 Medical staff 8(6.8)  

Clinical trial participant Satisfied 101(85.6)  

satisfaction Indifferent 14(11.9)  

 Dissatisfied 3(2.5)  

Level of understanding Understand 98(83.1)  

for explanation Indifferent 15(12.7)  

of clinical trials Misunderstand 5(4.2)  

Type of an IP+ Injection 89(75.4)  

 Oral 16(13.6)  

 Injection+Oral 13(11.0)  

Physical discomfort   2.07±2.65 

due to an IP+ Yes 67(56.8)  

 No 51(43.2)  

+IP: Investigation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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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 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대처 및 적응 정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평균 

41.34±11.42점 이었으며, 문항 평균은 2.58±0.71점(5점 만점) 이었다. 

대상자의 대처 정도는 평균 62.49±13.05점 이었고, 문항 평균은 2.73± 

0.57점(4점 만점) 이었다. 대처의 하부 영역인 개인내 대처 정도는 

평균 37.25±7.41점, 문항 평균은 2.66±0.53점, 대인간 대처 정도는 평균 

25.25± 7.67점, 문항 평균은 2.81±0.85점 이었다. 대상자의 적응 정도는 

평균 158.24 ±24.28점이었으며, 문항 평균은 3.43±0.53점(5점 만점) 

이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Uncertainty, Coping and Adjustment 

 (N=118) 

Variables Range 
Mean±SD 

(Total) 

Mean±SD 

(Item) 
Min-Max 

Uncertainty 16~80 41.34±11.42 2.58±.71 19~71 

Coping 23~92 62.49±13.05 2.73±.57 27~87 

  Individual 14~56 37.25±7.41 2.66±.53 18~54 

  Interpersonal 9~36 25.25±7.67 2.81±.85 9~36 

Adjustment 46~230 158.24±24.28 3.43±.53 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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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적응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적응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2.63, p=.038), 사후 

검정 결과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졸 이상의 대상자가 

고졸 대상자보다 적응 정도가 높았고(F=4.32, p=.016), 경제수준이 

‘상’인 대상자가 ‘하’인 대상자 보다 적응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4.41, p=.014)(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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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justment b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0.47 .640  

 Male 159.36±19.12    

 Female 157.32±27.90    

Age(year)   2.63 .038  

 <40 187.17±17.68    

 40-49 159.80±23.69    

 50-59 159.19±22.26    

 60-69 155.07±24.36    

 ≥70 154.24±25.18    

Having   9.67 .067  

spouse Yes 160.22±22.20    

 No 136.80±35.29    

Education   4.32 .016 c>b 

 ≤ Middle schoola 152.69±22.14    

 High schoolb 153.29±26.22    

 ≥Collegec 166.09±21.97    

Religion   0.40 .694  

 Yes 158.87±25.33    

 No 157.00±22.33    

Occupation   1.88 .063  

 Yes 164.38±20.78    

 No 155.43±25.34    

Economic   4.41 .014 c>a 

status Lowa 149.48±28.80    

 Middleb 158.60±22.17    

 Highc 174.0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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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특성에 따른 적응 

대상자의 질병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Adjustment by the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e' 

Type of cancer     0.39 .906  

diagnosis Breast 157.78±29.18    

 Lung 163.00±23.80    

 Hematology 153.56±31.06    

 Hepatobiliary-pancrease 153.67±27.07    

 Stomach 158.18±18.48    

 Genitourinary tract 160.90±24.19    

 Colorectal 154.22±18.02    

  Others 163.11±15.40    

Period since    0.75 .526  

diagnosis <1 155.03±21.23    

(years) 1-<2 154.61±31.84    

 2-<5 159.78±23.25    

  ≥5 163.29±21.59    

Stage of cancer   0.45 .774  

 Stage 1 160.20±20.29    

 Stage 2 159.63±21.18    

 Stage 3 158.16±25.53    

 Stage 4 160.39±20.91    

  unknown 151.85±32.77    

Recurrence   0.21 .838  

 Yes 158.76±22.04    

  No 157.84±26.01    

Other disease   0.66 .512  

 Yes 156.22±24.77    

  No 159.3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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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임상시험 관련 특성에 따른 적응 

대상자의 임상시험 관련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는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현재 참여중인 임상시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보다 적응 정도가 더 

높았다(F=4.94, p=.009).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30, p=.040), 사후 검정 결과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에 따른 적응 

정도에서는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 투여하는 대상자가 주사제만 

투여 받는 대상자보다 높은 적응 정도를 나타냈으며(F=4.48, p=.013),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이 없는 대상자가 불편감이 있는 

대상자보다 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3.09, p=.002)(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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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djustment by the Clinical Trial-related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e' 

Previous participation 

in other clinical trials 

 

  0.18 .855  

Yes 157.24±25.50    

No 158.41±24.19    

Period of   2.09 .105  

participation ≤ 3 153.74±24.83    

(months) 4-12 160.57±24.94    

 13-36 157.20±20.53    

 ≥37 176.71±19.35    

Phase of clinical   1.38 .170  

trials Known 163.62±17.99    

 Unknown 156.48±25.84    

How to know the 

clinical trial 

 

  2.20 .141  

Medical staffs 157.70±24.19    

Acquaintance 178.67±22.03    

Main decision   0.87 .459  

maker Patient 158.12±24.20    

 Child 157.78±24.71    

 Spouse 167.30±22.43    

 Medical staff 148.75±27.44    

Participant’s   4.94 .009 a>b 

satisfaction Satisfieda 160.97±23.37    

 Indifferentb 140.36±22.76    

 Dissatisfiedc 149.67±32.72    

Understand for   3.30 .040  

explanation of Understand 160.78±25.07    

clinical trials Indifferent 145.27±15.47    

 Misunderstand 147.40±14.74    

Type of an IP+   4.48 .013 c>a 

 Injectiona 155.20±22.51    

 Oralb 160.75±28.78    

 Injection+Oralc 175.92±24.04    

Physical discomfort 

due to an IP+ 

 

  3.094 .002  

Yes 150.59±25.80    

No 164.06±21.47    

+IP: Investigation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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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 간에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적응 정도가 높았고 

(r=-.46, p<.001), 대처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 정도가 높았다(r=.50, p<.001). 

적응과 대처 하부영역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 내 대처 

(r=.45, p<.001) 및 대인간 대처(r=.42,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확실성과 대처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34, p<.001), 

불확실성과 대처 하부 영역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 내 

대처(r=-.27, p=.001) 및 대인간 대처 (r=-.32,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Uncertainty, Coping and Adjustment 

 (N=118) 

Variable 
Uncertainty 

Coping 
Adjustment 

C1 C2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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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ertainty 1     

Coping      

Total coping(C1) -.34 1    

 (<.001)     

Individual coping(C2) -.27 .86 1   

 (.001) (<.001)    

Interpersonal coping(C3) -.32 .87 .50 1  

 (<.001) (<.001) (<.001)   

Adjustment -.46 .50 .45 .42 1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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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임상시험 

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불확실성 및 대처 정도를 독립변수로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경제수준,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및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유무는 명목변수이므로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형 적합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 

계수는 절대 값이 .221에서 .456으로 .80이하로 나타나 예측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위험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다중 공선성 분석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2 ~1.169로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허용오차 0~1 사이인 .856~.998 이었다. 

또한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대한 검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311으로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77, 

p=.018),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처, 불확실성,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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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연령,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5.0%로 나타났다. 

 

Table 9. Influencing Factors on Adjustment 
(N=11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38.38 17.63   7.85 <.001 

Coping 0.75 0.14 .40   <.001  

Uncertainty -0.58 0.16 -.27 -3.70 <.001 

Type of an IP+ 
18.95 5.31 .24  3.59  .001 

(Oral+Injection) 

Age -0.53 0.17 -.22 -3.16  .002 

Satisfaction 9.24 3.85 .16  2.40  .018 

R2 .47 

Adjusted= R2 .45 

F(p) 5.77(.018) 

Durbin-Watson 2.311 

+dummy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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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들에게 Mishel과 

Sorenson(1991)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종양제거 수술 후 또는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의 보조치료 

중인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불확실성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였던 것에 반하여, 본 연구 

에서는 항암제 임상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대처, 적응 정도 및 관계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1.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본 연구 대상자의 불확실성은 평균 41.34±11.40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김해진과 이명선 (2013)의 연구에서 보고한 41.70±10.00점과 비슷한 

점수였지만,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 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연구(이주영, 최스미; 2007)에서 보고한 47.60±10.20점 

보다는 낮은 점수 이었다. 또한 수정된 MUIS 도구를 사용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송가향(2016)의 연구와 이은경, 

류은정과 김경희 (2011)의 연구에서 측정된 불확실성 정도를 같은 

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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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51.7점(100점 만점)이었고 선행 연구 대상자들의 불확실성 

정도는 각 56.8점(100점 만점), 56.7점(100점 만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불확실성 정도가 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기존의 치료제에 효과를 보지 못하여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대상자들로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기대, 질병 

회복에 대한 희망,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만족감 

등으로 인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보다는 불확실성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은 임상시험약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노력하며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한다 

(김현영, 2006). 이처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하는 암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임상시험 자체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해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기회로 

인지하면서 불확실성 점수가 항함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임상시험 약의 효능이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 

무작위배정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임상시험에 임하는 

상황이므로(김해진, 이명선, 2013; Krieger et al., 2015; Manne et al., 2015), 

항암 치료 단계에 있는 암환자들보다는 불확실성 정도가 낮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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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임상시험 상황 속에서의 암환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복연구와 이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불확실성에 대한 척도개발 연구가 더 필요 

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단계를 환자가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여부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임상 

시험 단계별로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불확실성을 규명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대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처 점수는 평균 62.49±13.05점이었고, 각 

하위 영역에 따른 값은 개인내 대처 37.25±7.41점, 대인간 대처는 

25.25±7.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자조모임에 

참여 중인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윤정과 

강숙정(2016)의 연구에서 보고 한 개인내 대처 37.52±8.74점, 대인간 

대처 24.46±7.85점과 비교 시 비슷한 점수였으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현주와 전성숙(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개인내 대처 

32.48±7.81점, 대인간 대처 21.95±6.93점과, 위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선과 강윤희(2015)의 연구에서 보고한 개인내 

대처 31.37±5.61점, 대인간 대처 22.94±4.15점 보다는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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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처는 개인의 내외적 대처 자원에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하는 변수임을 고려할 때(김미영, 김원옥, 한상숙, 2014; 

Mund & Mitte, 2012),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은 확신에 

찬 희망을 가지고 항암화학요법 치료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 내며 자기 관리를 위한 의지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대처 

정도가 다른 암환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현영, 2006). 또한 개인내 대처의 문항 평균은 2.66±0.53점, 대인간 

대처는 2.81±0.85점으로 대인간 대처 보다 개인내 대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ishel과 Sorenson(1991)의 연구에서 애매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한인영과 이인정(2011)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암이라는 역경에 대해 환자들의 개인적인 긍정적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암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기 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대다수는 

기 확립된 치료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로, 임상시험 자체가 그들 

에게는 암 치료 여정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임하게 된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 역시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 대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적인 격려 및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임상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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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에서는 국내 9개 상급종합병원 함께 

‘건강리더십과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환자가 다른 환자의 암 극복을 조언하는 프로 그램이다(Yun 

et al., 2017). 이는 암환자가 암이라는 역경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적응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적응은 평균 158.24±24.28점 이었다. 이는 

갑상선암 수술 후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김정임 

(2013)의 연구에서 보고한 153.92±16.66점 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유정화 

(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75.12 ±24.70점(13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Mental Adjustment to 

Cancer(MAC) 도구를 사용한 이은경 등(2011)의 연구에서 측정된 

적응 점수는 평균 50.09±5.79점(72점 만점)으로 같은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의 적응 정도와 비슷하였다.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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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도를 높이고 피험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간호사가 일정 

및 예약 관리 등 많은 부분을 관리해 주고 있으며, 치료비용을 제약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김현영, 2006). 이와 같은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혜택과 경제적 부담 감소가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적응을 도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여 중인 임상시험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도 탈락에 대한 염려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예측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며 부작용 예방을 위해 노력함 

으로써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암환자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었으므로 앞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임상시험 단계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를 

정확히 규명해보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4.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처, 불확실성,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 병용, 연령,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처는 

항암제 임상 시험에 참여중인 암환자의 적응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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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이었다.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상반응에 대한 염려, 중도 탈락에 대한 걱정, 위약군 배정에 

대한 두려움, 임상시험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김현영, 2006; Manne et al., 2015).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 

토대 위에서 대상자들의 대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처는 암환자의 심리적 적응과 삶의 질,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김종남 등, 2004; Barinková & Mesároová, 2013; Rohani et al., 

2015). 현재까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방식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 방식을 파악하고 더불어 

대처를 높이기 위한 간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처방법 중 대인 간 대처 보다 개인 내 대처의 점수가 낮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은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Mishel(1988)은 불확실성-대처 모델에서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불확실성을 기회로 평가하고 대처를 잘한다면 적응을 잘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항암제 임상시험 대상자 

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적응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심리 상태에 대한 사정과 대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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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정보결여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 병용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의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에 따른 적응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이 대상자의 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사제 보다 경구제와 주사제를 

병용 투여 받는 대상자의 적응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보통 2주에서 

한달 간격으로 투여 받게 되는 주사제에 비해 매일 복용하는 

경구제가 추가됨으로써 약효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불안감이 

줄어들어 적응을 잘 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항암제 임상시험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암환자들일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과(김혜영, 소향숙, 2012; 

Nishigaki et al., 2007) 상반된 결과로 이는 항암제 임상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 

된다. 복잡한 임상시험 관련 용어, 무작위 배정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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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과정의 까다로운 절차 등 낯선 항암제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료진의 연령 맞춤 설명과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별 독특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적응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긍정적인 대처를 통해 심리 사회적 

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임상시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만족도 및 

이해도 정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Jefford et al., 

2011). 김현영(2006)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한다는 만족감 

이라고 하였으며 임상시험 피험자로서 제공 받는 편의와 관심 집중을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하고 이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피험자의 일정 

및 예약 관리, 이상반응 수집 등 임상시험의 많은 부분을 연구간호사가 

관리해 주는 만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연구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본다. 동시에 항암제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연구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도시의 1개병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가 보고 설문조사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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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소가 개입 될 수 있으며, 횡단적 조사연구가 갖는 한계점 

으로 인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항암제 임상 

시험에 참여한 암환자들의 불확실성, 대처 및 적응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하였고,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Mishel과 Sorenson(1991)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모형’을 실제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환자에게 적용하여 

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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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불확실성, 대처,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 간에 관계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일개 대학 

병원 종양임상시험센터 외래 또는 입원을 한 환자 118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의 불확실성 및 

대처 정도는 중등도 수준이었고, 대처의 하위영역 중 대인간 대처가 

개인내 대처 보다 문항 평균이 높았으며 적응은 중등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에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임상시험에 대한 

만족도,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임상 

시험약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대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처와 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처, 

불확실성, 임상시험용 항암제 제형 중 경구제와 주사제 병용, 연령, 

만족도 순이었으며 이중 대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불확실성과 적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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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항암제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연구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연구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암환자들의 적응 증진을 위해 

대처방식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처방식 중 개인내 대처를 도울 수 

있는 전략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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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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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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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I. 일반적 특성  

아래의 내용을 읽고 해당란에 V 로 표시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남 / 여            2. 나이 : 만      세  

 

3. 배우자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4. 교육 정도 :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대학교 졸  

⑤ 대학원 졸 

 

5.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6. 직업 

① 있다   ② 없다  

 

7. 경제상태 : ① 상   ② 중   ③하 

 

8. 귀하의 진단명은 무엇이며 처음 암을 지단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진단명: (예:폐암, 간암 등) / 진단 받은 시기:          년      월 

 

9. 암 진단 병기는?  

① 0 기   ② 1 기   ③ 2 기   ④ 3 기   ⑤ 4 기   ⑥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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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이 재발이 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1. 암 외의 다른 만성질환이나 질병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2. 이전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회) 

 

13. 언제부터 현재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년       월 

 

14.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 상 임상시험  ② 2 상 임상시험  ③ 3 상 임상시험  ④ 모름  

 

15. 임상시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의료진  ② 피험자 모집 광고  ③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④ 본인이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하여  ⑤ 기타 

 

16. 임상시험 참여 결정 시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기타 (       ) 

 

17. 현재 참여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60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 현재 참여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얼마나 이해

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이해한다. 

② 대체로 잘 이해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⑤ 매우 이해하지 못한다. 

 

19. 현재 임상시험용 항암 제제는 어떤 종류입니까? 

① 주사 제제   ② 경구 제제   ③ 주사 + 경구제제  

 

20. 현재 임상시험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불편감 정도를 0~10 점 사이로 표현한다면 (      점) 

 

다음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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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승인서(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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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승인서(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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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승인서(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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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승인서(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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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certainty, Coping, and Adjustment of Cancer Patients 

Participating in Clinical Trials 

of Anticancer Drugs 

 

Kim, Suh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i, Myungsun, DNS, RN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participating in clinical trials of anticancer 

drugs are expected to be increased due to the active development of targeted 

therapy and immunotherapy. However, cancer patients in clinical trials are 

facing uncertain situations due to the unknown safety and efficacy of new drugs, 

and this uncertainty often produces psychosocial problems such as concerns 

about side effects, fear for dropping during the clinical trial process, and regret 

for giving up other treatment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uncertainty, coping, and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 in cancer clinical trial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A descriptive correlation design was used. Before collecting the dat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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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18 cancer clinical trial 

participants from July 5 to August 18 in 2017.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Korean-Cancer Coping 

Questionnair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o Illness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progra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uncertainty in participants was 41.34±11.42 out of 80 

and that of coping was 62.49±13.05 out of 92. The item mean of 

individual coping was 2.66±0.53 and that of interpersonal coping was 

2.81±0.85. The average score of adjustment was 158.24±24.28 out of 230. 

2)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level of understanding of cancer clinical trials, satisfaction with 

cancer clinical trials, a type of an investigational product that is an 

anticancer drug, and physical discomfort due to an investigational product.  

3) Adjustment of the participa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uncertainty 

(r=-.46, p<.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ping (r=.50, p<.001). 

4)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participants was explained by coping, uncertainty, a type of investigational 

products, age, and satisfaction with cancer clinical trials, accounting for 

45.0% of the variance.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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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levels of uncertainty, coping, adjustment in cancer clinical 

trials participants were moderate, respec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among uncertainty, coping, and adjustment. Uncertainty and cop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justment. Therefore, interventions focused on 

decreasing uncertainty and improving coping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are needed to improve adjustment.  

 

 

Keywords: cancer clinical trials, cancer patient, uncertainty, coping,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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