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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대장암 환자는 암으로 인한 증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다. 암 치료가 지속될수록 대장암 환자보다 배우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

를 받으며, 대장암 진단 시부터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배우자

의 돌봄 부담은 환자의 삶의 질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

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대장암의 경우, 수술, 항암화학 요법, 방

사선 요법은 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며 이는 부부 친밀감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암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배우자는 성

별에 따라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가 차이가 있으

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장암 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3차 의료기관 S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이거나 항암 낮병동에

서 통원 치료 중인 대장암환자의 배우자로 총 131명 중 남성 배우자가 

65명, 여성 배우자가 66명이었고 자료 수집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편의표집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도구는 서미혜와 오가실

(1993)이 개발한 돌봄 부담감 측정도구, 이경희 (1998)가 개발한 부부 

친밀감 측정 도구와 김연희 등(2015)이 개발한 성생활 정보요구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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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직업 

(p <. 001)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환자 관련 특성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돌봄 관련 특성에서는 배우자를 대신할 돌봄 

제공자(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관련 특성에서는 성 관

련 문제 발생 시 선호하는 상담 대상(p= .001)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부담감은 여성 배우자(3.07±0.07)가 남성 배우자

(2.84±0.0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 .029), 하부 영역인 

신체적 영역(p= .004)과 정서적 영역(p = .025)에서 여성 배우자가 남

성 배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부부 친밀감은 남성 배우자

(3.60±0.07)가 여성 배우자(3.24 ±0.0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 .001), 하부 영역인 정서적 요인(p< .001) 성적 요인

(p= .008)에서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남성 배우자(2.96 ±0.08)와 여성 배우자

(2.75 ±0.0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27). 

하부 영역에서는 성생활 만족(p= .038)에서 남성 배우자가 여성배우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

보요구도의 상관관계에서 남성 배우자는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8, p=. 001)를 나타냈고, 여성 배우자는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1, p=. 004)

를 나타냈고,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315, p= .01)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여성 배우자는 남성 배우자보다 신체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에서 돌봄 부담감이 높았다. 그러므로 돌봄의 역할을 분담하고 신체

적, 정서적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적용해야 하며, 자원

봉사자 활용 및 바우처 제도 등의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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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은 남성 배우자가 높았고,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하부 영역인 성생활 만족에서 남성 배우자가 높았다. 이

를 바탕으로 대장암 환자 배우자에 대한 성 교육과 성 의사소통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부부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마련이 필요

하다. 

 

주요어: 대장암, 성별, 배우자,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  

학  번: 2013-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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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장암 환자는 통증, 체중 감소, 오심, 피로 등의 증상과 장루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Jansen, Koch, Brenner, & 

Arndt, 2010; McMullen et al., 2014). 특히 장루를 가지고 있는 대장암 

환자는 간호 요구도가 높아서 이를 돌보는 가족은 더 높은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다(Cotrim & Pereira, 2008). 암 치료가 

지속될수록 대장암 환자 보다 배우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대장암 진단 시부터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고되어 있다(Ohlsson‐nevo, 

Andershed, Nilsson, & Anderzén‐carlsson, 2012). 

암환자를 돌보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배우자는 환자의 

발병으로 인해 가족생활 전반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직장 유지와 간병의 부담, 부부관계 변화 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인정 & 한인영, 2010; Badr, 

Acitelli, & Carmack Taylor, 2008; Fitch & Allard, 2007). 배우자의 

돌봄 부담은 환자의 삶의 질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돌봄 부담감 경험의 경중에 있어 배우자의 성별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여성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마다 결과는 상이 하였다(우윤정, 2015; Costa-Requena, Cristófol, 

& Cañete, 2012; Gilbar, 1999). 남성 배우자는 환자 돌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내가 없을 미래에 대한 

부담감, 치료과정 중 역할 부담, 아내의 암 발생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한다(권은진 & 이명선, 2013; 한정희 & 



2 

 

박연환, 2012). 여성 배우자는 돌봄 교대자나 가사 조력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고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우윤정, 

2015). 대장암 환자 부부의 연구에서는 여성은 대장암 환자일 때, 

남성은 배우자일 때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되었다(Tuinstra et al., 

2004). 

암환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투병 의지가 높고 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대처를 하며, 친밀감의 결여는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서적인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옥희 & 

유양숙, 2009; Yang & Schuler, 2009). 배우자의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은 성행동과 성욕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대장암 

환자와 배우자도 수술 후 대부분 부부관계가 줄거나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도 있다고 하였다(Lemieux, Cohen-Schneider, & Holzapfel, 

2001; Ohlsson‐nevo et al., 2012). 이는 대장암 환자 부부의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암환자와 배우자가 투병 과정에서 성생활 만족의 변화와 부부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이인정, 2011; Assad, Badhwar, Bhama, Vakhariya, 

& Goodman, 2014). 암환자는 성(sexuality)과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암환자 배우자들도 환자의 성 기능 변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있었다(정진, 2011; Zebrack, 2008). 

대장암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도 암 치료의 근간이 되는 전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은 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정승용, 2010; Milbury, Cohen, Jenkins, Skibber, & Schover, 

2013). 또한 대장암 환자 부부의 성 기능과 친밀감에 대한 요구도는 

늘고 있는 반면, 이를 다루는 중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tto, Yule, & Breckon, 2010; Lam et al., 2016; Rees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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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발생률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대장암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남녀 성별에 따라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하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 관련 특성, 돌봄 관련 

특성, 성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조사한다. 

3)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돌봄 부담감  

이론적 정의: 돌봄 부담감이란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의 

질병 경과 과정, 행동,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감 정도를 의미한다(Zarit, Todd, & Zari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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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부 친밀감  

이론적 정의: 부부 친밀감이란 부부가 느끼는 가깝고도 공유되는 

밀접함으로 부부관계의 만족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지적, 성적,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이경희, 199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경희(199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성생활 정보요구도   

이론적 정의: 성 건강(sexual health)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이다. 성 건강에 대한 요구의 형태는 

다양하며 보편적 성교육을 통해 실현된다.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세 

영역으로 성생활과 성생활 정보에 대한 중요성, 성생활 만족,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연희, 김혜원, & 권미경, 201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세계 성 건강 학회의 성 권리 선언과 

성교육의 근간인 PLISSIT 모형을 토대로 김연희 등 (20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정보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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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대장암 

발생률은 1999 년 인구 10 만 명당 21.2 명에서 2016 년에는 

43.9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Jung et al., 

2016). 그리고 대장암 환자의 5 년 생존율은 1993 년에서 1995 년 

54.8%에서 2010 년에서 2014 년 76.3%로 약 20%가량 

증가하였다(염정원 & 신수진, 2017; 오복자 & 임수연, 2017). 이와 

같이 대장암 환자의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통증, 체중 감소, 오심, 피로 등의 증상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루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Jansen et al., 2010; McMullen et al., 2014). 이런 경험을 

하는 대장암 환자와 함께하는 돌보는 돌봄 제공자는 대장암 진단 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암 치료가 지속될수록 대장암 환자보다 

배우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Ohlsson‐nevo et 

al., 2012).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피로,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와 고립,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 그리고 두려움, 

불확실성, 절망 상태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험하게 

된다(Stenberg, Ruland, & Miaskowski, 2010). 특히 장루를 가지고 

있는 대장암 환자는 신체적 간호요구도가 높고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장루를 가지고 있는 대장암 환자를 간호하는 돌봄 제공자는 더 

높은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otrim & Pereir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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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배우자들은 암 투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과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간병으로 

인한 역할 부담, 생활 전반에 변화가 있게 되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이인정, 2011). 돌봄 부담감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지게 되는 

의무나 걱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이인정 & 한인영, 2010).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크게 환자의 질병 관련 요인, 배우자의 인구사회적 요인,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환자의 질병 관련 

요인으로는 암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되는 병기, 투병 기간(이유진 & 

강현욱, 2014; Northouse, Katapodi, Schafenacker, & Weiss, 2012)과 

일상생활 기능 정도(안은정 & 이영숙, 2005)가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돌봄 부담감의 영향 요인으로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박연환 & 현혜진, 2000; Costa-

Requena et al., 2012). 여성 배우자는 돌봄 제공자인 동시에 

가정주부로서 역할과 직장을 병행하여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유진 & 강현욱, 2014; 이혜현, 2007). 남성 배우자는 아내의 

죽음 혹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가장으로서 책임감, 경제적 부담, 여가 

생활의 부족, 성생활 재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권은진 

& 이명선, 2013; 김성효, 2003; 이인숙 & 함은옥, 2011). 대장암 환자 

부부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여성은 대장암 환자일 때, 

남성은 대장암 환자 배우자일 때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때문에 돌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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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감정을 덜 표현하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로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Tuinstra et al., 2004). 

암환자 배우자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존감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고, 특히 여성 배우자일 

경우 자존감이 낮은 것을 보고되었다(Kim, Loscalzo, Wellisch, & 

Spillers, 2006). 암환자는 아니지만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두려움, 불확실성, 희망이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Northouse et al., 2012; 

Stenberg et al., 2010; Utne, Miaskowski, Paul, & Rustøen, 2013). 

돌봄 부담감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 중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돌봄 제공자에게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한다(이영선, 2009). 사회적 

지지는 암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gner, Bigatti, & Storniolo, 2006). 가족 지지가 

결여되어 있을수록, 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병원 내 간병 시간이 길수록 환자 간병과 가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수록 돌봄 부담감이 증가하였다(권은희, 고효정, & 박경민, 2003; 

Stenberg et al., 2014).  

대장암 환자의 암 진단은 환자 자신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쳐 

가계 소득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정기 검진, 암 치료, 암환자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비용들로 인해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Ó  Céilleachair et al., 2012). 대장암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감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정신적 구성요소에 가장 의미 

있는 요소라고 보고되었다(Hanly, Maguire, Hyland, & Sharp, 2015). 

따라서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암 치료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돌봄에 대한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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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  

    배우자는 암환자의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암환자의 질병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영선 & 이인정, 

2013; Shiozaki et al., 2011). 암환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투병 의지가 높고 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대처를 하며, 친밀감의 

결여는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서적인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옥희 & 유양숙, 2009; Yang & Schuler, 2009). 따라서 

암환자의 효율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암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부 친밀감은 부부가 느끼는 가깝고도 공유되는 밀접함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알아보는 지표이며 애정적, 성적, 헌신적, 인지적 

요소가 포함된다(이경희, 1998). 부부 친밀감의 개념에는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 친밀감에 포함되어 있는 애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적 

친밀감을 포함한 요소들이 들어 있다. 즉, 부부간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부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이는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Yang & Schuler, 2009).  

암환자를 대상으로 부부 친밀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유방암과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관계 만족도 및 경험을 

조사하였다(유양숙, 황경혜, & 조옥희, 2013; Walker, King, Kwasny, & 

Robinson, 2017). 즉, 성별의 특성이 있는 암에서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었지만 같은 암종에서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서 부부 친밀도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과 심리 사회적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서미아, 민준원, & 노동영, 2015; Manne et al., 2015; 

Moreira & Canavarro, 2013), 부부 친밀감과 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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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덕희, 2016; 유양숙 & 조옥희, 2001), 부부 친밀감과 성 재활에 

대한 질적 연구(Dieperink, Mark, & Mikkelsen, 2016), 부부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문덕희, 2016;  Reese & 

Haythornthwaite, 2016; Reese et al., 2014)등이 선행되었다. 

배우자의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은 성행동과 성욕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대장암 환자와 배우자도 수술 후 대부분 

부부관계가 수술 전보다 줄거나 아예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도 

있다고 하였다(Lemieux et al., 2001; Ohlsson‐nevo et al., 2012). 이로 

인해 대장암환자 부부도 부부 친밀감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장루로 

인하여 부부관계 시 불편하고 냄새가 불쾌하다고 하였다(Ohlsson‐nevo 

et al., 2012). 다른 암과 달리 대장암 수술 후 장루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의 부부 친밀감의 영향 요소로 장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암환자 부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 친밀감을 성적 

친밀감보다는 다른 형태의 친밀감으로 부부관계의 가까움을 표현한다고 

하였다(Ohlsson‐nevo et al., 2012). 대장암 환자 배우자의 일부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숨기는 

보호적인 완충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환자와의 

친밀감과 관계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Hagedoorn 

et al., 2011). 암환자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 간호사는 부부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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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생활 정보요구도   

성생활은 인간의 기본욕구로써 안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삶의 질 

영역이고 성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의 

평형이 깨어진다(고정은, 2000).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때문에 성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암환자의 성 관련 문제는 발기 

부전, 성욕 감소, 질 건조증, 성교통, 설사, 요실금, 근력 저하 등이 

있다(김정희 & 김현경, 2014). 기혼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질병 

치료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성 문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Hawighorst-Knapstein et 

al., 2004). 암환자의 성 기능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암환자 부부의 성생활을 살펴보면, 암환자는 성 욕구가 감소되어서, 

배우자는 암환자가 성 욕구가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성생활의 

빈도를 줄인다고 보고 하였다(유쾌한, 2016). 그리고 암환자 배우자가 

환자의 치료 기간 동안 성생활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성생활로 

환자의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라고 하였다(정진, 2011). 이와 

같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성생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Taleporos & McCabe, 2002). 그러므로 간호사가 암환자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성 건강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암환자는 성(sexuality)과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암환자 배우자들도 환자의 성 기능 변화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정진, 2011; Zebrack, 2008). 성에 

대하여 정보를 탐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생활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성생활이 활발할수록 암환자와 배우자 모두 더 성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향성이 있었다(유쾌한, 2016). 이처럼 올바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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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성 욕구에 대한 대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Na, 2005). 그러므로 간호사는 암환자 부부의 성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방금식, 2007).  

대장암 환자의 성적인 요구는 수술 후 1 년 후에 최고로 상승하였고 

대장암 환자 부부의 성 기능과 친밀감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는 반면, 

이를 다루는 심리 사회적 중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tto 

et al., 2010; Lam et al., 2016; Reese et al., 2014).  이들 부부가 

인지하는 성 문제에 대해서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재를 하는 

파일럿 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는 암 투병 후 성생활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Bergrath et al., 2012). 간호사는 대장암환자 

부부에게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고 

건강한 성생활과 이로 인한 부부 친밀감을 위하여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유양숙 & 조옥희, 2001; Tsangari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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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3 차 의료 기관인 S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이거나 항암 낮병동에서 통원 치료 중인 

대장암환자의 배우자이며 자료 수집은 2018 년 1 월부터 2018 년 

9 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 

1) 대장암 진단 후 대장암 환자를 6 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배우자  

2) 만 2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배우자  

3) 한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구 대상자를 대장암 환자를 6 개월 이상 돌본 배우자로 제한한 

근거는 암환자 주돌봄제공자의 미충족 요구가 진단 후 6 개월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Girgis et al., 2013). 연구에서 변수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대상자들의 최소한의 평준한 상황이 되는 시기가 6 개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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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을 만 20 세 이상 65 세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성인 배우자로 한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신질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배우자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 

0.3 으로 sample size 는 84 명이고(이유진 & 강현욱, 2014; 조옥희 & 

유양숙, 2009), 대응 표본 t-검정에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중간 효과크기 0.5 로 남녀 각각 64 명으로 총 128 명이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였다(김정희 & 김현경, 2014). 본 연구에서는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4 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총 154 부를 설문 

조사하여 불완전한 응답으로 분석할 수 없는 23부를 제외하여 13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돌봄 부담감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돌봄 부담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 문항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의존적 영역의 5 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부담감은 5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0.89 이었다(서미혜 & 오가실, 19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9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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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친밀감 

부부 친밀감은 이경희(1995, 1998)가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부부 친밀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 문항으로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의 3 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 친밀감은 5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경희(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9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6 이었다.  

 

3) 성생활 정보요구도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세계 성 건강 학회의 성 권리 선언과 성교육의 

근간인 PLISSIT 모형을 토대로 구성하여 김연희 등(20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생활과 

성생활 정보에 대한 중요성, 성생활 만족, 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도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3 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5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정보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0.83 이였다(김연희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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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특별시의 S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입원 중이거나 항암 낮병동에서 통원 치료 중인 대장암 환자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한 후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를 독려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준 후 연구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5 분 정도였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의 S 대학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H-1711-126-901)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연구 도중 중단 가능성, 연구자의 연락처 등에 

대해 명시한 후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의서의 사본 1 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보완 암호를 사용하여 보관하였다.  IRB 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한 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영구적으로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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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 관련 특성, 돌봄 관련 

특성, 성 관련 특성은 기술 통계, Chi-Square test, t-test 로 

구하고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비교 분석하였다. 

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직업, 대신 돌봄 유무 그리고 임상적으로 각 변수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암 치료, 암 병기, 암 치료 

기간을 통제하여 ANCOVA 분석을 하였다.  

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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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환자 관련 특성 비교 

남성 배우자는 65 명으로 평균 연령은 53.4 세이고 40 대 이하가 

28%(18 명), 50 대가 38%(25 명), 60 세~65 세 미만이 

34%(22 명)이었다. 결혼 한지는 평균 24 년 7 개월이었다. 종교는 

70.8%가(46 명)가 있었다. 대상자의 89.2%(58 명)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76.9%(50 명)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이 있는 

사람 중 80%(40 명)가 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하고 있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 중 40%(6 명)가 환자의 돌봄으로 사직한 상태였다. 남성 배우자의 

83.1%(54 명)이 현재 질병이 없는 상태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평균 

404 만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비는 평균 147 만원이었다. 환자 관련 

특성에서 환자가 수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중에서 한 가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10 명), 두 가지의 치료를 받은 사람 

70.8%(46 명), 세 가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3.8%(9 명)이었다. 암 

병기는 3기와 4기가 각각 32.3%(21명), 47.7%(31명)이었다. 암 진단 

후 치료 기간은 평균 20.4 개월이었다. 여자 환자는 23.1%(15 명)이 

장루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 배우자는 66 명으로 평균 연령은 52.5 세이고 40 대 이하가 

30%(20 명) 50 대가 52%(34 명), 60 세~65 세 미만이 

12 명(18%)이었다. 결혼 한지는 평균 27 년 8 개월이었다. 종교는 

72.7%(48 명)이 있었다. 대상자의 90.9%(60 명)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43.9%(29 명)이 직업이 있었다. 직업이 있는 사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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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1 명)이 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하고 있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 

중 35.1%(13 명)이 환자의 돌봄으로 사직한 상태였다. 여성 배우자의 

80.3%(53 명)이 현재 질병이 없는 상태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평균 

343 만원이었다. 월평균 의료비는 134 만원이었다. 환자 관련 특성에서 

환자가 수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중에서 한 가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6.7%(11 명), 두 가지의 치료를 받은 사람 65.2%(43 명), 세 

가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8.2%(12 명)이었다. 암 병기는 2 기, 3 기, 

4 기가 각각 18.2%(12 명), 30.3%(20 명), 47%(31 명)이었다. 암 진단 

후 치료 기간은 평균 19 개월이었다. 남자 환자의 30.3%(20 명)이 

장루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 배우자들이 

여성 배우자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χ²=14.883, p<. 001). 환자 관련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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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s (N=131)  

Variables Categori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χ² 

(or t) 
p 

  n (%) n (%)   

Age(average) (Mean±SD) 53.4±9.04 52.5±7.81 0.579 0.564 

Age(yrs) 
≤ 49 18(28%) 20(30%) 

0.108 0.742 
50-64 47(72%) 46(70%) 

Religion 
Yes 46(70.8%) 48(72.7%) 

1.773 0.777 
No 19(29.2%) 18(27.3%) 

Education 
<High school 7(10.8%) 6(9.1%) 

0.103 0.748 
≥High school 58(89.2%) 60(90.9%) 

Job 
Yes 50(76.9%) 29(43.9%) 

14.883 <0.001 
No 15(23.1%) 37(56.1%) 

Absent or leaving 

early from work 

(Occupational status) 

Yes 40(80%) 21(72.4%) 

0.6 0.438 

No 10(20%) 8(27.6%) 

 

Resigned with care 

of the patient 

(Jobless status) 

 

Yes 

 

6(40%) 

 

13(35.1%)  

0.109 

 

0.741 
No 9(60%) 24(64.9%) 

Current disease 
Yes 11(16.9%) 13(19.7%) 

0.168 0.682 
No 54(83.1%) 53(80.3%) 

Average marriage 

period (month) 
 297 333 -1.701 0.092 

Average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404 343 1.24 0.217 

Monthly average 

medical expenses 

(10,000 won) 

 
147 134 0.49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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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s'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s (N=131) 

Variables Categori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χ² 

(or t) 
p 

  n (%) n (%)   

Number of cancer 

treatment 

(Operation,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1 10(15.4%) 11(16.7%) 

0.57 0.752 2 46(70.8%) 43(65.2%) 

3 9(13.8%) 12(18.2%) 

 

 

Cancer stage 

 

Stage 1 

 

2(3.1%) 

 

1(1.5%) 

 

2.333 

 

0.675 

Stage 2 7(10.8%) 12(18.2%) 

Stage 3 21(32.3%) 20(30.3%) 

Stage 4 31(47.7%) 31(47%) 

Do not know 4(6.2%) 2(3%) 

 

Current patient's 

Ostomy 

 

Yes 

 

15(23.1%) 

 

20(30.3%)  

0.873 

 

0.350 
No 50(76.9%) 46(69.7%) 

 
Average treatment 

period (month) 

  

20.4 

 

19 

 

0.267 

 

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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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돌봄 관련 특성  

   돌봄 관련 특성에서 남성 배우자의 경우 하루 평균 병원에서의 

체류시간은 10.2시간이었고, 주 치료비 부담자는 본인이 83.1%(54명), 

가족공동부담이 16.9%(11 명)이었다. 배우자를 대신할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56.9%(37 명)였다. 대상자의 80%(52 명)가 병원에서 

환자와 함께 수면을 취하였다.  

   돌봄 관련 특성에서 여성 배우자의 경우 하루 평균 병원에서의 

체류시간은 12.7 시간이었고, 주 치료 부담자는 본인이 86.4%(57 명), 

가족공동부담이 10.6%(7 명)이었다. 배우자를 대신할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가 83.3%(55 명)였다. 대상자의 86.4%(57 명)가 병실에서 

환자와 함께 수면을 취하였다. 

   돌봄 관련 특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했을 때 배우자를 대신할 돌봄 

제공자(χ² =10.925,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Caregiver-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s (N=131) 

 

Variables 

 

Categori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χ² 

(or t) 
p 

  n (%) n (%)   

Daily average  

care time 
 10.2 12.7 1.856 0.066 

 

Person responsible  

for treatment 

expenses 

 

Self 

 

54(83.1%) 

 

57(86.4%) 
0.273 0.601 

Family 11(16.9%) 7(10.6%) 

Alternative 

caregivers 

 

Yes 

 

28(43.1%) 

 

11(16.7%)  

10.925 

 

0.001 
No 37(56.9%) 55(83.3%) 

 

Overnight hospital  

stay or not 

 

Yes 

 

52(80%) 

 

57(86.4%)  

0.949 

 

0.330 
No 13(20%) 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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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성 관련 특성  

   성 관련 특성에서 남성 배우자의 경우 지난 6 개월간 성생활 횟수는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7%(31 명), 1~4 회가 30.8%(20 명), 

5~10 회가 20%(13 명)이었다. 지난 6 개월 동안 성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6 개월 이전 보다 성생활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50 명)이었고, 성생활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4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쇠약, 피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9 명, ‘성욕 감소’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8 명, ‘암환자를 

돌본다는 부담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7명,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재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6 명, ‘우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 명이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배우자의 통증’, 

‘나이 들고 결혼생활이 오래됨’이라고 응답하였다. 성생활 정보를 

어디서 얻냐는 질문에 44.6%(29 명)가 인터넷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43.1%(28 명)가 정보를 얻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제공받은 

성생활 관련 정보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78.4%(29 명)가 ‘유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이나 성 

상담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8.5%(64 명)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선호하는 상담 대상으로는 

성상담 전문요원이 35.4%(23 명), 의사가 30.8%(20 명)라고 

응답하였다.  

   성 관련 특성에서 여성 배우자의 경우 지난 6 개월간 성생활 횟수는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5 명), 1~4 회가 28.8%(19 명), 

5~10 회가 15.2%(13 명)이었다. 지난 6 개월 동안 성생활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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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6 개월 이전 보다 성생활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2%(45 명)이었고, 성생활 변화의 원인에 대해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성욕 감소’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6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4 명, ‘신체적 쇠약, 피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3 명,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4 명,‘암환자를 돌본다는 부담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7 명,‘우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7 명,‘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재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 명이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갱년기 이후 성욕이 없음’, ‘방사선 

부작용’,‘배우자의 암 치료 중’,‘장루로 인하여 시도하기 

어려움’,‘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치료 중 

성생활은 줄었지만 스킨십은 계속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성생활 정보를 어디서 얻냐는 질문에 43.9%(29 명)가 정보를 얻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28.8%(19 명)가 인터넷이라고 

응답하였다. 제공받은 성생활 관련 정보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64.9%(24 명)가 ‘유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이나 성 상담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9%(60 명)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선호하는 상담 대상으로는 성상담 전문요원이 33.3%(22 명), 간호사가 

22.7%(15 명), 의사가 21.2%(14 명)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성 관련 특성을 비교하였을 대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선호하는 상담 대상(χ² =17.397,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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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xualit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pouses (N=131) 

Variables Categori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χ² 

(or t) 
p 

  n (%) n (%)   
 

Sexual  

intercourse 

Yes 34(52.3%) 31(47%) 
0.373 0.541 

No 31(47.7%) 35(53%) 
      

Information 

providers  

for sexuality 

Health 

providers 
5(7.7%) 7(10.6%) 

7.227 0.204 

Relatives 0(0%) 1(1.5%) 

Patients 3(3.1%) 6(9.1%) 

Internet 29(44.6%) 19(28.8%) 

Others 1(1.5%) 4(6.1%) 

Unnecessary 28(43.1%) 29(43.9%) 
 

 
 

Sexuality 

education and 

counseling 

 

 

Yes 

 

 

1(1.5%) 

 

 

6(9.1%)  

3.693 
 

0.055 
No 64(98.5%) 60(90.9%) 

 

Desired health 

care provider 

for sexuality 

 

Physician 

 

20(30.8%) 

 

14(21.2%) 

17.399 0.001 

Nurse 0(0%) 15(22.7%) 

Professional 

counselor 
23(35.4%) 22(33.3%) 

Others 4(6.2%) 9(13.6%) 

Unnecessary 18(27.7%)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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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 차이  

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직업, 대신 돌봄 

유무 그리고 임상적으로 돌봄 부담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암 

치료, 암 병기, 암 치료 기간을 통제한 후 성별에 따른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은 전체 항목의 최대 점수 5 점에 대한 평균 

평점으로 남성 배우자(2.84±0.07)와 여성 배우자(3.07±0.07)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4.875, p = .029). 

   돌봄 부담감의 영역별 점수 차이를 두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 남성 

배우자는 경제적 돌봄 부담감 (3.31±0.11), 사회적 돌봄 부담감 

(3.00±0.11), 신체적 돌봄 부담감 (2.90±0.11), 정서적 돌봄 부담감 

(2.69±0.78), 의존적 돌봄 부담감 (2.68 ±0.07)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 배우자는 경제적 돌봄 부담감 (3.43±0.11), 신체적 돌봄 부담감 

(3.35±0.10), 사회적 돌봄 부담감 (3.26±0.11), 정서적 돌봄 부담감 

(2.95±0.08), 의존적 돌봄 부담감 (2.81±0.07) 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감 영역 중 신체적 영역(F=8.597, p = .004), 정서적 

영역(F=5.152, p = .02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Table 5. Caregiver Burden of the Spouses   

 

Variabl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F p 

 M(SD) M(SD)   

Social domain 3.00(0.11) 3.26(0.11) 2.448 0.120 

Economic domain 3.31(0.11) 3.43(0.11) 0.604 0.439 

Physical domain 2.90(0.11) 3.35(0.10) 8.597 0.004 

Emotional domain 2.69(0.78) 2.95(0.08) 5.152 0.025 

Dependent domain 2.68(0.07) 2.81(0.07) 1.482 0.226 

Total 2.84(0.07) 3.07(0.07) 4.875 0.029 
 

* Reverse coding: 20, 24, 25. 

* adj: Job, Alternative caregivers, Number of cancer treatment, Treatment period, 

Canc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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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부부 친밀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직업, 대신 돌봄 

유무 그리고 임상적으로 부부 친밀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암 

치료, 암 병기, 암 치료 기간을 통제한 후 성별에 따른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은 전체 항목의 최대 점수 5 점에 대한 평균 

평점으로 남성 배우자(3.60±0.07)와 여성 배우자(3.24±0.07)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12.092, p = .001). 

   부부 친밀감의 영역별 점수 차이를 두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 남성 

배우자는 정서적 요인 (3.89±0.09), 인지적 요인 (3.80±0.08), 성적 

요인 (3.13±1.00)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 배우자는 인지적 요인 

(3.60±0.08), 정서적 요인 (3.38±0.09), 성적 요인 (2.74± 

0.10)으로 나타났다. 부부 친밀감 영역 중 정서적 요인 (F=13.876,   

p < .001), 성적 요인 (F=7.165, p= .008)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Table 6. Marital Intimacy of the Spouses   

 

Variabl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F p 

 M(SD) M(SD)   

Cognitive intimacy 3.80(0.08) 3.60(0.08) 2.706 0.102 

Emotional intimacy 3.89(0.09) 3.38(0.09) 13.876 <.001 

Sexual intimacy 3.13(1.00) 2.74(0.10) 7.165 0.008 

Total 3.60(0.07) 3.24(0.07) 12.092 0.001 
 

* Reverse coding: 2, 9, 14. 

* adj: Job, Alternative caregivers, Number of cancer treatment, Treatment period, 

Canc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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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성생활 정보요구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직업, 대신 돌봄 

유무 그리고 임상적으로 성생활 정보요구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암 치료, 암 병기, 암 치료 기간을 통제한 후 성별에 따른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전체 항목의 최대 점수 

5 점에 대한 평균 평점으로 남성 배우자(2.96±0.08)와 여성 

배우자(2.75±0.08)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3.289, 

p= .072).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영역별 점수 차이를 두 집단간에 비교한 결과 

남성 배우자는 성생활 만족(3.30±0.09), 성생활 해결 문제를 위한 

전문가 도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3.06±0.12), 

성생활과 성생활 정보의 중요성 (2.53±0.11)으로 나타났고 여성 

배우자도 성생활 만족 (3.03±0.09), 성생활 해결 문제를 위한 전문가 

도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2.93±0.12), 성생활과 

성생활 정보의 중요성 (2.30±0.11)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영역 중 성생활 만족 (F =4.391, p= .038)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Table 7. Sexuality Information Needs of the Spouses  

 

Variables 

Male  

Spouses 

(n=65) 

Female 

Spouses 

(n=66) 

F p 

 M(SD) M(SD)   

Necessity of sexuality information 2.53(0.11) 2.30(0.11) 2.239 0.137 

Sexual satisfaction 3.30(0.09) 3.03(0.09) 4.391 0.038 

Professional sexual intervention 3.06(0.12) 2.93(0.12) 0.543 0.463 

Total 2.96(0.08) 2.75(0.08) 3.289 0.072 
 

* adj: Job, Alternative caregivers, Number of cancer treatment, Treatment period, 

Canc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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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는 <Table 

8, 9> 와 같다. 남성 배우자의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8, p= .001)를 나타냈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1, 

p= .004)를 나타냈고,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315, p= .01)을 나타냈다. 남성 배우자와 여성 배우자를 

전체로 본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27, p< .01)를 나타냈고,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312, p< .01)을 나타냈다. 

 

Table 8 Relationship with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Sexuality 

Information Needs of Male Spouses 

Male Spouses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Sexuality 

Information 

Needs  

Caregiver Burden 1.000   

Marital Intimacy  -.408** 1.000  

Sexuality Information  

Needs 
.066 .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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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Relationship with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Sexuality 

Information Needs of Female Spouses 

Female Spouses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Sexuality 

Information 

Needs  

Caregiver Burden 1.000   

Marital Intimacy  -.351** 1.000  

Sexuality Information  

Needs 
.105 .333** 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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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일차적으로 돌보는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상관관계는 남성 

배우자의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8, p= .001)를 나타냈고 여성 배우자의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1, p= .004),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315, 

p= .01)를 나타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배우자 모두에게서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다.  Simonelli et 

al(2008)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과 

성적 결혼 만족도(r=-.448, p < .001) 및 정서적 결혼 만족도(r=-.374, 

p < .001)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부부 친밀감과 돌봄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성 배우자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아내를 정서적으로 돌보려는 경향을 25%, 

신체적으로 돌보는 경향을 11.8%, 경제적으로 돌보는 경향을 21.9% 

높였고, 아내에 대한 인지적,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돌보려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여성 배우자는 남편과 부부 친밀감의 상호작용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배우자의 인지적 친밀감과 남편의 인지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남편을 돌보려는 경향이 높았다(조성희, 2011). 

조성희(2011)의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자의 

특성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대장암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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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암에 대해서도 부부 친밀감과 돌봄의 경향을 연구한다면 암의 질환 

특성에 따른 부부 친밀감과 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김정희(2008)의 연구 결과에서 

뇌졸중 여성 배우자의 성 지식이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r= .331, 

p= .013)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 남성 배우자는 성 

상담이나 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인 반면 여성 

배우자는 9.1%였다. 또한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이나 성 상담을 제공 받았는지에 대해서 남성 배우자는 98.5%가, 

여성 배우자는 90.9%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여성 배우자의 성 

상담이나 성교육을 받은 비율이 남성 배우자보다 높은 것은 여성 

배우자가 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는 행위는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부부 친밀감을 높이는데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반면 남성 

배우자의 경우 성생활 변화의 원인에서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Taleporos 

& McCabe, 2002). 이에 대하여 대장암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으로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장암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의 부담감은 여성 배우자가 

3.07 점이고 남성 배우자가 2.84 점으로 중등도의 부담감이었다. 위의 

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소화기계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을 측정한 우윤정(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우윤정, 2015). Tuinstra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 

배우자는 남성 배우자보다 환자의 수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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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대장암 환자의 여성 배우자는 남성 배우자 보다 더 많은 

역할에 대한 문제를 가진다고 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Kayser et al., 2018).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비자발적인 

의무감으로 간호하는 경향이 있어 부담감이 높았다는 선행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한정희 & 박연환, 2012).  

돌봄 부담감의 하위 영역 중 신체적 영역에서 여성 배우자의 

부담감이 남성 배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돌봄 관련 특성에서 유일하게 차이를 보였던 대신 돌봄을 제공할 

사람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윤숙 등(2016)의 연구에서도 

돌봄 교대자의 유무는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 배우자는 돌봄을 대신 제공할 사람이 

56.9%가 없는 반면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83.3%가 돌봄을 대신 

제공할 사람이 없어서 여성 배우자의 신체적인 피로도가 증가하여 

신체적 영역에서 부담감이 높아 진 것으로 생각된다. Nijboer (2001)의 

논문에서도 여성 배우자의 신체적 기능은 환자를 돌본 지 6 개월 이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환자 보호자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적 부담감을 예측하는 요인에는 가족지지 결여, 재정 부담, 스케줄 

부담, 건강 부담, 자존감의 결여가 있었으며, 그중 스케줄 부담과 건강 

부담이 신체적 부담의 예측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Hanly et al., 2015). 

그리고 전적으로 혼자 환자를 돌보고 책임을 지는 경우 신체적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박연환 & 현혜진, 2000). 

따라서 환자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기보다는 가족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나 역할을 분담하여 신체적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간호 중재를 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돌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최윤숙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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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감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영역에서 여성 배우자의 

부담감이 남성 배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우윤정(2015)의 연구에서도 여성 배우자가 정서적 영역의 부담감이 

높았다.  남자 암 환자인 경우에는 주로 가족의 지나친 기대로 

어려워하였고, 여자 배우자는 남편의 암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여자 암 환자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기대와 관심이 

적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섭섭하다고 하였다(이명선, 김종흔, 박은영, 

김종남, & 유은승, 2010). 대장암 환자의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의 

돌봄에 대한 요구와 보호자의 돌봄의 활동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최적이라고 간주하는 돌봄 수준이 대장암 환자와 보호자가 

달랐을 때 대장암 환자는 더 많은 충족되지 않은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었다(McMullen et al., 2014). 대장암 환자가 더 많은 미충족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듯이 돌봄과 요구의 차이에서 대장암 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성은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의 전 영역에 걸쳐 돌봄을 제공하나 남성은 여성보다 돌봄 

행위를 적게 제공한다고 한다(최윤숙 et al., 2016). 이는 돌봄에 대한 

기대치가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어서 정서적 영역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과 위로를 해 

주는 데에 여성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서적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부부 친밀감은 남성 배우자 

3.60 점, 여성 배우자는 3.24 점으로 남성 배우자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같은 도구로 측정한 김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남성의 여성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은 3.27 점으로 본 연구의 여성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김정희, 2008). 유방암 환자의 남성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은 70.3 점(100 점)으로 본 연구의 남성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 72 점(100 점)과 유사한 결과였다(유양숙 & 조옥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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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부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 한 논문에서도 남성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가 여성 배우자보다 높았다(Kayser et al., 2018). 

남성 배우자는 부인이 환자가 되면 기존의 고압적인 남편의 역할에서 

부인의 암 투병을 지지하고 자상 남편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박은영 & 이명선, 2009). 또한 남성 배우자 중에서는 친밀도가 

높은 배우자가 암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하여 

병원에 함께 내원하였고 이런 대상자를 설문조사 한 것이 본 연구에서 

남성의 부부 친밀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도구가 2015 년에 개발되어 이전 연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성건강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정진(2011)의 연구와 

비교하면 급성 백혈병환자 배우자의 성건강 교육요구도는 4 점 만점에 

3.09 점이었고 성건강 교육요구도와 성생활 만족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하위 영역을 성별에 

따라 보면 성생활 만족에서 남성 배우자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났다. 이는 부부 친밀감의 하위 영역 중 성적 친밀감에서 남성 

배우자의 성적 친밀감은 3.13 점이고 여성 배우자는 2.74 점으로 남성 

배우자의 성적 친밀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 성에 대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중재는 대장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성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성에 대한 스트레스, 성기능, 성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Reese et al., 

2016; Reese et al., 2014).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는 대장암 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파악하여 성교육과 성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부부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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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대장암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장암 환자가 입원 중인 배우자와 항암 낮병동에서 

통원 치료 중인 배우자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하여 환자의 치료 시기와 

배우자의 상황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연구 결과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장암 환자의 치료 시기와 배우자의 상황적 

특성까지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장암 환자의 

여성 배우자는 신체 및 심리적 돌봄 부담감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에 관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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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일차적으로 돌보는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3 차 의료기관인 S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환자의 배우자 총 131 명 중 남성 배우자 65 명, 

여성 배우자 66 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 년 1 월부터 9 월까지 

였고,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개발한 돌봄 부담감 측정도구, 이경희 (1998)가 

개발한 부부 친밀감 측정도구와 김연희 등(2015)이 개발한 성생활 

정보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을 통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직업(p <. 001)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환자 관련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돌봄 관련 특성에서는 배우자를 대신할 돌봄 

제공자(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관련 특성에서는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선호하는 상담 대상(p= .001)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은 여성 배우자(3.07±0.07)가 

남성 배우자(2.84±0.0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 .029), 하부 영역인 신체적 영역(p= .004)과 정서적 영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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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에서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부부 친밀감은 남성 배우자(3.60±0.07)가 

여성 배우자(3.24 ±0.0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 .001), 하부 영역인 정서적 요인(p< .001)과 성적 

요인(p= .008)에서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남성 배우자(2.96 

±0.08)가 여성 배우자(2.75 ±0.0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27). 하부 영역에서는 성생활 

만족(p= .038)에서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5.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성 배우자의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08, p=. 

001)를 나타냈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 돌봄 부담감과 부부 

친밀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1, p=. 004)를 나타냈고,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315, p= .01)을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편의 표출 방법으로 하였으므로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비교하여 상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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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암 환자의 치료 시기에 따라서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요구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대장암 환자의 여성 배우자는 신체 및 심리적 돌봄 부담감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에 관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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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Informed consent form  

연구 대상자 설명문 

1. 연구 제목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성생활 정보요구도 및 부부 

친밀감 

2. 연구책임자 

김슬아 

3. 임상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암환자의 배우자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투병 기간 동안 지지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방금식, 2007; Stenberg, 

Cvancarova, Ekstedt, Olsson, & Ruland, 2014). 암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양정훈, 2016; Peteet & 

Greenberg, 1995). 투병 기간 동안에 암환자와 배우자의 심리사회적 위기 

경험은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Kravdal, 2001). 

선행 연구에서는 돌봄 부담감 경험의 경중에 있어 배우자의 성별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여성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마다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우윤정, 2015; Costa-Requena, 

Cristófol, & Cañete, 2012; Gilbar, 1999). 암으로 인해 부부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부부 상호관계와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돌봄 부담감은 

성적 친밀감 및 결혼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정재원, 황은경, & 황신우, 2009; Simonelli et al., 2008). 

암환자와 배우자가 투병과정에서 성생활만족의 변화와 부부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이인정, 2011; Assad, Badhwar, Bhama, Vakhariya, & 

Goodman, 2014).  

대장암의 경우, 수술 시 생식선으로 가는 혈관 등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경계 손상으로 성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어 치료 후 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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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도 암 

치료의 근간이 되는 전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은 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승용, 2010; Milbury, Cohen, Jenkins, 

Skibber, & Schover, 2013). 대장암환자의 성기능 장애는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는 투병 후 성에 대한 궁금증은 증가한 반면 성문제를 

터놓고 상담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세영,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발생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대장암 

환자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남녀 성별에 따라 돌봄 부담감과 

성생활정보요구도 및 부부 친밀감을 비교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및 성생활 적응에 

대하여 간호 중재 전략을 도모하고, 암환자 부부의 위기관리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임상연구 참여 대상자 수 및 참여 기간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략의 대상자 수 

연구대상자는 대장암 환자를 6 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배우자로서 탈락률을 

고려하여 남녀 각각 77 명, 총 154 명이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만 선정합니다.  

대상자의 연구참여 예상기간 

연구대상자는 설문을 진행하기에 실제 참여하는 기간은 하루이고, 

소요시간은 15 분 정도입니다.  

5. 임상연구의 절차 및 방법 

연구의 절차와 방법 

1)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총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총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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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인 성별, 나이, 결혼, 종교, 교육 정도, 직업, 월수입, 

배우자의 대장암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간, 배우자의 대장암 진단 후 병기 

및 치료, 장루 유무, 평균 병원체류시간, 주 치료비 부담자, 주 돌봄 제공자 

및 대체인력, 월평균 의료비, 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병, 성생활 횟수 및 

변화, 성생활 관련 정보, 대장암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이나 

성상담 받은 유무, 배우자의 암진단 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 성생활 정보 요구도를 조사합니다. 

인체유래물이 수집된다면, 그 종류 및 수량, 수집 방법 등 

무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본 연구는 ‘최소한의 위험’한 연구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위험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7.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연구대상자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암환자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 및 

성생활 적응에 대한 간호 중재 전략을 도모하고, 암환자 부부의 위기관리와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연구 참여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 154 명에게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5 천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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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자발적 의지에 따라 참여하며 별도의 동기부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해 본 연구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할 신체적 위험은 없으며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서면으로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할 것입니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신원 내용은 없으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얻게 되는 개인적 정보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기 위해 연구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 

특성에 제한합니다. 책임 연구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개인이 식별 될만한 

모든 사항을 없애고 암호화하여 처리합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연구 관련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 년간 보관하고 

보관 기관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11. 담당자 연락처 

임상연구에서 발생한 문제, 우려, 질문에 대하여 상의할 담당자의 연락처, 

연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문제, 우려, 질문이 있을 때 상의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연락처 (02-2072-0694) 또는 

임상연구윤리센터 연락처 (02-2072-3509) 연구 내용에 관한 문제, 우려, 

질문이 있을 때는 본 연구의 연구담당자인 김슬아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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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동의서 

 

1. 본인은 임상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상기 연구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의학 연구 목적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의 사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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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Research instruments  

돌봄 부담감 
다음은 환자를 간호하는 배우자가 느끼는 부담감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최근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정도에 ∨ 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환자 간호 때문에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내 가족은 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환자 간호로 인해 몸이 

고달프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환자를 보면 고통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환자가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환자를 간호하노라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친구들이 쉽게 집을 방문하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환자 간호로 인해 식욕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환자 간호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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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감 
다음은 환자를 간호하는 배우자가 느끼는 부담감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최근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정도에 ∨ 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환자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우울 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든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환자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환자가 원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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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친밀감 

다음은 부부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최근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정도에 ∨ 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서로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부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충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부부는 성적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부부는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부부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부는 대게 방을 각자 쓴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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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 정보 요구도  

다음은 성생활에 대한 정보 요구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최근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정도에 ∨ 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생활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생활정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 성생활에 대한 의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성생활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파트너가 성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파트너와 성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인생에서 성생활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의료인이 

먼저 질문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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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에 해당되 

는 번호에 ∨ 로 표시하여 주시고 (    )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나이: 만(    )세  

3.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결혼한지 만 (      )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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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 정도:  ①무학  ②초등졸   ③중졸  ④고등졸  ⑤ 대졸 

⑥대학원졸  

6. 현재 직업:  ①무직   ②회사원    ③공무원   ④상업   ⑤전문직     

   ⑥기타(         )   

6-1) 직업이 있는 경우: (환자로 인한) 결근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6-2) 직업이 없는 경우: (환자로 인해) 사직하였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7. 가족의 월수입: (     )만원 

8. 환자(배우자)가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9. 환자(배우자)가 대장암 진단 후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한 개 이상 선택 가능합니다.) 

①수술  ② 항암화학요법 ③ 방사선요법 ④ 기타(        ) 

10. 환자(배우자)가 대장암 몇기 입니까? 

①1 기  ②2 기  ③3 기  ④4 기  ⑤모름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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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자가 대장암 수술 후 장루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12. 평균 병원 체류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2-1) 하루에 (    )시간정도 

12-2) 총 입원기간 (    )일 중에 (    )일 

13. 주 치료비 부담자: ①본인   ②자녀  ③가족공동부담   ④친척  

⑤부모   ⑥기타(        ) 

14. 주 돌봄 제공자가 본인입니까?  ①예    ②아니요    

14-1) 필요시 환자의 돌봄 제공자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14-2) 환자가 입원 시 병원에서 환자와 함께 잠을 잡니까?  

①예    ②아니요  

15.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      )만원  

16.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있다면 자세히 기술해 주세요.(                               )     

17. 지난 6 개월 동안, 성생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안함  ② 1~2 회   ③ 3~4 회   ④ 5~6 회 ⑤ 7~10 회 

⑥ 기타 (       회) 

18. 지난 6 개월 동안, 성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8-1) 성생활 횟수 

① 6 개월 이전과 성생활 횟수가 비슷하다.   

② 6 개월 이전 보다 성생활 횟수가 줄었다. 

  ③ 6 개월 이전 보다 성생활 횟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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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성생활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 이상 선택 가능) 

① 성욕 감소 

② 신체적 쇠약, 피로 

③ 우울 

④ 암환자를 돌본다는 부담감 

⑤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재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⑥ 성생활이 배우자의 암 치료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기타 (                                                  ) 

19. 성생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의료인  ② 친지   ③ 같은 질병을 경험한 환우  ④ 인터넷  

⑤ 기타(         ) ⑥ 얻지 않음 

19-1) 제공받으신 성생활 관련 정보가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20. 대장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이나 성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20-1) 성교육이나 성상담을 받으셨다면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성상담 전문요원  ④ 기타(         ) 

21. 성관련 어려움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가정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성상담 전문요원  ④ 기타(         )  

22. 배우자께서 암으로 진단받은 후에 귀하의 삶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직장을 사직해야 했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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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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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colon cancer experience physical and emotional distress due 

to the symptoms of cancer. As cancer treatment continues, the spouse of the 

cancer patient receives more stress than the patient, and endures difficulty in 

caregiving ever since diagnosis of colon cancer. The caregiver burden of the 

spouse nega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nd adaptation of the patient. 

Therefore, systematic attention and intervention are needed. In the case of colon 

cancer,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can cause changes in sex life 

and affect the intimacy of the couple.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spouse,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and sexuality information needs are different 

when caregiving the colon cancer pati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and sexuality information need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spouses 

of colon cancer patients, an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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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e participants were 131 spouses 

of colon cancer patients, who were either hospitalized or receiving outpatient 

treatment in the oncology day care center at the tertiary care medical institution, 

‘S’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65 of the spouses were male and 66 of the 

spouses were female. Data collection was made through the convenient sampling 

method from the period of January 2018 to September 2018. The study used were 

the caregiver burden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Seo & Oh (1993), the 

marital intimacy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Lee (1998) and sexual 

information needs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Kim et al. (2015).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5.0 Window program through real number,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t-test, ANC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ccupation (p <. 001) between the group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pouses 

according to gende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For caregiver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givers (p= .001) who will act on behalf of the 

spouses. For sexuality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referred consultation counselor (p= .001) in the case 

of sex-related problems. For caregiver burden, the female spouse (3.07±0.07)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ale spouse (2.84±0.07), and the 

physical domain (p= .004) and emotional domain (p = .02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spouses than male spouses. Marital intim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p= .001) for male spouses (3.60±0.07) than 

female spouses (3.24 ±0.07), and for the sub-domain of emotional intimacy 

(p< .001) and sexual intimacy (p= .008), male spou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 spouses. For sexual information need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027) between male spouses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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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and female spouses (2.75 ±0.08). For the sub-domain of sexual 

satisfaction (p= .038), male spou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 spouse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and sexual information needs, male spouses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r=-.408, p=. 001) with caregiver burden and marital intimacy, female 

spouses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r=-.351, p=. 004) with 

caregiver burden and marital intimacy an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r=.315, p=.01) with marital intimacy and sexual information needs.  

In conclusion, female spouses had a higher caregiver burden than male 

spouses in the physical domain and emotional dom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female spouses to receive nursing intervention to share the caregiving role 

and to reduce physical and emotional distress, and to be provided practical 

systems, such as voluntary worker implementation or voucher system. Marital 

intimacy was high for male spouses and sexual information need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 sub-domain, sexual satisfaction, was higher for 

male spouses. Based on this,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develop sex education 

and sexual communication program for the spouses of colon cancer patients, and 

provide nursing intervention that can improve marital intimacy. 

. 

Keywords : Colon Cancer, Gender, Spouses,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Sexuality Information Needs 

Student number : 2013-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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