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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성생식기암 중 자궁경부암은 감소하고 있으나, 자궁내막암과 난소

암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성생식기암의 5년 생존율은 증가하였지만 병

기가 높거나 전이 소견이 있는 경우는 항암화학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 및 극복력의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의 부인과 병동에서 항암화

학요법을 받기 위해서 입원한 143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로 시행되었다.  

연구 도구는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개발한 디

스트레스 도구, 강현숙(1984)의 가족지지 도구,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활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정보를 조

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와 ANOVA, Mann-

whitney와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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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4.52세이었으며, 50대가 39.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01명(70.6%)이었다. 암의 병기는 Ⅲ, 

Ⅳ기가 96명(67.2%)이었으며, 전이가 있는 대상자는 50명(35%), 재

발한 환자군은 52명(36.4%)이었다. 143명 중 11명을 제외한 대상자

는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는 175점 만점에 62.55점(37~131점), 가족 

지지는 55점 만점에 48.54점(33~55점), 극복력은 100점 만점에 

68.83점(22~100점)이었다.  

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 암환자에서 가족 지지는 극복력 

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고(r=0.391, p<0.01), 디스트레스는 극복력

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r=-0.251, p<0.01) 있었으나, 가족지지

와 디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 중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으며,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단 후 

기간(χ2=5.94, p<0.05), 항암화학요법 시행횟수(χ2=8.24, 

p<0.05)이었으며,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상태(t=2.36, 

p<0.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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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지를 통해서 극복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극복력이 증가하면 

디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스트레스를 잘 관리

하면 극복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

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가족지지와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

재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여성생식기암, 항암화학요법,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극복력 

학  번 : 2007-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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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생식기암은 2001~2005년 대비 2011~2015년 발생률을 비교

하였을 때 자궁경부암은 27% 정도 감소하였으나, 자궁내막암은 2배, 난

소암은 1.5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인 5년 생존율은 

60~80% 정도이나(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SIS. 

2018), 전이 소견이 있는 경우 여성생식기암의 5년 생존율은 

17~29.2%에 불과하며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2018).  

암의 종류 및 병기에 따라 수술, 항암 화학요법, 외부 또는 내부 방

사선 치료 등의 치료가 이루어지는데(부인암 진료권고안 3판, 2016), 

자궁과 난소 절제술 등으로 인한 신체상 손상, 성기능 저하와 성디스트

레스 등의  잠재적 디스트레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Pinar, Okdem, 

Buyukgonenc, & Ayhan, 2012; Soleimani, Bahrami, Yaghoobzadeh, 

Parker, & Chan, 2018; Teo et al., 2018).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신체적 

영역, 실생활 영역, 가족 영역, 영적/종교적 문제, 정서적 문제의 디스트

레스를 겪고 있다. 특히,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 항암치료를 받는 여성

들은 중등도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되어 있어서(박정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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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2014), 더욱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디스트레스는 치료 순응도를 저하시켜 암의 예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와 가족의 삶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환자들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디스트

레스 파악이 어렵다(김종흔, 2009). 암환자 대상의 디스트레스 연구들은 

대부분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k(NCCN) Distress 

Thermometer(DT)와 Problem List(PL)를 사용하여 문제별 디스트레

스 유무와 디스트레스 전체에 대한 종합 점수만 파악이 가능했다

(Lambert et al., 2014; O'Connor, Tanner, Miller, Watts, & Musiello, 

2017). 문제별로 디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문제에

서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편 여성생식기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

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위험상황 이전의 수준이나 

그 이상의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능력을 

극복력이라고 하는데(Tusaie & Dyer, 2004), 극복력은 긍정적인 감정

을 표현하고,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

에 극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Manne et al., 2015). 여성의 극

복력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며(Cohen, Baziliansky, & Beny, 2014), 

여성생식기 암환자의 57%에서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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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Gold, & Wyche, 2010), 우울이 높을수록 극복력은 감소한다. 

한 국내 연구에서 재발성 부인암 여성은 유방암 여성보다 낮은 수준의 

극복력을 보였다(양은정, 2014). 따라서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더하여 여성 암환자에 대한 가족의 영향은 투

병기간동안 중요한 요소이다.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6회에 걸쳐 실시

되며, 1~5일 간의 약물 투여와 3주의 휴식기로 이루어진다. 총 5개월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며, 악화나 재발 소견에 따라 횟수를 더해가면서 

일상 생활의 단절이 심해진다. 특히 여성은 탈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질환 자체를 주위에 알리지 않거나, 대인관계가 위축되기 때문에(지경은, 

2010), 가족에게 크게 의존하며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

은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Chan, Molassiotis, Yam, 

Chan, & Lam, 2001).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김건희와 김문정, 2018), 가사일 이외에도 걷기, 운동 등의 일상활동장

애가 있어서(김진경, 2017),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의 지지는 중요하다.  

그런데 암의 종류에 따라 디스트레스의 차이가 있고(Admiraal,  

Reyners, & Hoekstra-Weebers, 2013), 경제수준이 높고 연령 및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디스트레스가 높으며(Bergerot et al., 2018; 

Cassedy et al., 2018; Ponto, Ellington, Mellon, & Beck, 2010;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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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극복력이 낮았다(Coronado et al., 2015). 

반면 진단명, 진단 받은 기간, 재발 및 전이 유무는 가족지지와 극복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조현민과 유은광, 2015). 그러나, 

일부 상반된 결과들도 있어서(양은정, 2015; Manne et al., 2015) 항암

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지지가 높으면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김숙경, 2004), 

디스트레스가 감소하고(정경숙, 허제은, & 태영숙, 2014; Baider, Ever-

Hadani, Goldzweig, Wygoda, & Peretz, 2003), 극복력을 높여주며(안

자영, 2014; 조현민과 유은광, 2015), 극복력이 높으면 디스트레스는 감

소하는 것과 같이(Fradelos et al., 2017) 이들은 서로 영향을 준다. 따

라서 여성생식기암으로 인해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이라는 힘겨운 상황

에서 개인의 강점인 극복력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환경인 가족지지가 더

해진다면 디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적

으로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문

제별로 구체적인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

회적 지지인 가족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극복력

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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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항암화

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가족지지와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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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

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 간의 상관 관계를 파

악한다. 

3) 인구사회학적,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

족지지 및 극복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7 

3. 용어의 정의 
 

1) 여성생식기암 

난소, 자궁, 자궁관, 질 및 외음부 등 여성의 생식기관을 여성 생식

기라고 하며(표준국어대사전, 2018), 여성생식기에 발생하는 암을 여성

생식기암이라고 한다(National Services Scotland, 2018).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난관암, 질암, 외음

부암 의미한다.  

 

2)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불유쾌한 경험을 의

미한다(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2017). 

본 연구에서는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도구를 활용하여(Loscalzo et al., 2010) 신체적, 실생활, 기

능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를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3)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로 대상자 자신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갖도록 하며,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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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책임을 갖는 조직 속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

이다(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Cobb(1976)의 이론에 근거하여 강현숙(1984)이 개

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극복력  

극복력은 개인이 직면한 역경에 적응하고 오히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Connor & Davidson, 2003). 

본 연구에서는 Korean Version Connor-Davidson Resillience 

Scale (K-CD-RISC)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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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암의 치료과정으로 인해서 많은 암환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환자의 주관적인 어려움이 환자 자신 

또는 의료진에 의해 일상적인 반응으로서 과소평가되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디스트레스는 ‘정신과적’, ‘심리

적’, ‘정서적’이라는 단어들보다 낙인의 염려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여 환

자나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으나(김종흔, 

2009), 환자는 감정적 문제를 돕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

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디스트레스를 평가

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yan et al., 2005).  

암과 관련된 디스트레스는 신체적, 실생활, 기능적, 정서적인 측면에

서 높게 나타나고(Zabora, BrintzenhofeSzoc, Curbow, Hooker, & 

Piantadosi, 2001),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디스트레스가 높은 편인데 

(Hagedoorn, Buunk, Kuijer, Wobbes, & Sanderman, 2000), 여성생식

기암 환자는 유방암 환자에 비하여 디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서

지영과 이명선, 2015; O’Connor, Tanner, Miller, Watts, & Musielo, 

2017). 따라서, 여성생식기암 환자 간호에서  디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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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 

 

1)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자궁과 난소 절제술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니며(Teo et al., 2018),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동안에  

신체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박정숙과 이혜란, 2014). 불임으

로 인하여 35%의 여성생식기암 환자가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성생활 문제(67%), 성행위시 통증(62%), 성욕 저하

(56%) 등의 문제가 있었고(Carter et al., 2005),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여성생식기암 환자가 26.1%이었다(전나미와 박영숙, 2006). 그

러나, 성기능 문제와 성디스트레스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기도 하여 

(Soleimani et al., 2018), 신체적 문제와 그에 따른 디스트레스에 대

한 연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림프부종은 38.5%에서 발생

하였고(유선영과 김정혜, 2017), 말초 신경병증 중 발 저린감을 호소

하는 환자가 87.7%였다(김진경, 2017). 이들 연구에서는 증상이 발생

한 정도와 삶의 질, 일상활동장애,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측

정하였으나, 증상으로 인한 디스트레스는 파악하지 않았다.  

증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였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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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 불면증, 통증, 피로, 장운동, 주의집중 등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

였기 때문에(Stapleton, Holden, Epstein, & Wilkie, 2016), 여성생식

기암 환자의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여성생식기암과 유방암 환자의 신체적 디스트

레스를 측정하였는데,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는 성기능 14.5%, 가임

능력 저하 5%로 측정되었고, 외모 변화와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제

외한 신체적 문제에서 유방암보다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였다

(Bergerot, Clark, Obenchain, Philip, & Loscalzo, 2018). 이는 여성

생식기암과 유방암 모두 신체상 손상이 있지만, 유방 절제술은 외부적

인 손상으로 외모 변화와 관련된 더 큰 여성 정체성 상실을 보이고, 

임파 부종으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박

정윤, 2002; 전진영, 2004).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생식기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를 포함한 신

체적 디스트레스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실생활 및 기능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 

실생활 문제는 경제와 교통 문제, 집에서의 가사와 같은 실생활 

도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것, 의사와의 상담, 가족과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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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중 음식 섭취 등이 포함된다(Bergerot et al., 2018).  

부인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사노동분담은 90점 만

점에 56.7점으로 은퇴 가정 아내의 가사노동분담 평균인 58.8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김건희와 김문정, 2018), 일상적인 가사일에 영

향을 받는 부인암 여성이 77.4%이었다(김진경, 2017). 여성생식기암

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 50~60대의 고용율은 80% 정도로 

대상자 배우자의 상당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통계청, 2018) 여

성생식기암 환자는 항암 치료 중에도 가사 활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

고 가사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연구결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암환자가 49%로 

측정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김윤구, 2011),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검사

결과 설명, 검사의 이유, 완치 가능성 설명 등과 같이 의사와의 상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 종류 안내, 엄마 또는 아내로서 가족을 돌보

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과 같은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정보 요구도는 4점 만점에 3.18점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노주희, 

2008),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를 파

악하여야 한다.  

암환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사이와 부부 사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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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어려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불안이나 불편감이 있는데(신

유현, 2012), 암환자 대상으로 가족 의사소통 연구는 일부 있지만

(Young et al., 2017), 이에 대한 디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반면, 기능적 디스트레스는 수면, 걷기/계단 오르기, 학업/일/가정

생활 등이 있다.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여성의 수면의 질은 

60점 만점에 36.99점으로, 유방암과 혈액종양환자보다 약간 낮은 수

준이었고(김영화, 2010),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에서 

걷기에 장애에 있는 경우가 72.6%인 반면, 직장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24.7%로 낮게 측정되었다(김진경, 2017). 

신체적 문제와 같이 실생활, 기능적 문제 역시 문제 중심으로 발

생율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치료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가정

에서 보내게 되므로 실생활, 기능적 영역의 문제별 디스트레스의 측정

이 중요하다.  

 

3)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에서 중상 

이상의 불안 또는 두려움이 34.8%로 가장 많았다(Bergerot et al., 

2018). Problem List(PL)을 이용한 연구에서 여성생식기암 대상자의 

57%에서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Johnson et al., 201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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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 걱정 및 두려움이 많았고(O'Connor et al., 2017),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Sam, 

2016).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생식기암의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높게 

측정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디스트레스가 낮게 보고되기도 하여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Admiraal, Reyners, & Hoekstra-

Weebers, 2013).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 도구를 사용한 심리적 디스트레

스나(김건희와 김문정, 2018; 김진경, 2017; Ferrandina et al., 2012), 

NCCN의 Distress Thermometer나 Problem List를 활용하였다(박정

숙과 오윤정, 2012; 박정숙과 이혜란, 2014; Johnson et al., 2010; 

O’Connor et al., 2017). NCCN 도구의 Problem List는 예/아니오로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별로 디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불안과 

우울 도구로 측정시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린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

간에 측정이 가능하면서 문제별로 디스트레스 정도 파악이 가능한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도구

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4)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요인에 따른 디스트레스 

여성생식기암 생존자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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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낮았고, 연령이 낮은 군에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였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실생활,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높았다(Bergerot 

et al., 2018; Cassedy et al., 2018; Sam, 2016).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경과 관찰 중보다 치료 중일 때, 항암 화학

요법만 시행하는 군,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군이 방사선 치

료군보다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였으며, 높은 병기일수록 디스트레스가 

높았다(Bergerot et al., 2018; Cassedy et al., 2018). 

여성생식기암 생존단계에 따른 디스트레스를 보면 항암 치료중인 

급성생존단계가 4.5점으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확장 생존단계 3.67점, 

재발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영속적 생존단계 3.54점보다 높았으며, 여

성생식기암 치료가 종료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Distress 

Thermometer(DT)를 활용한 디스트레스 점수는 3.71점으로 절단점

인 4점 미만으로(Cassedy et al., 2018), 항암화학요법 시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디스트레스의 사정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경제상태, 교육 수준, 질병관련 특성

으로는 치료 방법, 병기, 진단 후 기간 등이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으므로(Bergerot et al., 2018; Cassedy et al., 2018; 

Sam, 2016), 이들이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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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가족지지 

 

암환자에게 있어 가족은 일차적인 정신적ㆍ 사회적 지지 체계의 근

원이며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능동적인 참여자이다(한숙정, 2003). 암 

진단과 장기화 되는 치료 과정에서 가족지지는 암환자의 회복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조옥희와 유양숙, 2009). 

여성생식기암 중 다수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은 발병의 호발 시기가 4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로(부인과학, 2015), 

주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족 내에서 역할이 크고, 본인

보다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김미선, 1999). 한

편으로 최근 40세 미만 젊은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비율이 증가 추세인

데(NCI, 2018), 30-40대의 젊은 여성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 역할

변화를 더 많이 겪게 되므로(Sammarco, 2001),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지지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에게 중요하다.  

항암 치료중인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30

점 만점에 24.6점으로 친구 20.7점, 기타 22.5점에 비해서 높았으며

(Wen et al., 2017), 여성생식기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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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5.8점, 의미 있는 타인 21.5점, 친구 18.5점(Yagmur & Duman, 

2016)으로 가족지지는 가장 높은 사회적 지지이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83.6~90.3%가 직업이 

없고(김진경, 2017; 양은정, 2015), 경제적인 면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가족은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암환자가 지각하는 

가족 지지가 높으면 가족의 부담감도 증가하는데, 환자를 돌보는 것을 

가족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황종귀와 김영

희, 2005).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가족 지지는 55점 만점

에 42.13점으로(윤선정, 2018),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48.03점(안자영, 2014), 혈액암 환자의 47.73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곽소영과 변영순, 2013), 윤선정(2018)의 연구에 포함된 여성생식기암 

환자 중 32.8%가 동거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지지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Chan 등(2001)은 홍콩에서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지지를 주로 제공하는지에 대해 18명을 인터뷰하였

다. 연구 결과, 가족 중 다른 여성(어머니, 시누이, 여자형제)들은 요리, 

쇼핑, 육아, 치료 동행 등과 같은 조용한 활동들을 도와준 반면, 배우자

는 주로 정서적 지지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반면,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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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함으로써 심층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다고도 하였고, 가족을 포함

한 주변인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관계 유지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보고

하였다(Chan et al., 2001). 즉, 가족지지는 환자의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가족지지가 높

았으며,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지지가 부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질

병관련 특성은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조현민과 유은광 

2015).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가족지지를 

조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9 

3.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 

 

극복력은 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경

을 겪으며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하는데(Min, Lee, Lee, Lee, & Chae, 2012), 외상이 발생하거

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개인이나 그룹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복잡성을 설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Aburn, Gott, & 

Hoare, 2016). 초기의 극복력은 역경에 대처하는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

을 두었으나, 현재 극복력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적

응 과정으로 간호영역에서 필수적이며(Szanton & Gill, 2010), 정신사회

적인 간호 뿐 아니라 신체적인 간호까지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환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Aburn et al., 2016; Grafton, 

Gillespie, & Henderson, 2010). 극복력의 특징은 역경을 극복하고 넘

어섬, 적응과 조정, 역동적인 과정, 일상의 마술과 회복 탄력성의 지표로 

설명된다(Aburn et al., 2016).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재발성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은 68.75

점이었으며(양은정, 2015), 유방암 환자의 극복력은 100점 만점에 

70.46점으로(안자영, 2014)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이 더 낮았다.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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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이 높을수록(Matzka et al., 2016),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안선

희, 2014; 안자영, 2014; Coronado et al., 2015) 극복력이 높았고, 여

성이 남성보다(Cohen et al., 2014) 극복력이 낮았으며, 질병 관련요인

으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차이가 없었다(김유진, 2017; 안자영, 2014; 

Manne et al., 2015).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은 개인의 능력, 신뢰/내성/스

트레스의 강화 효과, 변화 수용력, 지지, 조절, 영적 영향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Eicher, Matzka, Dubey, & 

White, 2015), 한국형 Connor-Davidson Resilience 도구(K-CD-

RISC)를 백현숙(2010)이 개인의 강인한 능력,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

향을 견디는 능력, 낙관성, 지지, 영성의 하위항목으로 구분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를 연구하여 57.2% 변량을 확인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한 도구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D-RISC를 활용하여 항암화학요

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 정도를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극복력을 확인하고 극복력의 차이를 확

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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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와  

극복력의 관계 

 

암환자는 질병 또는 치료과정으로 인해 피로, 수면장애, 통증, 오심, 

식욕부진, 말초신경병증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동시에 겪게 되면서 그로 

인한 기능 손상들은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

킨다(Kroenke, Johns, Theobald, Wu, & Tu, 2013). 치료 방법을 제한

하기도 하며(Walker et al., 2014), 암환자의 증상의 종류나 강도의 증

가는 생존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Aktas, Walsh, & Rybicki, 

2012), 증상에 대한 평가(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는 중요하

며, 이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질병 요인 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진행된 병기, 정신적ㆍ생리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Brant, Beck, & 

Miaskowski, 2010).   

성인 암환자에서 극복력은 암과 관련된 역경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

도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극복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Eicher et al., 2015). 극복력은 우울

과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 감소에 기여하고(Cuhadar, Tanriverdi, 

Pehlivan, Kurnaz, & Alkan, 2016; Tian & Hong, 2014), 극복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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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피로와 같은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Strauss et 

al., 2007).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디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

으며(정경숙, 허제은과 태영숙, 2014; Baider, Ever-Hadanib, 

Goldzweigc, Wygodaa and Peretza, 2003; Lea, Pnina, Gil, Marc and 

Tamar, 2003),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은 향상되며(곽소영과 변영

순, 2013; 안자영. 2014; 이정란, 이경완, 진은영, 박복남과 손윤, 2015; 

조현민과 유은광, 2015), 극복력이 증가하면 디스트레스는 감소한다

(Fradelos et al., 2017).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서 디스트레스, 가족지지와 극복력은 상호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

를 대상으로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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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 및 극복력을 파악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Figure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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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 및 극복력을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만족한 자 중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1) 선정기준 

(1) 만 20세 이상 성인 

(2) 여성생식기암을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자 

(3) 서면 지시를 읽고 설문지에 응답이 가능한 자 

 

2) 제외기준 

(1) 호스피스 치료에 동의하고 대기중인 자 

(2)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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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자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0.10을 이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에서 양측검정, 효과크기 0.3(medium), 검정력 95%, 유의 

수준 .05로 하였을 때  최소 138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2명에게 설문을 시행하였고, 설문지 작성 도중 거부하여 완성하지 

못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연구 도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 및 극복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35문항, 가족지지 11문항, 극복력 25문항, 일반적 특성 

4문항, 질병과 관련된 8문항이었다.  

 

1) 디스트레스 (Distress) 

본 연구에서는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Loscalzo et al., 2010). 이 도구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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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의 특성에 맞추어 추가, 삭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2문항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Bergerot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병동 수간호사 1인, 전문간호사 1인, 

산부인과 전문의 1인과 상의하여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 14문항, 실생활 문제 8문항, 

기능적 문제 3문항, 정서적 문제 10문항으로 구성된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3개 문항 중 약물 남용, 흡연, 거주지 근처 커뮤니티 자원 찾기, 

건강관리팀과의 의사소통과 같이 한국 현황에서 관심도가 낮은 문항과,  

씹기나 삼키기 어려움 등과 같이 여성생식기암 환자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문제, 치료 부작용과 같이 중복 해석이 가능한 문항 등을 포함한 

18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부종은 하지부종으로 변경하였으며, 폐경과 

손발저림 문제를 추가하였다.  

문제 목록이 제시되며 최근 2주간 본인이 디스트레스 정도를 

답하는 것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괴롭지 

않음’1점,‘약간 괴로움’2점,‘중정도 괴로움’3점,‘많이 괴로움’ 

4점,‘매우 많이 괴로움’5점으로 점수화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 범위는 35~175점이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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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별로 병원이나 의료진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을 

추가 기술하도록 하였다. Bergerot등(20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92이었다. 하위 항목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신체적 

디스트레스 0.74,  실생활 디스트레스 0.73, 기능적 디스트레스 0.61, 

정서적 디스트레스 0.93이었다.  

 

2) 가족지지 (Family Support) 

가족지지는 Cobb(1976)이 개발하고, 강현숙(1984)이 보완한 도구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중 부정 문항 2개는 역환산하였다.  

이 도구는 한영애(2004)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개의 하위 변인으로 나눈 것을, 황미선(2012)이 

재명명한 정서적 지지 4문항, 관계적 지지 2문항, 물리적 지지 3문항, 

역할적 지지 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대체로 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 

범위는 11~55점이다. 개발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 

이었고, 황미선(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9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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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5이었다. 하위 항목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 0.75, 관계적 지지 0.69, 물리적 

지지 0.44, 역할적 지지 0.77이었다.   

 

3) 극복력 (Resilience) 

극복력 측정도구는 Connor와 Davidson에 의해 2003년에 개발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백현숙(201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개인의 강인한 능력 9문항,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을 견디는 능력 8문항, 낙관성 4문항, 지지 2문항 및 

영성 2문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백현숙, 2010),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 범위는 0~100점이다.  K-CD-RISC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95이었다. 하위 항목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강인한 능력 0.88,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을 견디는 능력 0.91, 낙관성 0.87, 지지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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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0.38이었다.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스스로 인지한 경제 상태, 질병 관련 특성으로 진단명, 병기, 진단 후 

기간, 재발 및 전이 여부, 최근 발병까지 기간, 치료 방법, 항암제 투여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의 허락을 받고,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병동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에게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대상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말초신경병증, 전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이 불가능한 

5명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 내용을 대신 

기록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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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성은 연구 관련 의무기록 열람에 대해 진료과의 허가를 받은 

후 동기간에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수집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양적 변수의 경우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극복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극복력과의 상관관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전에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는 Kolmogorov-smirnov검정과 Shapiro 

-Wilk검정 모두에서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정규 분포가 확립되지 

않았고, 극복력은 Kolmogorov-smirnov검정에서 유의수준 0.05 

이상으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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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는 Mann-whitney와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두 그룹간 Mann-

whitney test로 비교하였고, 극복력은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4)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 극복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에 자료수집 

기관인 서울 소재 A 종합병원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IRB#2018-0718) 연구 

계획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사본 1부를 대상자에게 제공한 후 진행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익명이 보장되고 언제라도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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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와 증례기록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파일 캐비닛에 넣어 3년간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의 기밀유지를 위하여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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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 연령의 평균은 54.52±10.56세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대상

자가 101명(70.6%)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졸이 67명(4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64명(44.8%)이었

다(Table1). 

 

2) 질병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은 난소암이 68명(47.5%)로 가장 많았고, 

자궁경부암이 33명(23.1%), 자궁내막암 18명(12.6%)이었다. 진단시 

병기는 Ⅲ가 5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후 기간은 평균 

2.30±2.89년이었으며, 1년 미만이 53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52명(36.4%)에서 재발하여 치료 중이었으며, 

50명(35%)에서 전이 소견이 있었다. 재발시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89±1.82년이었다. 치료방법으로는 항암치료만 시행한 대상자는 

8명(5.6%), 수술과 항암치료는 111명(77.6%), 수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21명(14.7%),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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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2.1%)이었다. 항암제 투여횟수는 평균 12.48±12.52회이었으며 

1~6회 62명(4 3.4%)가 가장 많았고, 13회 이상이 50명(34.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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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N=143)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Max)

〈50years 44 30.8

50~59 57 39.9

≥60years 42 29.3

Married 101 70.6

Divorced, bereaved 21 14.7

Never married 24 9.8

Below middle school 34 23.8

High school gruduate 67 46.9

College graduate and more 42 29.3

High+Middle high 64 44.7

Middle low+Low 79 55.3

Ovarian cancer 68 47.5

Cervical cancer 33 23.1

Endometrial cancer 18 12.6

Others 24 16.8

Stage Ⅰ 32 22.4

Stage Ⅱ 15 10.5

Stage Ⅲ 55 38.5

Stage Ⅲ 41 28.7

〈1year 64 44.7

1~3years 53 37.1

≥3years 26 18.2

Yes 52 36.4

No 81 56.6

Yes 50 35.0

No 93 65.0

〈1year 25 48.1

1~3years 15 28.8

≥3years 12 23.1

CTx 8 5.6

OP+CTx 111 77.6

OP+CTx+RTx 21 14.7

CTx+RTx 3 2.1

1~6cycls 62 43.4

7~12cycles 31 21.7

≥13cycles 50 34.9

Education

Cumulative cycles

of  CTx

12.48±12.52

(1~63)

Age(year)

Marital status

Percieved economic

status

54.52±10.56

(27~77)

* OP : Operation, CTx : Chemotherapy, RTx : Radiotherapy

Stage of

cancer

Duration

since diagnosis

2.30±2.89

(0.08~20.33)

Relapse

Metastasis

Time elapsed

until recurrence

(N=52)

1.89±1.82

(0.25~8.17)

Type of treatmen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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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가 경험하는 디스트레스 전체 항목의 총점 평균은 

62.55±18.30점(37~131점/175점)이었으며, 각 하부영역별로 보면 

신체적 디스트레스 24.27±6.54점(15~50/70점), 실생활 디스트레스  

12.97±4.33점(8~30/40점), 기능적 디스트레스는 5.85±2.42점(3~14 

/15점), 정서적 디스트레스는 19.46±8.53점(10~49/50점)이었다.  

하부 영역별 평균으로 보면 기능적 디스트레스가 1.95±0.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신체적, 실생활 디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디스트레스를 보면 손발저림이 2.66±1.25점이었으 

며, 피로(2.36±0.99), 기분저하나 우울(2.30±1.18), 불안 또는 

두려움(2.17±1.15), 걷기나 계단 오르기(2.15±1.16)순으로 높은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3점 이상의 중상 이상 디스트레스 비율을 보았을 때도 손발저림이 

65명(45.5%)과 피로가 56명(39.2%)으으로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 53명(37.1%), 걷기 또는 

계단오르기 45명(31.5%), 외모의 변화와 불안 및 두려움이 

44명(30.8%)의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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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evels of Distress of the Participants                              

(N=143) 

Problem-Related Distress
Item

M±SD
Rank

High distress

(±3) n(%)

Total 1.78±0.52 (62.55±18.30)

Physical 1.72±0.47

(22.27±6.54)  Tingling sensation of hands & feet 2.66±1.25 1 65(45.5%)

  Fatigue 2.36±0.99 2 56(39.2%)

  Pain 2.12±1.17 6 47(32.8%)

  Physical appearance 2.06±1.16 7 44(30.8%)

  Constipation 2.03±1.24 8 41(28.7%)

  Nausea & Vomiting 1.82±1.05 18 31(21.7%)

  Controlling my stool 1.61±1.09 23 21(14.7%)

  Controlling my urine 1.53±1.04 24 19(13.3%)

  Joint limitations 1.52±0.89 25 21(14.7%)

  Leg swelling 1.45±0.88 28 16(11.2%)

  Recent weight change 1.43±0.86 29 10(7.0%)

  Menopause symptoms 1.36±0.78 32 11(7.7%)

  Sexual function 1.24±0.64 34 9(6.3%)

  Ability to have children 1.07±0.41 35 2(1.4%)

Practical 1.62±0.54

(12.97±4.33)  Needing practical help at home 2.00±1.01 10 38(26.6%)

  Finances 1.85±1.01 15 35(24.5%)

  Transportation 1.78±1.08 19 37(25.9%)

  Needing help coordinating my care 1.69±0.99 22 22(15.4%)

  Providing care for someone else 1.46±0.88 26 18(12.6%)

  Counseling about food intake

  and nutrition during treatment

1.43±0.74 29 14(9.8%)

  Talking with the doctor 1.38±0.78 31 13(9.1%)

  Talking with family, children and friends 1.36±0.63 32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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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evels of Distress of the Participants (cont’) 

 

Problem-Related Distress
Item

M±SD
Rank

High distress

(±3) n(%)

Functional 1.95±0.80

(5.85±2.42)  Walking, climbing, stairs 2.15±1.16 5 45(31.5%)

  Sleeping 1.85±1.00 15 26(18.2%)

  Managing work, school or home life 1.85±1.05 15 33(23.1%)

Emotional 1.94±0.85

(19.46±8.53)  Feeling down or depressed 2.30±1.18 3 34(23.8%)

  Feeling anxious or fearful 2.17±1.15 4 44(30.8%)

  Solving problems due to my illness 2.03±0.98 8 32(22.4%)

  Feeling hopeless 1.98±1.16 11 39(27.3%)

  Controlling my fear and worry

  about the future

1.97±1.11 12 53(37.1%)

  Managing my emotions 1.92±1.02 13 30(21.0%)

  Feeling irritable or angry 1.89±1.10 14 25(17.5%)

  Fear of death 1.78±0.95 19 32(22.4%)

  Finding meaning or purpose 1.78±0.52 19 36(25.2%)

  How my family will cope 1.46±0.77 25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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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가족지지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총점 평균 48.54±5.19점이었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정서적 지지가 4.65±0.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지지가 4.45±0.52점, 역할적 지지 4.28±0.77점, 관계적 지지 

4.01±0.80점 순의 결과를 보였다. 

 

Table 3. Family Support of the Participants                       (N=143) 

Variable M±SD(Item) Min~Max
Possible

Range

 Emotional Support 18.58±1.77 (4.65±0.44) 12~20 4~20

 Relational Support   8.02±1.59 (4.01±0.80)  2~10  2~10

 Physical Support 13.36±1.55 (4.45±0.52)  9~15  3~15

 Role Support   8.55±1.54 (4.28±0.77)  2~10  2~10

 Total 48.54±5.19 (4.41±0.47) 33~5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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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극복력 

대상자의 극복력은 Table 4와 같다. 총점 평균은 68.83±17.19점 

으로 보고되었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지지 영역이 3.21±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 영향을 견디는 능력  2.88±0.80점, 낙관성 2.79±0.91점, 

개인의 강인한 능력 2.61±0.74점, 영성 2.36±0.99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ilience of the Participants                            (N=143) 

Variables M±SD (Item) Min~Max
Possible

Range

Hardiness   23.48±6.67 (2.61±0.74) 6~36 0~36

Tolerence of negative affect   23.03±6.40 (2.88±0.80) 3~32 0~32

Optimism   11.16±3.65 (2.79±0.91) 1~16 0~16

Support    6.42±1.55 (3.21±0.78) 2~8 0~8

Spiritual influence     4.72±1.98 (2.36±0.99) 0~8 0~8

Total   68.83±17.19 (2.75±0.69) 22~10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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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상관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극복력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족지지와 극복력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391, 

p<0.01), 다음으로 디스트레스와 극복력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251, p<0.01),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Distres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N=143) 

 

Distress Family Support

   Family Support
-0.134

(0.106)
1

   Resilience
-0.251

(<0.01)

0.391

(<0.01)

Variables
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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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대상자가 

인지하는 경제상태를 분석하였다(Table 6).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으며, 가족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수준이었다(χ2=6.19. p=0.05). 사후 

분석을 위해 Mann-whitney 검정 결과, 고졸인 경우에서 중졸 이하인 

경우보다 가족지지가 높았다(z=-2.19, p<0.05).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상자가 인지하는 경제 상태였는데,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가 어려운 경우에 비하여 극복력이 높았다(t=2.3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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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tres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3)  

 

M±SD z/χ2 (p ) M±SD z/χ2 (p ) M±SD t/F (p )

〈50years 62.84±19.77 48.59±5.74 67.82±20.44

50~59 61.07±15.44 48.52±4.76 69.04±16.00

≥60years 64.26±20.44 48.50±5.34 69.62±15.87

Married 63.36±18.17 48.62±5.19 66.78±17.35

Divorced, bereaved

Never married

60.62±18.69 48.33±5.24 73.76±15.95

Below middle school (a) 64.88±18.42 47.00±5.99 63.79±16.03

High school graduate (b) 60.81±17.09 49.76±4.44 72.09±16.94

College graduate

and more (c)

63.45±20.16 47.83±5.26 67.71±71.43

High+Middle high 61.48±20.84 49.38±4.99 72.54±18.75

Middle low+Low 63.42±16.03 47.86±5.28 65.82±15.28

6.19

(0.05)

(a<b)

1.83

(0.07)

0.123

(0.88)

0.159

(0.69)

2.821

(0.06)

2.362

(0.02)

Resilience

Age(year)

(27~77)

Marital status

Education

Percieved

economic status

Distress  Family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0.38

(0.68)

0.94

(0.35)

1.17

(0.56)

-1.42

(0.15)

0.004

(1.00)

-0.37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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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차이 

 

질병관련 특성으로 진단명, 병기, 진단 후 기간, 재발 및 전이 여부, 

재발시까지 소요시간, 치료 종류, 항암제 투여 횟수를 분석하였다(Table 

7).   

디스트레스와 극복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없었으며,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진단 후 기간(χ2=5.94, p<0.05)이었으며, 

Mann-whitney 검정으로 사후 분석한 결과, 진단 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년 이상인 경우보다(z=-1.91, p<0.05), 1~3년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보다 가족지지가 높았다(z=-2.25, p<0.05). 또한, 

가족지지는 항암횟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8.24, p<0.05), 

Mann-whitney로 사후 검정한 결과 13회 이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대상자에서 7~12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보다 가족지지가 

낮았다(z=-3.05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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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stres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according to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3)  

 

M±SD z/χ2 (p ) M±SD z/χ2 (p ) M±SD t/F (p )

Ovary cancer 62.29±21.32 48.72±5.21 69.91± 0.69

Cervical cancer 61.55±13.24 48.84±5.44 64.06±18.59

Endometrial cancer 64.06±20.27 46.44±5.36 69.28±16.01

Others 63.00±13.85 49.23±4.55 72.28±15.75

Stage Ⅰ 63.25±18.59 49.28±4.53 65.28±20.36

Stage Ⅱ 58.93±15.91 48.53±4.98 74.60±18.15

Stage Ⅲ 63.09±21.53 48.40±5.26 71.76±15.18

Stage Ⅲ 62.61±14.15 48.14±5.73 65.56±16.02

 〈1year (a) 61.00±17.17 48.95±5.53 64.72±18.67

1~3years (b) 61.32±17.83 49.12±3.57 72.09±15.79

 ≥3years (c) 66.73±17.85 46.19±5.29 65.79±16.57

Yes 62.04±17.41 48.74±4.54 70.19±15.91

No 63.15±19.07 48.32±5.67 67.42±18.01

Yes 60.96±14.88 48.36±5.33 69.14±17.15

No 63.49±20.04 48.47±5.13 69.00±17.17

1.222

(0.30)

2.092

(0.10)

0.538

(0.59)

-0.94

(0.35)

0.046

(0.96)

4.02

(0.30)

0.43

(0.93)

5.94

(0.05)

(a,b>c)

-0.09

(0.93)

-0.15

(0.90)

1.31

(0.73)

1.3

(0.73)

1.98

(0.31)

-0.16

(0.87)

-0.15

(0.88)

Variables Categories

Diagnosis

Stage of

cancer

Duration

since

diagnosis

Relapse

Metastasis

Distress  Family Support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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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stres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according to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3)  

        (cont’) 

 

M±SD z/χ2 (p ) M±SD z/χ2 (p ) M±SD  F(p )

〈1year 62.29±17.46 49.62±4.23 71.92±15.24

1~3years 65.47±15.92 49.23±4.45 67.58±16.58

≥3years 69.46±15.18 46.38±5.81 64.61±16.81

CTx 65.75±17.40 49.87±6.62 67.87±21.94

OP+CTx 62.36±18.60 48.61±5.04 69.54±16.53

OP+CTx+RTx 62.61±18.19 47.33±5.41 69.38±19.16

CTx+RTx 60.33±18.30 50.66±5.85 76.00±16.64

   1~6cycls (a) 61.61±17.54 48.41±5.55 68.56±19.15

7~12cycles (b) 60.41±19.50 50.70±3.60 69.93±13.75

 ≥13cycles (c) 65.37±18.77 47.27±5.31 68.14±17.10

2.24

(0.33)

3.4

(0.18)

3.28

(0.35)

8.24

(0.02)

(b>c)

1.01

(0.37)

0.711

(0.55)

0.104

(0.99)

 ㆍOP : Operation, CTx : Chemotherapy, RTx : Radiotherapy

Variables

Type of

treatment

Cumulative

cycles of CTx

Categories

Time elapsed

until

recurrence

Distress  Family Support Resilience

2.20

(0.33)

0.55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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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와 극복력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트레스를 사정하고 중재해야 하며, 가족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력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 지지 및 

극복력의 상관성 

 

본 연구 결과 가족지지와 극복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극복력과 디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고,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 결과, 혈액암 환자(곽소영과 변영순, 2013), 항암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안자영, 2014), 입원한 암환자(이정란, 이경완, 진은영, 

박복남과 손윤, 2015), 여성생식기암 환자(조현민과 유은광, 2015)에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Cuhadar, Tanriverdi, Pehlivan, Kurn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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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n, 2016)에서 정신적 증상과 극복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에서 극복력이 낮으면 피로와 같은 신체적 

디스트레스의 감소가 감소하였던 선행연구결과들은(Strauss et al., 

2007)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유방암 생존자(정경숙, 허제은과 태영숙, 2014)에서 가족지지와 

정서적 디스트레스는 음의 상관 관계이었으며, 전립선암과 유방암 

커플에서(Baider et al., 2003) 사회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은 

정상군에 비해서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다. 선행 연구들은 불안, 우울과 같은 사회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극복력과의 관계를 보았으나, 본 연구는 신체적, 실생활, 기능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를 함께 측정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나타난 신체적 문제와 그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항암치료중인 

유방암 환자 연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증상과 관련된 고통, 즉 

디스트레스는 가족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안자영, 

2014),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고, 극복력이 높을수록 디스트레스는 낮았다. 따라서 가족지지를 

높여 주고, 극복력을 향상하는 간호 중재를 적용하여 디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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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관련성은 추후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2.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1.78±0.52점 

이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에서 가장 높은 디스트레스는 

손발저림 2.66점과 피로 2.36점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이었으며, 다음으로 

기분저하나 우울 2.30점, 불안이나 두려움 2.17점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걷기 또는 계단오르기가 2.15점으로 기능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였다. 상위 5개의 디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서적, 기능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디스트레스는 

10위에서 3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가족지지가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암으로 인한 치료 중일 때 경과 관찰중인 경우보다 디스트레스가 

현저히 높으며(Admiraal et al., 2013), 여성생식기암 환자가 유방암 환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인데 반해(서지영과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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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ergerot et al., 2018) 본 연구의 디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이었다.  

디스트레스가 낮았던 이유는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가 

치료과정에 집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수면과 같이 정신과 자문을 얻어 해결되는 문제나 성기능과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지영(2014)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진단 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서 1년 이상인 경우보다 

디스트레스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64명(44.7%)이 진단 

후 경과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신체적 디스트레스 

신체적 디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새로 추가하였던  

항목인 손발저림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로, 통증, 

외모의 변화, 변비, 오심/구토 등의 순서를 보였다. 반면, 여성생식기암 

치료 후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하지 부종, 폐경 증상, 성기능, 

가임능력 저하 등은 낮은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보였다.  

손발저림에 대한 디스트레스는 여성생식기 암에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신경독성 항암제인 Padexol, Carboplatin, Cisplatin을 사용하였을 

때 말초신경병증 유발에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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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Matsuoka et al., 2018), 본 연구 대상자 143명 모두 해당 항암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의 변화는 30.8%로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17.6%의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ergerot et al., 2018). 5명이 탈모 문제로 

인한 디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자유 기술한 내용을 보면 탈모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소극적이 되며, 친구와의 관계도 끊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탈모 자체보다 그로 인한 대인관계 위축까지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암 치료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적 

디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이 손발저림, 다음 순서로  

외모였던 결과와 일치한다(서지영, 2014).  

의료진이 손발저림 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탈모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 인한 

상실감(Sacerdoti, Lagana, & Koopman, 2010)이 디스트레스로 

이어지므로,  가발, 두건을 활용한 외모 꾸미기나 외모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항암제 선택시 탈모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피로는 암환자 전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Wang & Woodruff, 2015), 간호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 암환자가 피로 정도를 고려한 일상생활을 계획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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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하거나 

경과 관찰중인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본 연구 

대상자의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 비율을 보면 피로(42% vs 39.2%), 

통증(36.5% vs 32.8%) 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성기능(14.5% vs 6.3%)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여성생식기암 환자들의 성생활 양상은 치료 후 

60.9%에서 성생활을 전혀 안하거나, 월 1회 이하의 성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성기능 점수가 36점 만점에 18.86점이었으나(전나미, 2008). 본 

연구에서 성기능에 대한 디스트레스는 1.24±0.64점으로 3점 이상의 

디스트레스군도  9명(9.1%)에 불과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젊은 여성생식기 

암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NCI, 2018), 일부 대상자들은  

부부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어 하고, 아픈 이후로 부부관계를 안하고 

있는데 언제 가능한지 알려주기를 바랬으며, 질이 건조함 등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디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한 디스트레스 도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부인암 수술 시 표준적인 치료법이자 병기결정에 필수적인 수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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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골반 림프절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 절제술로 인해(Kohler et 

al., 2004), 여성생식기 암환자들은 38.5%에서 하지 림프부종을 

경험하게 된다(유선영과 김정혜, 2017).  

본 연구에서 하지부종과 관련된 디스트레스 점수 평균은 1.45점,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군도 11.2%였으나, 하지 부종이 나타날까봐 

평생 불안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는 수술 동의서 구득시부터 

하지부종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후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높은 정보 요구도를 

반영하여(노주희, 2008), 이와 관련된 교육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실생활, 기능적 디스트레스  

실생활 디스트레스는 가사업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높은 

디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감, 이동수단(교통), 스스로 

돌볼 수 없음, 내가 타인을 돌봐줘야하는 것에 대한 디스트레스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사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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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저림감, 발에 둔한 느낌, 손저림감을 약 80% 정도에서 느끼며, 

일상적인 가사일과 걷기 등에서 70% 정도의 일상생활장애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며(김진경, 2017; 정주현 외., 2013),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 중 가장 높았던 손발저림 증상과 연관되어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미혼은 9.8%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대부분 치료 후 가정에 돌아가서 가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여성생식기암 발생도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기 때문에(NCI, 2018), 향후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디스트레스 측정시 다양한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디스트레스는 걷기 또는 계단오르기에 대한 디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말초신경병증이나 하지부종 등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신체적 증상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한 운동 부족, 감각 저하로 인한 신체 손상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수면에 있어서는 

18.2%에서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보였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ergerot 등(2018)의 연구에서  

39.2%에서 수면 장애를 보인 것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수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정신과 상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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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임상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약물 

중재를 중심으로 한 여성생식기암 환자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증상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지지 체계와 정도에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간호계획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서적 디스트레스 

정서적 디스트레스는 정신건강문제 또는 약물 복용 등과 관련되므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여성생식기암 치료 종료 후 외래를 다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1%에서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가 19%, 약물치료를 한 

경우가 43%이었다(Cassedy et al., 2018). 여성생식기암 환자 중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보인 영역은 불안과 두려움 34.8%, 감정 조절의 

어려움 24.2%(Bergerot et al., 2018)으로 높은 정서적 디스트레스가 

보고되는 반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국내 여성생식기암 환자는 중증의 

불안은 17.1%, 우울은 21.9%이었으며(양은정, 2014), 여성생식기암 

생존자의 86%가 우울, 불안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상군으로 보고되고 

있어(김건회와 김문정, 2018),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트레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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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상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보인 항목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37.1%로 가장 높았고, 불안 또는 

두려움 30.8%, 절망감 27.3%의 순서를 보였으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걱정, 불안, 짜증, 슬픔 순의 결과와 

유사하다(안자영, 2014). 하지만, 국외 연구보다 정서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가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디스트레스를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암환자 간호시 가족은 실생활 영역이나 신체적 영역의 문제보다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이영숙, 

허대석, 김미라, 김원경과 최정윤, 2004),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관리는 

중요하다. 관리에 앞서 정확한 사정이 필요하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작은 

변화를 살펴보고, 환자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디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지지적 간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가족지지 

 

대상자의 가족지지는 55점 만점에 48.54±5.19점 (4.41±0.47)이었 

으며, 정서적 지지, 물리적 지지, 역할적 지지, 관계적 지지의 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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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치료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6.49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조현민과 

유은광, 2015), 유방암 환자의 48.36점과 혈액암 환자 47.73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곽소영과 변영순, 2013: 안자영, 2014).  

가족지지 도구의 하부요인의 신뢰도를 보면 물리적 지지는 

Cronbach α 값이 0.44로 낮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가족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가족은 나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준다의 3항목으로 

구성된 물리적 지지는 대상자 중 다수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문항으로 구성되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본 도구는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였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 

암환자의 가족지지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족지지 측정 도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가족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진단 후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항암 횟수가 13차 이상인 경우에 

가족 지지가 적었다.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이정란, 이경완, 진은영, 박복남과 손윤, 

2015).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고, 항암치료 횟수가 증가하면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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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길어지는 환자의 가족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가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환자 가족은 중등도 이상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시간 

의존적 부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가족의 부담감은 

가족 기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박연환과 현혜진, 

2000). 장기화된 치료시 가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의 부담감도 증가하므로 암환자 가족을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간호영역에 포함하여 도와야 할 것이다.  

 

 

4.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 

 

본 연구에서 극복력은 100점 만점에서 68.83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항암 치료중인 유방암 환자의 연구의 70.46점(안자영, 

2014), 췌장암 환자 73.21점(김유진, 2017)과 비교해보면 약간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발성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백분위 점수로 비교하였을 때는 68.57점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양은정, 2014). 따라서 낮은 극복력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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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식기암 환자를 위한 극복력 향상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복력 측정도구는 본 연구에서 세부영역별로 지지 Cronbach’s α 

0.56, 영성 Cronbach’s α 0.38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따라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에서 극복력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생식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았는데(Cassedy et al., 2018), 본 

연구결과,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없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극복력 연구를 반복하여 시행하고,  

다른 요인들을 추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병관련 특성인 진단명, 병기, 진단 후 기간, 재발 및 전이여부, 

치료의 종류, 항암 투여횟수 등은 모두 극복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질병 관련 특성은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안자영(2014)의 연구와 암의 병기와 차이가 없었던 연구(Cassedy et 

al., 2018)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극복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경과가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항암화학요법중인 여성생식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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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상으로 의미요법에 기반하여 극복력 중재를 적용한 연구결과,  

극복력과 삶의 의미가 증가하였고, 희망, 심리사회적 고통, 신체적 

증상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구본진, 2008). 따라서, 임상에서 

접근이 쉬운 극복력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희망이 

증가하면 극복력이 증가하고, 희망이 극복력을 38.2% 설명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이은경, 2006), 간호사는 치료 과정의 파트너로 

환자가 낙담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여성생식기 암환자의 장기화된 치료에서 극복력 증진을 

위한 간호 적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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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

스트레스, 가족지지, 극복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간의 상관관

계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각 

변수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는 

62.55점으로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57점이었으며, 

디스트레스를 세부 문제별로 보았을 때 손발저림, 피로, 기분저하나 

우울, 불안이나 두려움, 걷기 또는 계단오르기의 순서로 높은 

디스트레스를 보였다. 손발저림, 하지부종 등은 걷기 또는 계단오르기 

등에 불편감을 초래하여 하나의 증상에 따라 연관되므로, 

디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가족지지는 48.54점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계적 지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졸 이하에서 유의하게 가족지지가 낮았고, 진단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항암제 투여횟수가 많을수록 가족지지가 감소하였다. 

치료가 장기화된 환자와 교육수준이 낮은 대상자의 가족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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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부담감도 함께 관리하여 

일상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의 영역을 포함한 간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극복력은 

68.83점이었으며, 지지, 부정적 영향을 견디는 능력에 비해 영성, 

개인의 강인한 능력과 낙관성 등이 부족하여 극복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질병 

특성이나 치료 경과와 상관없이 극복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극복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극복력에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극복력은 디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

지지와 디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

지지를 통해서 극복력을 높이고, 극복력이 증가하면 디스트레스가 낮

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의료 현장에서 디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성생식기 암환자들이 

디스트레스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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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 및 관리가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디스트레스, 

가족지지와 극복력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여성생식기암 환자에서 

가족지지를 포함하여 극복력을 강화하고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교육적 측면, 실무적 측면, 연구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관리, 가족지지 및 극복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데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디스트레스 사정 및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 및 치료 초기부터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알리고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정하고 환자 또한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성기능이나 수면장애, 정서적 문제 등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디스트레스 사정으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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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적 측면에서는 임상에서 중재 적용이 용이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반복 연구 및 치료시기별 디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질병 관련 요인들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생식기 암환자에게 적합한 가족지지, 극복력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이 일개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성생식기암 환자에게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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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Consent Form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제목 : 항암 치료를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항암 치료를 받는 여성 생식기계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을 확인하고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2달 동안 약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항암 치료중인 여성 생식기계 암 환자들이 암 진단과 치료과정을 겪

는 디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극복력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의 기초 자료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참여로 인한 부작용 또는 어떠한 직접적인 피해도 없을 것이며, 금전적 

혜택 또한 없습니다. 소정의 사례품인 물병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귀하가 제공해 주시는 설문지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

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절하실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구자에게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 하시는 설문지 외에 진단명, 병기 등 질병 관련 특성 일부는 연구

자가 의무기록을 통해서 수집할 예정입니다. 연구자는 심의 위원회 및 규제기관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임상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신상에 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연구대상자의 의무기록

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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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신 정보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

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익명으로 

연구되며, 수집된 정보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의무 보관 기간인 3

년 동안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파일에 보관한 뒤 절차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

정입니다.  

설문 조사와 의무기록 열람에 자의로 동의하며, 위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였다면,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문항은 정답은 없으며 귀하의 

생각과 경험을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 

분 정도이며, 1회 측정하며, 2019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담당자 : 안현진  

(서울아산병원 75병동 Unit manager,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수료) 

연락처 : 02- 3010- 0000,           이메일 : naahj79@daum.net 

 

임상 참여하는 동안 임상연구 참여자로서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

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아

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 보호센터 : 02-3010-0000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 02-3010-0000 

 

연구대상자 성명 :                  서명 :           

서명일 : 2018.   .     .     

 

mailto:naahj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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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서명하십시오.  

본 대리인(친권자 또는 배우자 등)은 연구대상자의 의사표현능력 결여로  

동의가 불가능하여,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임상연구 참가에 동의합니다.  

연구대상자의 대리인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서명일___________________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     )의 (      ) 

 

본인은 연구대상자가 동의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를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또는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대상자(또는 대리인)는 설명을 이해하고 임상연구의 참여를 동의(가능한 경우, 

자필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참관인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서명일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성명 :                    서명 :         

 서명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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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Research Instruments  

 

다음의 문항 중 최근 2주간 귀하가 겪은 문제에 따라  

겪은 괴로움 정도와 일치하는 란에 표기(V)해 주십시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병원이나 의료진의 도움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     제 

괴로움 정도에 표기 (V) 병원이나 의료진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기술하세요. 

전혀 

괴롭지 

않음 

약간 

괴로움 

중정도 

괴로움 

많이 

괴로움 

매우 

많이 

괴로움 

1 피로 1 2 3 4 5  

2 손발저림 1 2 3 4 5  

3 통증 1 2 3 4 5  

4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1 2 3 4 5  

5 변비 1 2 3 4 5  

6 하지 부종 1 2 3 4 5  

7 최근 체중 변화 1 2 3 4 5  

8 외모의 변화 1 2 3 4 5  

9 성기능 1 2 3 4 5  

10 오심 / 구토 1 2 3 4 5  

11 소변 조절 1 2 3 4 5  

12 대변 조절 1 2 3 4 5  

13 폐경증상 1 2 3 4 5  

14 가임력                                                                                                                                                                 1 2 3 4 5  

15 경제적 부담감 1 2 3 4 5  

16 이동 수단 (교통) 1 2 3 4 5  

17 스스로 돌볼 수 없음 1 2 3 4 5  

18 
가정에서 가사업무에 

도움이 필요함 
1 2 3 4 5  

19 
내가 타인을  

돌봐줘야하는 것 
1 2 3 4 5  

20 의사와의 상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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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제 

괴로움 정도에 표기 (V) 병원이나  

의료진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

요한 경우 

내용을 기술하세요. 

전혀 

괴롭지 

않음 

약간 

괴로움 

중정도 

괴로움 

많이 

괴로움 

매우 

많이 

괴로움 

21 
가족, 자녀, 친구와의 

의사소통 
1 2 3 4 5  

22 

치료 중 음식 섭취 및 

영양제 복용에 대한 

상담 

1 2 3 4 5  

23 수면  1 2 3 4 5  

24 걷기 또는 계단오르기 1 2 3 4 5  

25 
일(또는 학업) 또는  

가정 생활  
1 2 3 4 5  

26 절망감 1 2 3 4 5  

27 감정 조절 1 2 3 4 5  

28 불안 또는 두려움 1 2 3 4 5  

29 가족들의 대처방식 1 2 3 4 5  

30 죽음에 대한 두려움 1 2 3 4 5  

31 초조함 또는 화남 1 2 3 4 5  

32 
질병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을 못하는 것 
1 2 3 4 5  

33 기분저하 또는 우울 1 2 3 4 5  

34 미래에 대한 걱정 1 2 3 4 5  

35 
삶의 의미나  

목적 찾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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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가족에게서 느낀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나에게 회복할 수 있다고 용

기와 격려를 준다.  
1 2 3 4 5 

2 
가족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3 가족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5 
가족은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준다.  
1 2 3 4 5 

6 
가족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1 2 3 4 5 

7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1 2 3 4 5 

8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1 2 3 4 5 

9 가족은 나와 집안일을 의논한다.  1 2 3 4 5 

10 
가족은 나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준다. 

1 2 3 4 5 

11 

가족은 내가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할 

때 보고싶은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준다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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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을 읽고, 지난 한달간 생활에서 귀하의 경우와 비추어 일치

하는 정도에 표기(V)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0 1 2 3 4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날 도와줄 가깝

고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0 1 2 3 4 

3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

책이 없을 때에는, 가끔 신이나 운명

이 도와줄 수 있다.  

0 1 2 3 4 

4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할  

수 있다.  
0 1 2 3 4 

5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다루는데 자신감을 준다.  
0 1 2 3 4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일의 

재미있는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7 
스트레스 극복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0 1 2 3 4 

8 
나는 병이나, 부상, 또는 다른 역경을  

겪은 후에도 곧 회복하는 편이다.  
0 1 2 3 4 

9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대부분의 

일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

는 것이라 믿는다.  

0 1 2 3 4 

10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0 1 2 3 4 

11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0 1 2 3 4 

12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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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3 
스트레스/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안다.  
0 1 2 3 4 

14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나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잘 유지한다. 
0 1 2 3 4 

15 

타인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3 4 

16 
나는 실패 때문에 쉽게 용기를 잃지는 

않는다.  
0 1 2 3 4 

17 
나는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하

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18 

나는 남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어려운 결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

다.  

0 1 2 3 4 

19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불유

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잘 처

리할 수 있다.  

0 1 2 3 4 

20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때, 간혹 이유 

없이 직감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때가 

있다.  

0 1 2 3 4 

21 삶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있다.  0 1 2 3 4 

22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  
0 1 2 3 4 

23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0 1 2 3 4 

24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0 1 2 3 4 

25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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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  

각 문항을 읽고 빠짐없이 표기(V)하여 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2 결혼상태 □ 기혼   □ 별거   □ 이혼   □사별   □ 미혼 

3 최종 학력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이상 

4 경제 상태 

□ 매우 어려움      □ 약간 어려움  

□ 약간 넉넉함      □ 매우 넉넉함 

 

 

< 질병 특성 > 

연구자가 의무기록을 보고 작성   Case No :         

1 진단명 □ 난소암 □ 자궁경부암  □ 자궁내막암 □ 기타 (         ) 

2 진단시 병기 □ 1기   □ 2기  □ 3기   □4기 

3 진단 후 기간 (    )년 (    )개월 

4 재발 여부 □ 없음   □ 있음(    )회 

5 전이 여부 □ 없음   □ 있음(                  ) 

6 최근 NED 기간 (    )년 (    )개월 

7 치료 방법 

(중복 가능) 

□ 수술치료    □ 항암치료    □ 방사선치료  

□ 기타 (          ) 

8 항암제명 

/항암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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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Results_Assistance requested on Problems-related Distress 

Problem-Related  

Distress  
Discription 

Physical 
 

 Fatigue 오전보다 오후가 더 피곤함 

 Tangling Sensation 

of Hands & Feet 

손발저림에 대한 초기협진이 필요 

빌저림으로 걸을 수 없음 

손저림으로 단추채우기, 젖가락질 

어려움 

손보다 발끝저림이 심함 

 Pain 통증 관리 시기가 늦음 

 Leg Swelling 

하지 부종이 발생할지 평생 불안함 

하지부종 발생률을 정확히 

알려주었으면 함 

 Physical 

Appearance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심함 

탈모로 인해 친구와 연락 끊음 

탈모로 인해 대인관계 소극적이 됨 

손발톱이 부서져 손을 쓸때 힘듦 

 Sexual Function 부부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음 

아픈 이후로 부부관계를 안함 

언제 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람 

질이 건조함 

 Controlling my urine 소변이 참기 힘들어서 기저귀를 착용함 

Practical  
 

 Needing practical 

help at  home 

손이 차가워서 설거지하기 힘듦 

식사 차리기 힘듦 

 Talking with the 

doctor 

의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음 

치료경과를 보호자에게만 설명하는 

것이 불안함 

병과 관련된 정확한 설명을 원함 

Functional  
 

 Walking, Climbing 

stairs 

발저림으로 계단오르기가 힘듦 

평지는 괜찮지만, 계단오르기는 어려움 

Emotional 
 

 How my family will 

cope 

가족들이 나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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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of Distres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in Patients with 

Female Genital Cancer  

undergoing Chemotherapy 

 
 

Hyunjin A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irected by Professor HaeWon Kim, PhD, RN. 

 

Although the incident rate of cervical cancer among female 

genital cancer has decreased, endometrial cancer and ovarian 

cancer have increased, and the 5-year survival rate has increased, 

but female genital cancer patients with stages or metastasi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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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o continue chemotherapy. 

This study confirms the degree and correlation of distres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of patients with female genital cancer, 

and the difference of population sociology and disease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Data collection took place in a hospital in Seoul from July 13, 

2018~ August 16 and was performed on 143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receive chemotherapy for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measurements were conducted by using Distress 

measurement developed by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Kang’s Family Support Scale and Korean Version of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 for Resilience. 

For survey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Mann-whitney and 

Kruskal-wallis test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4.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54.52 years, and the 50’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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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epresented the majority (39.9%), and the participants 

with husband were 101(70.6%). The Participants with the stage 

of cancer Ⅲ and Ⅳ were 96 participants (67.2%), and 50 

participants(35%) had metastasis and 52patients(36.4%) had 

recurrences. 132 participants underwent operations prior to 

undergoing chemotherapy. 

2. The values of distress of the participants was 62.55(37 ~ 131 

points) out of 175, Family support was 48.54(33 ~ 55 points) 

out of 55, and resilience was 68.83(22 ~ 100 points) out of 100. 

3. In female genital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r = 0.391, p <0.01),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distress and 

resilience(r = -0.251, p <0.01),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amily support and 

distress. 

4. There were no factors affecting distress, and  the period after 

diagnosis (χ2 = 5.94, p <0.05) and the number of chemotherapy 

(χ2 = 8.24, p <0.05) were the influencing factors t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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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The factor that affected resilience was economic 

status(t = 2.36, p <0.05).  

 

This study shows that the resilience can be improved by family 

support, and improved resilience leads to decrease in distress. 

Additionally, well-managed distress may lead to improved 

resilience. Accurately assessing and managing the distress of the 

patients with female genital cancer is crucial, and nursing 

intervention that decreases the distress and increases family 

support and resilience needs to be developed and applied.  

 

Key words: Female genital cancer, Chemotherapy, Distress,  

Family support, resilience 

Student number: 2007-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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