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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갑상선암의 국내 발생률 순위는 2006년 전체 암 중 4위에서 2008년 

2위, 2009년에 1위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들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기능과 역할 기능에 대한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인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알아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갑상선암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일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129명이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에게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해당 병원의 허락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시작하였다.

연구 도구로 불안, 우울은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을,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을,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FACT-G) version 4를 

이용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PASW) 19.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항목별 결측치를 제외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Duncan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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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26%(34명)가 임상적으로 불안이 

있는 상태로 측정되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은 

병기(p = .003)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26%(34명)는 임상적으로 우울이 

있는 상태로 측정되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은 

성별(p = .021), 진단 후 기간(p = .048), 병기(p = .006), 자조모임 

참여 여부(p = .034)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7.57 

(±5.64)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성별(p = .041), 직업유무(p = .003), 경제 상태(p = .001), 진단 후 

기간(p = .027)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74.00(±15.19)점

이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성별(p = .002), 

직업 유무(p = .002), 병기(p = .01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삶의 질은 불안(r = –0.602), 우울(r = –0.694), 자아존중감(r = 0.67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6) 성별, 직업유무, 병기,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β = 0.507)과 불안(β = -0.391) 

변수가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adjusted R2 = 0.649, p < .001).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 iii -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갑상선암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갑상선암, 갑상선절제술, 삶의 질,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학  번 : 2009-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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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갑상선암(thyroid cancer)의 국내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암 중 4위를 차지하였지만 2008년에는 2위, 그리고 2009년에 

1위로 상승하여 총 31,977명이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암유병률 

순위에서도 갑상선암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의 암 유병자수

(2009년 기준)가 107,388명에 달하였다(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1).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으로, 

갑상선암은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많고 연령별로는 30~50대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국소적 치료법인 

수술요법과 방사선치료, 전신적 치료법인 항암제 치료와 호르몬 요법 등이 

있다. 이 중 갑상선암의 주요 치료는 갑상선절제술로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는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윤여규 등, 2007). 이러한 

치료로 인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약 99%(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1)로 매우 높아 예후가 가장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n et al., 2007; Tagay et al., 2006). 그러나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대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이 대부분으로, 갑상선암과 

같이 한국인에게 흔한 다른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은현 등, 2002).

암 환자의 삶의 질 저하 요인은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구학적 변인이나 

질병관련 변인보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은혜 등, 2010) 특히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신체 상태는 정서 상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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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Tagay et al., 

2006).

불안과 우울은 암 환자에게 가장 흔한 정서문제로 알려져 있다

(Sellick et al., 1999). 이러한 암 환자의 낮은 정서 상태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질을 초래하며(Skarstein et al., 2000) 정서 상태 중에서 

특히 불안(전영희 등, 2010)과 우울(이은옥 등, 2008; 하은혜 등, 2010)이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암 환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및 독립성의 상실로 무력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연옥, 2003; 

하은혜 등, 2010; Bartoces et al., 2009).

갑상선암의 높은 발생률 및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독일에서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요인, 신체 증상, 정서요인을 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 삶의 질의 신체적 영역의 영향 

요인은 우울과 나이로, 정서 영역의 영향 요인은 우울, 불안, 기분장애로 

확인되었으며 신체 증상은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Tagay, et. al., 

2006). 국내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피로가 치료시기별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다른 신체 상태는 시기별 유의한 

공통요인은 아니었다(유선희, 2011). 한편 암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불안(전영희 등, 2010), 우울(이은옥 등, 

2008; 하은혜 등, 2010), 자아존중감(오복자, 1997; 하은혜 등, 2010; 

Bartoces et al., 2009)이 국내 갑상선암 환자에게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정서 상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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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구체적 목표를 갖는다.

1)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2)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불안

불안은 불특정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두려운 행동과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Spielberger, 1972). 본 연구에서는 Zigmond & Snaith (1983)가 개발한 

도구를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1999)이 번안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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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로 측정한 점수 중 불안 

하부척도(HAD-A)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우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삶에 대한 실망으로 발생하는 침울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의미한다(Battle, 1978). 본 연구에서는 Zigmond & Snaith 

(1983)가 개발한 도구를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1999)이 번안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로 측정한 

점수 중 우울 하부척도(HAD-D)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신체적 및 정신∙사회적 기능과 역할 기능에 대해 개인이 

지각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하며(Ferrans, 1990), 본 연구에서는 

Cella 등(1993)이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

General (FACT-G) version 4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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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인간 삶의 바람직한 상태와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물질적 수준뿐 아니라 문화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김기옥 등, 2005).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남성 77세, 여성 84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37.9%, 여성은 32.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1). 또한 암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율 역시 증가하면서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수가 늘어남은 물론 

그들의 투병기간도 길어지게 되어(이은옥 등, 2008), 암 환자가 치료 

중이나 후에도 얼마나 질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었다(이은현 등, 2002).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적응 과정을 겪게 되며,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양영희, 2002; 이은옥 등, 2008). 암 환자의 삶의 질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은 신체 상태에 비해서 정서 상태에서 

삶의 질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권은진, 2009, 서연옥, 

2007), 삶의 질에 심리사회적 변수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은혜 등, 2010).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정서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Skarstein 

et al., 2000) 암 환자의 정서 상태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하겠다.

갑상선암은 최근 10년간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이다(윤여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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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현재 국내 암발생률 및 암유병률 순위에서도 갑상선암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5년간의 갑상선암 유병자수가 약 10만 

명이 되었다(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1).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으로, 

이 기관에 생긴 혹인 갑상선결절 중 약 5~10%가 악성인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갑상선암은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많고 연령별로는 30~50대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국소적 

치료법인 수술요법과 방사선치료, 전신적 치료법인 항암제 치료와 호르몬 

요법 등이 있다. 이 중 수술은 모든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치료방법이며 또한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는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윤여규 등, 2007).

이러한 치료법으로 인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약 99%

(한국중앙암등록본부, 2011)로 매우 높아 예후가 가장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으나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은 국가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an et al., 2007), 건강한 

인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심리 

사회적 문항에서 모두 건강한 인구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Tagay et al., 2006). 그러나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대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이 대부분으로, 갑상선암과 같이 한국인에게 흔한 다른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은현 등, 2002).

이렇게 암 환자의 저하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불안, 

스트레스, 암 재발 우려가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었고(전영희 등, 

2010), 우울이 삶의 질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이은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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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하은혜 등, 2010). 또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보고되었다(오복자, 1997; 하은혜 등, 

2010; Bartoces et al., 2009).

특히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저하요인으로는 독일에서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요인, 신체 증상, 불안, 우울, 기분장애를 

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 

삶의 질의 신체적 영역의 영향 요인은 우울과 나이로, 정신적 영역의 

영향 요인은 불안, 우울, 기분장애로 확인되었으며 신체 증상은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Tagay, et. al., 2006). 국내연구로는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후 1개월 내, 수술 후 요오드치료 초, 중기의 삶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피로가 치료시기별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신체 상태는 시기별 유의한 공통요인은 

아니었다(유선희, 2011).

이상의 고찰에서 갑상선암 환자를 비롯한 암 환자의 삶의 질은 대체로 

저하되어 있으며, 그 영향요인으로는 신체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의 

저하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위해서 정서 요인 중 

각각의 변수가 삶의 질의 유의한 영향 요인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과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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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상선암 환자의 불안, 우울

불안은 불특정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함께 여러 가지 

유형의 두려운 행동과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불안은 

스트레스에 의한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반응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불안 감정을 기술하고 보고할 수 있다(Spielberger, 

1972).

암 환자는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발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하은혜 등, 2010). 하혜경(1982)이 암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불안을 측정했을 때 40%의 환자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불안은 건강한 인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았다(Tagay et al., 2006).

이러한 암환자의 불안은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암환자는 병기나 수술 여부보다 불안, 스트레스, 암 재발 

우려가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전영희 등, 2010).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삶에 대한 실망으로 발생하는 침울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로 정의된다(Battle, 1978). 암 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치료 

방법의 모호성과 복잡성, 치료 결과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이는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 반응인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이윤정 등, 2001).

암환자의 우울은 유방암 환자의 30.8%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박은영 등, 2011), 유방암 환자 199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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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피로와 우울의 발생 빈도, 관련요인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다기관 공동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약 25%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상태로 나타났다(김수현 등, 2008).

암환자의 우울은 삶의 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위장암 환자의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으며(이은옥 등, 2008), 유방암 환자는 우울이 높은 자가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등, 2008; 하은혜 등, 2010).

갑상선암 환자의 우울은 건강한 인구집단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Tagay et al., 2006)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후,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 초, 중기의 우울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시기별 유의한 차이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선희, 2011). 그러나 우울은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의 유의한 예측 변수인 것으로 측정되었다(유선희, 2001; Tagay et 

al., 2006).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암 환자에서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질병관련 요인에 비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리사회적 요인 가운데 불안 증상

(Shapiro et al., 2001; So et al., 2010)과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Andritsch et al., 2007; Shapiro et al., 2001; So et al., 

2010) 불안, 우울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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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상선암 환자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Rosenberg, 1965). 암 환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및 독립성의 상실로 무력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연옥, 2003; 하은혜 등, 2010; Bartoces et al., 2009).

암환자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정경숙 등, 

2007; 정찬영 등, 2002) 이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오복자, 1997) 후두암 수술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연령, 결혼, 교육, 직업,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옥, 2003). 한편, 자궁경부암 환자 중 비침윤성 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SF-36으로 측정한 삶의 질의 신체적 ∙ 정신적 영역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침윤성 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의 정신적 영역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체적 영역에는 

큰 관련성이 없었다(Bartoces et al., 2009).

갑상선암을 포함하는 두경부암은 특히 수술 후 외모의 변화로 인한 

신체상과 자아 개념의 변화, 우울, 성기능 장애 등의 심리적 기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Krouse, 1989). 또한 갑상선암을 포함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수술 전 자아존중감이 

수술 후 불안, 우울에도 영향을 주며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사회학적 사정과 지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Kobayash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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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태극권(Mustian et al., 2004)이나 요가의 이완 요법(Tine et al., 

2011)이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갑상선암 환자에게 적합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중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갑상선암 환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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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한민국 서울

시내 일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절제술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12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8세 이상인 자

둘째,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자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조사에 응답이 가능한 자

넷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3. 연구 도구

1) 불안

본 연구에서는 Zigmond & Snaith (1983)가 개발한 도구를 오세만 등

(1999)이 번안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중 불안 하부척도(HAD-A)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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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체적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Zigmond & Snaith, 1983). 총 7개의 문항이며 총점은 21점이다. 

0점(없음)~3점(심함)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점수의 해석 방법은 0~7점은 

정상 범위로 보고, 8~10점까지는 경증의 불안, 11점 이상은 중증의 

불안으로 본다(Snaith, 2003). 도구의 신뢰도는 오세만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 = .89이었으며, Aben, Verhey, Lousberg, Lodder과 

Honig (2002)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 .89이었다. 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GL assessment’ 

(www.gl-assessment.co.uk)로부터 도구사용 허가서를 받았으며, 

번안자에게 번역된 도구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Zigmond & Snaith (1983)가 개발한 도구를 오세만 등

(1999)이 번안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중 우울 하부척도(HAD-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특히 신체적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Zigmond & Snaith, 1983). 총 7개의 문항이며, 총점은 21점이다. 

0점(없음)~3점(심함)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점수의 해석 방법은 0~7점은 

정상 범위로 보고, 8~10점까지는 경증의 우울, 11점 이상은 중증의 

우울로 본다(Snaith, 2003). 도구의 신뢰도는 오세만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 = .86이었으며, Aben, Verhey, Lousberg, Lodder과 

Honig (2002)의 연구에서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 .76이었다. 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G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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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l-assessment.co.uk)로부터 도구사용 허가서를 받았으며, 

번안자에게 번역된 도구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

(총 50점)이며,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된다. 1점~5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주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 = .85이었다. 동일 도구를 

사용한 오복례(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 = .7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0이었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한국번역도구 

개발자인 전병재에게 도구사용을 허락받았다.

4)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Cella 등(1993)이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 General (FACT-G) version 4를 사용하였다. FACT-G는 

총 4가지 하위 영역과 27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영역은 신체 상태(physical well-being) 7문항, 사회/가족 상태

(social/family well-being) 7문항, 정서 상태(emotional well-being) 

6문항, 기능 상태(functional well-being)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ACT-G는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본다(Cell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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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3). 이 도구의 한국판은 김환 등(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 =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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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고, FACIT의 Jason Bredle로부터 FACT-G Korean version을 

받았다.

4. 자료수집절차

자료 수집은 해당병원의 허락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과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소요시간을 측정하고 이해가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보조원은 간호학 전공자로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목적, 위험성, 대상자 보호 윤리와 자료 수집 도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 연구보조원이 갑상선암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 응답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시력저하나 이해 부족 등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이 읽어주고 환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보통 1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완성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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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PASW) 19.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질병관련 특성과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은 빈도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필요시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였다.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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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여성이 

107명(83.6%), 남성이 21명(16.4%)이었다. 연령은 21세에서 77세까지로 

평균 49.78(±11.59)세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77명(5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93명(72.1%)이었다. 결혼 상태는 

결혼을 한 사람이 109명(84.5%)이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62명

(48.1%), 없는 사람은 67명(51.9%)이었다. 경제 상태는 중(middle)이 

95명(74.2%)이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지인이 없는 사람이 13명

(10.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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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umber (%)

Gender

Male 21 (16.4)

Female 107 (83.6)

Age (year)

49.78±11.59*

Below 29 6 (4.7)

30-39 18 (14.0)

40-49 37 (28.7)

50-59 44 (34.1)

Above 60 24 (18.6)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4 (10.9)

High school 38 (29.5)

Above college 77 (59.7)

Religion

Yes 93 (72.1)

No 36 (27.9)

Marital status

Single 13 (10.1)

Married 109 (84.5)

Others (separated) 7 (5.4)

Employment

Yes 62 (48.1)

No 67 (51.9)

Economic status

High 21 (16.4)

Middle 95 (74.2)

Low 12 (9.4)

Caregiver

Yes 115 (89.8)

No 13 (10.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129)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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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들의 질병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갑상선암 진단 후 

기간은 평균 2년이었으며, 진단 후 1개월부터 29년까지 다양하였다. 

이 중 6개월 미만이 42명(32.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명

(14.8%), 1년 이상 2년 미만이 37명(28.9%), 2년 이상 3년 미만이 11명

(8.6%), 3년 이상이 19명(14.8%) 이었다. 병기는 1기가 41명(31.8%), 

2기가 8명(6.2%), 3기가 9명(7.0%), 4기가 2명(1.6%)이었고 병기를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69명(53.5%) 이었다. 현재까지 받았던 치료 

요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경우가 74명(58.3%), 수술과 요오드요법을 

병행한 경우가  53명(41.7%)이었다. 수술 절개법은 경부절개수술을 받은 

경우가 105명(84.7%), 최소절개수술(내시경수술,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가 19명(15.3%)이었다. 만성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45명(34.9%)

이었다.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73명(5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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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umber (%)

Time since diagnosis

(month) < 6 42 (32.8)

 Mean±SD 24.67±46.20*

6-11 19 (14.8)

12-23 37 (28.9)

24-35 11 (8.6)

≥ 36 19 (14.8)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stage 1 41 (31.8)

stage 2 8 (6.2)

stage 3-4 11 (8.5)

Do not know 69 (53.5)

Previous treatment

Thyroidectomy only 74 (58.3)

Thyroidectomy+

Radioactive iodine therapy
53 (41.7)

Types of surgical incision

Neck incision 105 (84.7)

Minimally invasive surgery 19 (15.3)

Other disease

Yes 45 (34.9)

No 84 (65.1)

Self-help group activity

Yes 73 (56.6)

No 56 (43.4)

Table 2.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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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과 우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29명 중에서 34명(26.3%)이 8점 이상으로 

불안이 있는 상태였고, 11명(8.5%)이 11점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Table 3). 대상자의 불안은 질병관련 특성 중 

병기가 3, 4기인 경우에 1기인 경우보다 불안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 (Table 4).

전체 대상자 중 34명(26.4%)이 8점 이상으로 우울이 있는 상태였고, 

10명(7.8%)이 11점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대상자의 우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

(p = .021). 질병관련 특성 중 진단 후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6개월에서 

2년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p = .048), 병기가 

3, 4기인 경우가 1기인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6).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34)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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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Score number (%) Min-Max*

Anxiety 5.37±3.87

0-17
0~7 (Normal) 95 (73.6)

8~10 (Mild) 23 (17.8)

11~21 (Moderate~Severe) 11 (8.5)

Depression 5.47±3.51

0-17
0~7 (Normal) 95 (73.6)

8~10 (Mild) 24 (18.6)

11~21 (Moderate~Severe) 10 (7.8)

Table 3. Anxiety and depression

(N = 129)

 * Min = Minimum, Max =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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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umber 

(%)

Anxiety

(Mean±SD)
F or t** p*** Duncan

Gender 1.981 .050

Male 21 (16.4) 3.86±3.94

Female 107 (83.6) 5.67±3.82

Age (year) 0.126 .973

Below 29 6 (4.7) 5.86±3.49

30-39 18 (14.0) 5.56±4.44

40-49 37 (28.7) 5.30±3.05

50-59 44 (34.1) 5.11±3.83

Above 60 24 (18.6) 5.71±4.88

Education 1.262 .287

Below middle school 14 (10.9) 6.86±4.79

High school 38 (29.5) 5.42±3.91

Above college 77 (59.7) 5.08±3.66

Religion 1.864 .065

Yes 93 (72.1) 5.76±3.90

No 36 (27.9) 4.36±3.65

Marital status 1.267 .285

Single 13 (10.1) 5.62±3.93

Married 109 (84.5) 5.20±3.63

Others (separated) 7 (5.4) 7.57±6.73

Employment -1.607 .111

Yes 62 (48.1) 4.81±3.75

No 67 (51.9) 5.90±3.94

Economic status 1.092 .339

High 21 (16.4) 4.24±3.11

middle 95 (74.2) 5.62±4.15

Low 12 (9.4) 5.42±2.58

Caregiver 0.325 .746

Yes 115 (89.8) 5.32±3.87

No 13 (10.2) 5.69±4.17

Table 4. Anxiety by demographic and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N = 129)



- 24 -

Characteristic
number 

(%)

Anxiety

(Mean±SD)
F or t p Duncan

Time since diagnosis

(month)
2.335 .059

< 6 42 (32.8) 5.29±3.73

6-11 19 (14.8) 4.32±3.50

12-23 37 (28.9) 4.70±3.59

24-35 11 (8.6) 6.73±3.41

≥ 36 19 (14.8) 7.37±4.67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6.437 .003*

stage 1 41 (68.3) 4.02±3.11 A

stage 2 8 (13.3) 6.38±3.29 AB

stage 3-4 11 (18.3) 8.00±4.63 B

Previous treatment 0.359 .720

Thyroidectomy only 74 (58.3) 5.46±3.80

Thyroidectomy+

radioactive iodine 

therapy

53 (41.7) 5.21±4.03

Types of surgical incision -0.552 .582

Neck incision 105 (84.7) 5.15±4.01

Minimally invasive 

surgery
19 (15.3) 5.68±2.93

Other disease -0.919 .360

Yes 45 (34.9) 5.80±4.48

No 84 (65.1) 5.14±3.51

Self-help group activity 1.390 .167

Yes 73 (56.6) 4.96±3.83

No 56 (43.4) 5.91±3.89

 * p < .05, ** F-value or t-value, *** P-value, **** stage ‘do not know’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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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umber 

(%)

Depression

(Mean±SD)
F or t** p*** Duncan

Gender 2.335 .021*

Male 21 (16.4) 3.86±2.90

Female 107 (83.6) 5.79±3.55

Age (year) 0.554 .696

Below 29 6 (4.7) 4.00±2.00

30-39 18 (14.0) 5.44±3.33

40-49 37 (28.7) 5.08±3.06

50-59 44 (34.1) 5.91±3.83

Above 60 24 (18.6) 5.63±4.01

Education 0.687 .505

Below middle school 14 (10.9) 6.43±4.69

High school 38 (29.5) 5.55±3.23

Above college 77 (59.7) 5.25±3.41

Religion 0.666 .507

Yes 93 (72.1) 5.59±3.64

No 36 (27.9) 5.13±3.15

Marital status 1.128 .327

Single 13 (10.1) 4.54±2.436

Married 109 (84.5) 5.48±3.631

Others (separated) 7 (5.4) 7.00±2.887

Employment -1.974 .051

Yes 62 (48.1) 4.84±3.41

No 67 (51.9) 6.04±3.52

Economic status 0.179 .836

High 21 (16.4) 5.24±3.96

middle 95 (74.2) 5.47±3.51

Low 12 (9.4) 6.00±2.83

Caregiver 0.100 .920

Yes 115 (89.8) 5.43±3.57

No 13 (10.2) 5.54±3.13

Table 5. Depression by demographic and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N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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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umber 

(%)

Depression

(Mean±SD)
F or t p Duncan

Time since diagnosis

(month)
2.475 .048*

< 6 42 (32.8) 5.71±3.50 AB

6-11 19 (14.8) 4.53±3.17 A

12-23 37 (28.9) 4.73±3.29 A

24-35 11 (8.6) 5.27±2.76 AB

≥ 36 19 (14.8) 7.48±4.12 B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5.577 .006*

stage 1 41 (68.3) 4.20±3.14 A

stage 2 8 (13.3) 6.88±2.30 AB

stage 3-4 11 (18.3) 7.64±4.78 B

Previous treatment 1.000 .319

Thyroidectomy only 74 (58.3) 5.71±3.69

Thyroidectomy+

radioactive iodine 

therapy

53 (41.7) 5.08±3.29

Types of surgical 

incision
0.477 .634

Neck incision 105 (84.7) 5.48±3.58

Minimally invasive 

surgery
19 (15.3) 5.05±3.46

Other disease -1.811 .072

Yes 45 (34.9) 6.22±3.82

No 84 (65.1) 5.06±3.28

Self-help group activity 2.147 .034*

Yes 73 (56.6) 4.89±3.37

No 56 (43.4) 6.21±3.57

 * p < .05, ** F-value or t-value, *** P-value, **** stage ‘do not know’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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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57(±5.64)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p = .041),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3).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가 중, 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진단 후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27)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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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umber 

(%)

Self-esteem

(Mean±SD)
F or t** p*** Duncan

Gender -2.063 .041*

Male 21 (16.4) 39.90±6.20

Female 107 (83.6) 37.16±5.45

Age (year) 0.387 .818

Below 29 6 (4.7) 39.33±7.84

30-39 18 (14.0) 37.00±4.86

40-49 37 (28.7) 37.78±5.66

50-59 44 (34.1) 37.89±5.24

Above 60 24 (18.6) 36.67±6.53

Education 1.948 .147

Below middle school 14 (10.9) 34.79±7.13

High school 38 (29.5) 37.87±5.24

Above college 77 (59.7) 37.94±5.47

Religion -0.811 .419

Yes 93 (72.1) 37.32±5.64

No 36 (27.9) 38.22±5.68

Marital status 0.151 .860

Single 13 (10.1) 38.31±6.05

Married 109 (84.5) 37.46±5.49

Others (separated) 7 (5.4) 38.00±7.87

Employment 3.044 .003*

Yes 62 (48.1) 39.10±5.42

No 67 (51.9) 36.16±5.52

Economic status 7.126 .001*

High 21 (16.4) 41.52±4.93 A

middle 95 (74.2) 36.87±5.48 B

Low 12 (9.4) 35.75±5.40 B

Caregiver 0.399 .691

Yes 115 (89.8) 37.57±5.70

No 13 (10.2) 38.23±4.95

Table 6. Self–esteem by demographic and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N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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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umber 

(%)

Self-esteem

(Mean±SD)
F or t p Duncan

Time since diagnosis

(month)
2.846 .027*

< 6 42 (32.8) 37.50±5.46 AB

6-11 19 (14.8) 39.79±6.20 A

12-23 37 (28.9) 37.14±4.83 AB

24-35 11 (8.6) 40.36±4.59 A

≥ 36 19 (14.8) 34.68±6.52 B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2.894 .064

stage 1 41 (68.3) 38.85±5.28

stage 2 8 (13.3) 34.88±3.72

stage 3-4 11 (18.3) 35.09±8.31

Previous treatment -1.665 .098

Thyroidectomy only 74 (58.3) 36.93±5.60

Thyroidectomy+

radioactive iodine 

therapy

53 (41.7) 38.60±5.55

Types of surgical 

incision
-0.357 .722

Neck incision 105 (84.7) 37.50±5.80

Minimally invasive 

surgery
19 (15.3) 38.00±4.92

Other disease 1.241 .217

Yes 45 (34.9) 36.73±5.70

No 84 (65.1) 38.02±5.59

Self-help group activity -1.043 .299

Yes 73 (56.6) 38.03±5.55

No 56 (43.4) 36.98±5.75

* p < .05, ** F-value or t-value, *** P-value, **** stage ‘do not know’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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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삶의 질은 평균 74.00(±15.19)점이었다

(Table 7). 영역별 삶의 질은 신체적 상태가 21.43(±5.52)점, 사회/가족 

상태는 16.55(±5.94)점, 정서적 상태가 17.53(±4.78), 기능적 상태

(18.48±5.98)이었다. 대상자의 삶의 질 각 영역별 문항의 평균의 경우 

신체 상태가 3.06(±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가족 상태가 

2.36(±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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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Possible range 

of scores

Actual range 

of scores

Mean±SD

of domain

Number 

of items

Mean±SD 

of item

Physical 

Well-being
0-28 3-28 21.43± 5.52 7 3.06±0.79

Social/Family 

Well-being
0-28 2-28 16.55± 5.94 7 2.36±0.85

Emotional 

Well-being
0-24 4-24 17.53± 4.78 6 2.92±0.80

Functional 

Well-being
0-28 2-28 18.48± 5.98 7 2.64±0.85

Total 0-108 35-103 74.00±15.19 27 2.74±0.56

Table 7. Scores of Quality of life in each domain

(N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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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전체적인 삶의 질은 성별, 직업 유무, 병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 = .002),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002). 질병관련 특성 중 병기가 1기인 경우가 3, 4기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p = .011) (Table 8).



- 33 -

Characteristic
number 

(%)

QOL

(Mean±SD)
F or t** p*** Duncan

Gender -3.241 .002*

Male 21 (16.4) 83.56±11.33

Female 107 (83.6) 72.19±15.24

Age (year) 1.103 .358

Below 29 6 (4.7) 85.06±13.06

30-39 18 (14.0) 76.48±14.40

40-49 37 (28.7) 73.53±16.41

50-59 44 (34.1) 72.12±14.22

Above 60 24 (18.6) 73.54±15.79

Education 0.691 .503

Below middle school 14 (10.9) 71.22±15.02

High school 38 (29.5) 72.46±15.14

Above college 77 (59.7) 75.26±15.30

Religion -0.250 .803

Yes 93 (72.1) 73.79±15.81

No 36 (27.9) 74.54±13.62

Marital status 1.669 .193

Single 13 (10.1) 79.82±13.01

Married 109 (84.5) 73.73±15.30

Others (separated) 7 (5.4) 67.31±15.46

Employment 3.093 .002*

Yes 62 (48.1) 78.16±14.23

No 67 (51.9) 70.15±15.12

Economic status 2.073 .130

High 21 (16.4) 79.96±17.92

middle 95 (74.2) 72.57±14.54

Low 12 (9.4) 73.60±13.66

Caregiver 0.210 .834

Yes 115 (89.8) 74.01±15.21

No 13 (10.2) 74.95±15.68

Table 8. Quality of life by demographic and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N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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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umber 

(%)

QOL

(Mean±SD)
F or t p Duncan

Time since diagnosis

(month)
0.903 .464

< 6 42 (32.8) 74.22±16.81

6-11 19 (14.8) 75.38±14.18

12-23 37 (28.9) 73.01±14.07

24-35 11 (8.6) 80.61± 9.85

≥ 36 19 (14.8) 70.11±17.27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4.887 .011*

stage 1 41 (68.3) 78.72±15.60 A

stage 2 8 (13.3) 68.31± 9.54 AB

stage 3-4 11 (18.3) 63.17±19.76 B

Previous treatment 0.972 .333

Thyroidectomy only 74 (58.3) 75.27±15.13

Thyroidectomy+

radioactive iodine 

therapy

53 (41.7) 72.61±15.40

Types of surgical 

incision
-.859 .392

Neck incision 105 (84.7) 73.60±15.38

Minimally invasive 

surgery
19 (15.3) 76.88±14.91

Other disease 1.212 .228

Yes 45 (34.9) 71.79±16.45

No 84 (65.1) 75.18±14.42

Self-help group activity -1.295 .198

Yes 73 (56.6) 75.51±14.10

No 56 (43.4) 72.03±16.41

* p < .05, ** F-value or t-value, *** P-value, **** stage ‘do not know’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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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1)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과 

삶의 질은 r = –0.602 (p < .001), 우울과 삶의 질은 r = –0.694 (p < .001)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r = 0.675 

(p < .001)의 상관관계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불안과 우울이 r = 0.676 

(p < .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r = -0.621 

(p < .001)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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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Quality of 

Life

Anxiety 1

Depression
 0.676*

(p < .001)
1

Self-esteem
-0.633*

(p < .001)

-0.621*

(p < .001)
1

Quality of 

Life

-0.602*

(p < .001)

-0.694*

(p < .001)

-0.675*

(p < .001)
1

Table 9. Correlations among quality of life,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N = 129)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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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삶의 질에 대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하였던 성별, 직업 유무, 병기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129명 중 병기를 

모른다고 응답한 자는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60건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오차의 등분산성(homoscedasticity)과 정규성(normality) 검증을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ple 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산팽창요인은 1~2범위의 값으로,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다중공선성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0).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선택 방법

(stepwise me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회귀모형은 

자아존중감과 불안이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성별, 직업, 병기를 고려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변수는 자아

존중감과 불안이고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64.9%(adjusted R2 = 0.649)이다. 

표준화 계수는 자아존중감이 0.507, 불안이 –0.391로, 그 중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 불안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F = 55.477, p < .001) 도출된 최종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삶의 질 = 29.486 + 1.432 [자아존중감] - 1.755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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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Quality of Lif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9.486 12.257 2.406 .019

self-esteem 1.432 0.282 0.507 5.074 < .001* 0.597 1.674

anxiety -1.755 0.448 -0.391 -3.914 < .001* 0.597 1.674

R square 0.661

Adjusted R 

square
0.649

F-value 55.477 < .001*

Table 10.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N = 60)

* p < .001,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tandard errors, **** standardized 

coefficients, ***** t-value, ******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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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을 측정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갑상선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처음으로 

조사하였고, 자아존중감과 불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는 점이나, 비슷한 결과를 보인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 결과가 지지된다.

대상자는 암 진단 후 기간이 최대 29년까지로 다양하였다. 치료 종료 

후 외래경과 관찰 중에 있는 환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갑상선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을 측정한 결과 이들 중 약 26%가 불안(8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DS를 사용한 So 등(2010)의 중국의 

유방암 환자 중 불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비율인 21%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은 같은 도구로 측정된 

다른 암 환자들보다 낮지 않았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재발 환자의 

1/3이 10년 이상 경과 후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여규 등, 

2007). 따라서 갑상선암 환자들은 진단 받은 후 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지속적인 검진과 검사가 필요하고 평생 재발을 감시하면서 살아야 하며

(윤여규 등, 2007) 이러한 점들이 갑상선암 환자에게 정서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생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갑상선암 

환자의 불안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불안은 삶의 질의 모든 영역과 유의하게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회귀분석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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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중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질병관련 특성 중에는 병기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으므로, 병기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불안 중재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약 26%가 우울(8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DS를 사용한 So 등(2010)의 중국의 유방암 환자 중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비율인 3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은 다른 암 환자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의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질병관련 특성 중에는 진단 후 기간, 병기, 자조

모임 참여 여부에 따라 우울 정도가 달라 우울 중재 시에는 이를 고려한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을 측정하였으나 추후 본 도구를 사용하는 조사 연구 시에는 

일반인에게도 동시에 적용하여 갑상선암 환자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면 일반인과 다른 갑상선암 환자 특유의 불안과 우울의 양상이나 

원인, 접근방식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57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윤선(2009)의 유방암 

환자의 평균인 35.9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 결과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삶의 질의 영역별 분석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가족적, 

기능적 영역 각각이 자아존중감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 모든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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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으며,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 후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제 상태가 상인 경우가 중 이하인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행 연구에서도 일반인에 비해 

빈곤층이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측정된 바 있다(박상규 

등, 2004). 즉, 여성이면서 직업이 없고, 경제상태가 낮고, 진단 후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학적 중재를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태극권(Mustian et al., 2004)이나 요가의 이완 

요법(Tine et al., 2011)이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향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74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환자 중 

방사선 요법을 받은 경우 삶의 질은 평균 81.8점, 항암 방사선 요법을 

받은 경우 75.4점, 수술 및 방사선 요법을 받은 경우 79.8점(Kobayashi 

et al., 2009)이었고, 자궁내막암이 의심되는 골반 종양 수술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83.8점으로 측정되었다(Gil et al., 2007). 또한 홍성준 

등(2006)이 전이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평균 80점대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이 다른 암환자들과 같이 낮은 상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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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치료의 예후가 다른 암에 비해 좋아 오래 살지만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끝난 후에도 평생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고 

치료 후에도 일생동안 재발을 감시하면서 살아야 하는 특성이 있는(윤여규, 

2007)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 각 영역별 문항의 평균은 

신체적 상태가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낮은 중증도와 높은 생존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인 사회/

가족 영역(2.36점)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될 것이다. 이는 암 환자가 삶에 

적응하는데 주위사람들의 지지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이숙희 등, 200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직업 유무에 따라 달랐고, 질병관련 특성 중에는 병기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경혜 등, 2006), 위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 등이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와(이은옥, 2008) 유사한 결과이다. 직업이 있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갑상선암 환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Tan 등

(2007)의 싱가포르의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갑상선암 환자에게 수술 후 직장생활로의 복귀와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병관련 특성 중에서는 병기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전미선 등(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갑상선절제술 환자의 

정확한 병기는 수술 후 병리과 의사가 절제된 조직을 현미경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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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관찰한 결과와 외과의의 수술소견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윤여규 

등, 2007) 외래 간호사는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후 외래를 방문한 시점

부터 병기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암 환자의 삶의 질이 연령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김경혜 등, 2006; 유선희, 2011)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추후 대단위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종합해볼 때 여성이면서, 직업이 없고, 병기가 높은 갑상선암 환자는 삶

의 질이 낮을 수 있으므로 위의 대상 군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질병관련 특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불안이 삶의 질의 큰 

요인이며 삶의 질에 대해 64.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오복자(199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을 46.9%를 

설명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가 지지된다. 암 환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및 독립성의 상실로 무력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고(김연옥, 2003; 하은혜 

등, 2010) 이는 갑상선암 환자에도 해당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전영희 등(2010)의 연구에서 불안이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었다.

요약하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저하되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거나 불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곧 삶의 질이 낮아지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관련 

의료진은 환자를 대할 때 자아존중감과 불안감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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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우울과 함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불안, 자아존중감을 모두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최종 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김경혜 등(2006)이 갑상선암을 

포함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우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유선희, 2011). 아직 국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추후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진단 후 최대 29년까지의 환자로 치료 종료 후 

외래경과 관찰 중인 환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로와 같은 신체 증상을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오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피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며(김영숙, 2011; 유선희, 2011) 갑상선암 환자의 

증상경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김창희, 2006). 따라서 

향후 삶의 질 요인 연구로 자아존중감, 불안과 함께 피로와 같은 신체 

증상 요인을 포함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임상에서 간호사는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불안 정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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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를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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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한민국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12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로 불안과 우울은 HADS,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 Esteem Scale, 삶의 질은 FACT-G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26%(34명)가 임상적으로 불안이 

있는 상태로 측정되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은 

병기(p = .003)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26%(34명)는 임상적으로 우울이 

있는 상태로 측정되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은 

성별(p = .021), 진단 후 기간(p = .048), 병기(p = .006), 자조모임 

참여 여부(p = .034)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7.57 

(±5.64)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아존중감은 

성별(p = .041), 직업유무(p = .003), 경제 상태(p = .001), 진단 후 

기간(p = .027)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74.00(±15.19)

점이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성별(p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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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유무(p = .002), 병기(p = .011)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삶의 질은 불안(r = –0.602), 우울(r = –0.694), 자아존중감(r = 0.67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6) 성별, 직업유무, 병기,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β = 0.507)과 불안(β = -0.391) 

변수가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adjusted R2 = 0.649, p < .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인 대상자의 

1/4 가량이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7.57점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환자의 높은 생존율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경우 다른 암 환자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평균 74점으로 다른 암 환자의 삶의 질과 

비슷하게 낮았다.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불안이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을 64.9% 설명하는 

변수로 제시되어 자아존중감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통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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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개발 연구와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한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2) 삶의 질 요인 연구로 불안, 자아존중감과 함께 피로와 같은 신체 

증상 요인을 포함하여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영역 중 사회/가족적 상태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가족 지지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갑상선암의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요인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4) 성별, 직업 유무, 병기를 고려한 갑상선암 환자 삶의 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5) 같은 도구를 갑상선암 환자와 일반인에게 동시에 적용하여 측정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6)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7) 임상에서 간호사는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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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Thyroid Cancer Patients 

after Thyroidectomy

Yang, Jiye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i, Myungsun, DNS, R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Korean 

thyroid cancer patients after thyroidectomy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The data were collected after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of the institution.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from 129 thyroid cancer patients after 

thyroidectomy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11 to January, 2012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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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atient department at a larg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using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the 

Self-Esteem Scale by Rosenberg, and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version 4. The data were analysed 

with t-test, One-way ANOVA, Post-hoc Comparison(Dunca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version 19.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wenty six % (n = 34) of the subjects were anxious. The 

anxie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age of cancer at 

diagnosis(p = .003).

2) Twenty six % (n = 34) of the subjects were depressed. The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p = .021), time 

since diagnosis (p = .048),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p = .006) 

and self-help group activity (p = .034).

3) The mean score of self-esteem was 37.57 (±5.64). The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p = .041), 

employment (p = .003), economic status (p = .001) and time since 

diagnosis (p = .027).

4) The mean score of quality of life was 74.00 (±15.19). The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p = .002), 

employment (p = .002) and the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p = .011).

5) Anxiety (r = -0.602), depression (r = -0.694) and self-esteem 

(r = 0.675) were all cor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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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gender, 

employment, stage of cancer at diagnosis,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n = 60), self-esteem and anxiety were discovered to 

account for 64.9% (adjusted R2 = 0.649, p < .001) of the variance 

in quality of life. The variable that most affected quality of life 

was self-esteem.

The results of the study clearly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and anxiety in explaining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in thyroid cancer patients. Therefore, self-esteem and anxiety 

should be integrated in developing interventions to promote 

quality of life of thyroid cancer patients.

key words : thyroid cancer, thyroidectomy, quality of life, 

self-esteem, anxiety, depression

Student Number : 2009-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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