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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계층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암 사망률이 높으며,특

히 치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암의 경우 소득수 이 낮

은 집단에서 높은 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사회경제 상태

는 암 발생과 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개인별 처 양상에도

향을 주어 생존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된다.그리고 투병의지와 응은

암 진단을 직면하고 치료받는 암 환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 으로 상황에 응할 수 있도록 돕고,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이다.

암 환자들을 상으로 질병 처양상과 련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지만,소득수 과 련된 투병의지와 응양상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소득수 에 따라 장암 환자들의 투병의지와 응양상을 비

교하여 정 인 처양상을 도모하고,특히 소득층 장암 환자들의

정 응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간호실무에 있어 매우 요하

다.

본 연구는 서술 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연구 상자는 서울에 소

재한 학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입원 이거나 통원치료 인 장암 환자

157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다.자료수집은 2014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연구자가 연구목 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한 상자에 한해 시행하 다.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고,투병의지를 측정하기 해

Watson등(1988)이 개발하고,Kim 등(2006)이 번안하여 수정․보안한 도

구로, 응은 Derogatis와 Lopez(1983)이 개발한 도구를 원 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 다.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ronbach'salpha,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tepwisemultiple

regressionanalysis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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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연령,교육수 ,직업유무,가족 수,지지자 신임,민간보험 여부,보

험형태,활동 정도는 소득수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투병의지 정도는 하 군은 평균 47.40 , 군은 평균 48.13 ,상 군

은 평균 49.45 으로 나타났고,소득수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응 정도는 하 군은 평균 141.05 , 군은 평균 151.70 ,상 군은

평균 159.74 으로 소득수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투병의지와 응은 양의 상 계를 보 다.

5. 응의 향요인으로 투병의지,활동정도,결혼상태(기혼),소득수

임으로 총4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즉 투병의지가 높고,거동능력이

자유롭고,기혼이며,소득수 이 높을수록 응이 높았다.

결론 으로,암 환자의 응은 소득과 유의하 고, 응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병의지로 밝 졌다.그리고 투병의지는 정서 장애의

향이 질병특성보다 심리 사회 요인에 크게 작용한다는 에 미루어

심리사회 요인과 투병정신 계를 고려한 소득수 별연구가 필요하다.

한 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정보 지원과 정서 지지를 제공하고 의료

진들이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소득층 암환자들의 부 응 요인을 조기

에 측하여, 정 응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환경 조성 간

호 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 어 : 대장암, 소득수 , 투병의지, 적응

학  번 : 201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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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사회계층에 따라 암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 발생률은

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암 사망률도 소득 계층

에서 높았다(보건복지부,2006).소득이 을수록 암 발생 암 환자의

사망가능성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 건강수 의 불평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뜻한다(김진희,김경주와 박종 ,2011;임 ,200

5;조흥 ,2013;Byersetal.,2008).주요 암 종별로 보면 암, 장암,

폐암의 경우 소득수 이 가장 낮은 집단이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결과를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하 고,5년 생존율이 10% 이상 차이가 난

다는 연구도 있다(Byersetal.,2008;Le,Ziogas,Lipkin,& Zwll,2008;

Politeetal.,2006). 한 상 으로 치명률이 낮은 암 일수록 소득계층

의 향이 더 지배 이어서(임 ,2005),치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장암의 경우 일 된 양상으로 소득수 이 낮은 집단에서 높

은 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Leetal.,2008), 소득층 암환자에

게서 5 암 장암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상태는 암 발생과 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암 진

단이라는 충격 인 소식에 직면한 개인별 처 양상에도 향을 주어 생

존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암의 질병단계별로 처 양상을 조

사한 연구에서는 질병 기에서 말기까지 환자들은 각각 다른 처 양상

을 보 으며,삶에 한 의지와 지지 체계는 처양상 결정 성패에 요

한 역할을 하 다(오경미,2008).Grassi와 Travado(2008)는 암환자의

처양상은 환자의 성격,과거경험,사회 지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질병의 응 스트 스 정도와 삶의 질에 요한 향요인임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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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략 가운데 투병의지(fightspirit)는 ‘상자가 암 진단을 도 으

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해 낙 으로 생각하며 질병을 조 하려고 노력

하고,암을 정복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Greer& Waston,198

7).암 진단을 부정하고, 망감을 나타냈던 환자보다 투병의지가 높은 환

자가 재발없이 생존할 확률이 높았고(Greer,Morris,& Pettingale,1979),

투병의지가 높을수록 상자의 믿음이 강하고 지지자에 한 신임 정도와

만족 정도가 높았다(오복자,2008).

다양한 스트 스와 상황 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환자들은 다양한 정 처양상을 통해 어

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 으로 상황에 응한다(Grassi& Travado,

2008).Weisman과 Worden(1997)은 여러 종류의 암환자들을 상으로

생존기간 향요인을 조사하 을 때 응을 잘하고 심리 고통을 게

보일수록 후가 좋았으며,이숙희 등(2004)의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여

성들이 암을 이기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정서 ,물질 지지와 의료진의 격려와 배려 그리고 친 한 설명이 유의

한 향을 끼쳤다.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을 상으로 질병 처양상과 련되는

연구(김복련,김 혜,김정순,정인숙과 김주성,2003;김주형,이숙정,과

이원희,2005;오경미,2008;오복자,2008;이명선 외,2011;Akechi,Oka

mura,Yamawaki,& Uchitomi,1998;Tschuschkeetal.,2001)는 이루어

지고 있지만 소득 수 과 련된 투병의지와 질병의 응양상에 해 조

사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 환자의 투병의지와 응이 개인 요인(연령,

가족 수,교육수 ,정서상태),환경 요인(사회 지지) 질병 련요인

(질병유형,질병경과 단계,거동능력)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연구(김주

형 외,2006;오복자,2008;Akechietal.,1988;Grassi& Travado,2008)

를 바탕으로 상자의 일반 특성,질병 련 특성,사회 지지 변수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 소득수 에 따라 장암 환자들의 투병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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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투병의지와 응 정도를 악하고 정 인 처

양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 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장암 환자들의 소득수 에 따라 투병의지와 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악하는 것으로,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암 환자들의 소득수 별 개인 요인,환경 요인,질병 련

요인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장암 환자들의 소득수 별 투병의지와 응의 차이를 비교한

다.

셋째, 장암 환자들의 투병의지와 응간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장암 환자들의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3.용어의 정의

1) 투병의지

상자가 암 진단을 도 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해 낙 으로 생

각하며 질병을 조 하려고 노력하고,암을 정복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것

을 말한다(Greer& Wastson,1987).

본 연구에서는 Watson,etal.(1988)이 암 진단에 한 심리 반응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암 응양상 척도(MentalAdjustmenttoCancer

Scale,MAC) 하 항목의 투병의지 문항으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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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잘 존재하기 해 개체 혹은 개체의 일부분을

변형하는 것으로 시 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사람이 일상 인 응반응 할

수 있는 자극의 범 에 한 그 사람의 기 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Roy& Andrews,1984).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와 Lopez(1983)가 암 환자를 해 개발한 심

리사회 응의 자가보고식 한국어 도구(PsychosocialAdjustmentto

illnessscale-selfreportKoreanversion,PAIS-SR Koreanversion)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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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헌고찰

1.암환자의 소득수 에 따른 암 발생률과 후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암 환자의 사망가능성이 높고,건강수

의 불평등이 존재한다.이상이(2006)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 에 따른 남

녀 암 발생률 치명률 차이 분석결과 국내 암 발생률 치명률은 소득

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가장 높은 소득계

층보다 인구 10만 명당 남자 131.7명,여자 58.5명 과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소득계층 비 낮은 소득계층의 암 발생 험

이 1.65배,여자가 1.4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은 사회경제 요인으로 교육수 ,가구소득,직업,건강보험

종류,거주지역,결혼 상태에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고,암 환자의 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교육정도,진단 시기,건강보험 형태,진단병기가 경제

도움에 한 필요와 연 성이 높다고 하 다.특히 의료 여수 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경제 도움의 필요성이 높았다(김윤구 외,2010;

경숙 외,2008).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가입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을수록,경제활동이 안정 일수록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았다(이 복과 경래,2011).Faggiano(1994)의

연구에서 교육,주택,보유,사회경제 그룹에 따른 암 발생 험도에 해

분석한 결과,교육수 이 가장 낮고 주택 미 보유인 경우,노동자 그룹에

서 공통 으로 상부호흡기 소화기 ,폐암 순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

났다.

생존율의 격차는 폐암과 같이 치명률이 높은 암에서는 거의 없었으나,

장암과 같이 치명률이 낮은 암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소득

군에 비해 낮은 소득 군에서 사망 험은 폐암 1.46배,간암은 1.57배, 암

은 1.67배, 장암은 2.37배이었다.치명 이지 않은 암의 경우 사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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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근성과 질이 향을 미쳤다(Yim,Hwang,

Yoo,& Kim,2012).

사회경제 상태에 따라 생존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소득

계층의 주거환경,음식,교육수 ,건강 리 등 삶의 반 방식에 경제

인 어려움이 향을 끼침으로 생활환경 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

을 들 수 있다(이명선 외 2011;Aarts,Lemmens,Louwman,Kunst,&

Coebergh,2010;Hughes,2005).

손미아(2008)의 연구에서는 소득수 ,교육수 ,직업종류,거주지역에

따라 암 발생 사망 험 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리고

부분의 소득층 암환자들은 가족의 지지가 매우 부족하고(이명선 외

2011),사회경제 수 이 낮을수록 암 진단 암 치료와 련된 의료

근 이용에서 소회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이 선,2001;지은정,

2004),소득이 낮을수록 입원비,외래 진료비,외래 방문 횟수,입원일수

등 의료이용이 었다(김진희 외,2011).

소득수 과 암환자의 진단 시 병기에 한 연구로 Macleod등(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지역에 거주하는 유방암 환자들이 진행 암으로 진단되

는 경우가 많았으며,홍두호(2004)의 연구에서도 장암은 소득수 이 낮

아질수록 진행된 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았다.즉 소득수 에 따른 의

료이용의 차이는 실제 필요 의료량과의 불평등 양상을 반 하고 있다.

이러한 실에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소득층에 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2009년 12

월부터 법정본인 부담률이 5%까지 인하되어 경제 부담을 여주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9). 한 2010년 10월부터는 암 환자

의료비 경감을 하여 고가 항암제 보험 여 확 비 여 항암제

여 환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10).하지만 이처럼 건강보험 보

장률이 높아지고 본인부담 이 어들고 있지만 소득계층간의 암 발생률

과 사망률의 차이는 여 히 존재하고 있으며,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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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가 암 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갑상선, 암을

이어 3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인 장암은 총 25,782명 발생하 고,남성

에는 15,612명으로 2번째,여성에서는 10,170명 발생하여 3번째로 발생률

이 높았다.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장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5

년 생존율은 72.6%로서 2001년에서 2005년에 진단된 환자의 5년 생존율

에 비해 6% 향상되었으며,이는 장암의 조기진단 치료의 발달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암 발생 험요인으로는 식이요인이 가장 요한 환경 요인으

로, 색육과 가공육의 섭취,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주로 하는 식이

유형에서 장암 발생의 험이 높았다(Fungetal.,2003).그리고 신체

활동면에서는 신체활동의 감소,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이 장암 발생의

험을 증가시키고(Boyle,Zaiudze,& Smans,1985),비만과 사증후군

의 요인들이 장암 발생과 연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Oh,Yoon,&

Shin,2005).이와 함께 장암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주는 후 인자로

연령,암의 조직학 특징,진단병기,치료방법뿐만 아니라(Nan,Qin,&

Shin,2003),사회경제 상태 한 장암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2005).

장암은 조기검진 시 5년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변 잠

검사나 장내시경을 통한 규칙 인 조기검진과 선종성 용종의 제거는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sh &

Terdiman,2003).하지만 사회경제 상태 등과 같은 소득수 차이를 고

려하지 못하면 선별검사가 불필요한 상자는 필요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

지는 반면,선별 검사가 필요한 상자는 검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장암과 소득수 과 련된 62개의 논

문 발생율과,치료,생존율,치명률을 비교한 결과 장암 발생에 있어

서 미국,캐나다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장암 발

생률이 1.0~1.5배 높았고,소득이 낮은 집단이 수술,선행화학요법(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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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보조화학요법(adjuvant),방사선 치료를 덜 받고,수술 후에도

구 장루를 가진 경우가 높았다.5년 생존율 한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0.5~0.9배 차이가 났으며 유럽권 지역은 장암 치명율

은 1.6배,직장암은 3.1배까지 높았다. 장암 발생과 련하여 생활환경

요인(신체활동,식이습 등)이 사회경제 상태와 련하여 향을 미치

고, 장암은 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암에 비해 발

견이 늦은 특성으로 인해 진행된 상태의 암일 확률이 높았다.그리고 지

지체계가 부족하고 의료이용시설과 떨어진 거주지역에 사는 소득층일

수록 규칙 인 검진과 조기발견을 한 검진 행 가 낮게 보고되었다

(Aarts,Lemmens,Louwman,Kunst& Coebergh,2010).

김선 (2011)연구에서 평균 소득에 따른 장암 검진 여부는 고소득

층이 37.6%인 것에 반해 소득층은 32.8%로 소득이 낮을수록 장암 검

진 참여율이 낮음을 보고하 다. 한 박부연(2012)연구에서는 소득수

이 낮을수록 경제 인 이유로 선별검사를 하지 않고, 장암의 조기진단

에 사용되는 결장검사의 경우 1차 의료기 에서 쉽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 (2006)연구에 의하면 장암은 고 소득 군이 소득 군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의료시설 이

용,진단병기,신체활동 수행 인 것으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특히 의

료시설 이용,즉 외래방문일수가 1회 미만의 환자는 사망비례 험도가 1

회 이상인 환자보다 10.19배 높았다.암 발생 요인 악뿐만 아니라 발생

후 얼마나 더 생존하느냐의 문제는 한 의료 이용을 통한 사후 리의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2.암 환자의 투병의지

암 환자들은 다양한 응기 이 필요하고 기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

로의 독특한 처방식을 가진다(Krause,1993). 처양상은 환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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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거 경험,사회 지지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질병에 한 감정 ,

인지 행동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히 선택된 처양상은 정서

고통과 부 응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암 환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응양상으로는 첫째,암 진단에 해 무

력감을 보이는 부정 양상과 둘째,암 진단을 받아들이고 투병하려는

정 양상이 있다고 하 다.이 투병의지(fightingspirit)은 ‘상자가

진단을 도 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해 낙 으로 생각하며 질병을

조 하려고 노력하며,명백하게 암을 정복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것’

(Greer& Watson,1987)으로 정의한다.

투병의지와(fightingspirit)과 련된 국외연구로는 유방암과 림 종 환

자들을 상으로 5년 추 연구에서 사회심리 요인과 생존율의 계를

조사하 을 때 투병의지가 높은 환자일수록 진단수용에 회의 이거나,

망감을 표 한 환자보다 후가 좋았다(Morris,1992).그리고 Greer,Mor

ris,Pettingale과 Haybittle(1990)에 따르면,유방암 환자들을 상으로한

15년 추 연구에서 암에 하여 투병의지를 가진 상자들이 무력감과 운

명 인 수용태도를 한 상자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낮았다.

한 Nordin과 Glimelius(1996)의 연구에서는 장,직장암 환자 치료

된(potentiallycured) 상자들은 투병의지가 높고,지속 인 불안 망감

이 낮았던 반면,치료되지 못한 상자들은 폐쇄 사고와 회피 사고의

경향이 높다고 하 다.그리고 Tschuschke등(2001)의 연구에서는 조 모

세포 이식을 받은 백 병 환자 52명을 상으로 이식 투병의지가 높은

환자일수록 조 모세포 이식 후 5년 생존율을 높았다.Akechi,Okamura,

Yamawaki와 Uchitomi(1998)의 연구에서 암 환자들을 상으로 투병의

지 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 수,거동능력,주 보호자의 유무,주 보

호자의 만족 정도가 있었는데,특히 의료인에 한 신임이 클수록 투병의

지가 높았다.반 로 나이가 많고 교육수 이 낮을수록,혼자 거주하는 경

우,거동능력이 낮고 주 보호자에 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무력감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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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의지(fightingspirit)와 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 심리 반응

과 생존율을 비교했던 외국연구와는 달리 사회 심리 반응에 향을 미

치는 요인과 이를 증진시키기 한 재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 는데,

그 오복자(2008)는 상자의 믿음 정도가 크고,지지자에 한 신임 정

도가 클수록 투병의지가 강하고,암 진단 기간에 따라 기에는 혼란된

정서 상태를 경험하다가 3개월 이상 시 투병의지를 가지고 투병생활을 한

다고 하 다.그리고 김주형 등(2005)은 암, 장암,유방암 환자들을

상으로 성과 투병정신과의 계를 알아본 결과,유의한 상 계가 있

음을 보고하 고, 성 증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 군에서 투병정신이

높아졌음을 보고하 다.

3.암 환자의 응

응(Adaptation)은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잘 존재하기 해 개체나

혹은 개체의 일부분이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이 선 외,2011).간호학자

Roy(1984)는 한 사람의 응수 은 통합되고 보상 이고 타 인 세가

지 수 으로 기술되는 삶의 과정으로 끊임없이 자극,상황 련자극,

잔여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며,사람이 일상 인 응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극의 범 에 한 기 을 나타낸다고 정의하 다.

암환자들은 암 진단 후 장기간의 치료와 불확실한 후로 인한 불안,

두려움,우울,고립감과 망감 등의 고통과 함께 암 환자들의 반 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Pickard-Holly,1990).이러한 항암치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조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삶

은 생존기간 내내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되는 처와 응의 어려움을 겪

게 된다(Krause,1993).

그러나 다양한 스트 스와 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응하여 정 으

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Weisman과 Worde(1997)는 여러 종류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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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18개월 동안 추 하여 상 생존기간과 실제생존기간의 차이를

기 으로 한 생존지수를 바탕으로 장기생존자와 단기 비교하 다.그 결

과 장기 생존자들이 단기 생존자들에 비해 더 친 한 인 계와 더 은

정서 고통을 보 으며,단기 생존자들은 높은 정서 인 고통과 함께 수

동 인 태도,운명 인 수용,그리고 회피반응을 보 다.즉 응을 잘하

고 심리 고통을 게 보일수록 좋은 후를 보인다는 보고이다.

응과 련하여 이숙희 등(2004)은 자궁경부암 여성들이 치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암을 이기고 회복되어가는 응과

정에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정서 ,물질 지지와 의료진의 격

려와 친 한 설명이 유의한 매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강 옥(2001)의

연구에서는 암환자들을 상으로 낙 인 사람들이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데 더 극 이고 암에 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유방

암 환자들의 심리사회 응에서 낙 일 수록 처방식을 많이 사용하

고 처방식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심리 응이 높았다.그 외에

사회심리 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 지지,불확실성,증상경험이

있었다(김혜 과 소향숙,2012). 한 김정임(2013)은 갑상선 암 여성환자

를 상으로 수술 후 심리 사회 응 련 요인으로 사회 지지가 심

리사회 응에 해 27.2%의 설명력이 나타내어 사회 지지가 높을수

록 심리사회 응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층 암환자들의

심리사회 응과정에 한 질 연구(이명선 등,2011)에서는 소득층

암환자들은 일반 암환자들보다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 계와의 단

과 삶의 기회에 한 제한 등으로 일반 암환자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보고하 다.이들은 치료의지 형성기,치료를 한 실천기,자기 회복과

보답 이행기 순의 3단계 응과정을 통해 빈곤과 암을 월한 삶을 유

하지만,일부에서는 여 히 빈곤과 암에 얽매인 삶으로 인해 심리 고통

을 겪고 있다고 하 다.따라서 응과정은 생리 인 과정뿐만 아니라 인

간의 체 인 측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사회,문화 측면이 련

되어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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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이론 배경

1.사회 배제 이론(Socialexclusivetheory)

1) 사회 배제의 개념화

사회 배제를 처음 학문 으로 연구한 학자는 막스 베버(MaxWebe

r) 고, 랑스에서 피에르 마세(PierreMasse)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

으로 언 되기 시작하 다.이후 르노와르(ReneLenoir)에 의해 사회

배제에 한 인식 확장 이후 실세계에서 사회 배제를 극복하기 한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심창학,2001).

사회 배제는 빈곤의 역동성(dynamic)에 을 맞추며,빈곤을

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차원 인 불합리함(multidimentionaldisadvantage)

으로 확 하여 해석하고 개인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범 를 넓히고

있으며,참여,권한 그리고 사회통합과 같은 계 (relational)인 이슈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Room,1995).즉 사회 배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로서 다차원성(multi-dimensional),상 성(relativity),기 (agent),그리고

역동성(dynamics)이 있고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 배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의 결여'혹은 '실

업상태'를 의미하지 않고,이를 포함한 사회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

나기 때문에,다차원 (multi-dimensional)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따라서 사회 배제는 한 사회의 주류 질서 혹은 도덕 토

로부터 차 유리되는 일련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Castells,

1990;Room,1995).

둘째,사회 배제가 상 (relativity)인 이유는 특정한 시 에 특정한

장소라는 상황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Richardson& LeGrand,

2002).한 사람이 사회 으로 배제된다는 것은,그 사람의 개인 이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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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 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 가

향을 미쳐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셋째,사회 배제를 사회의 주류 질서나 도덕 토 로부터 유리되

는 행 라고 정의한다면,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행 를 담당하는 기

(agent)의 존재를 제하고 있다.이것은 개인이 다른 개인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

터 체계 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사회 배제는 개인

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이는 곧 사회 배

제를 야기하는 기 으로부터 배제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빈곤과 사회 배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역동성(dynamics)

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 으로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 으로 배

제되었다는 것은 재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소득이 일정 수 이하이기

때문이 아니라,그 사람에게는 재의 실업상태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망의 부

재는 빈곤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

회를 차 상실하고,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도 단 됨으로써 결속감

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빈곤

상태가 사회 배제로 이행하게 된다(Walker,1995).

지 까지 논의에 기 하여 사회 배제를 정의하면 한 개인이 지리

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상 성) 려야 할 경제 ,

문화 ,정서 인 활동(다차원성)에 지속 (역동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면 그는 그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 배제의 측정 지표화

사회 배제라는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해 실증

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 방식이 제안되었다.첫 번째는 구체 이

슈 집 형으로 국의 SEU(SocialExclusiveUnit)가 시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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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수인종,10 임신,노숙자 등을 상으로 실증 인 분석과 이에

한 실용 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두 번째 방식은 포 인 근으로

사회 배제를 사회의 주요한 행 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방식이다. 를 들어서 Burchardt등(1999),

Bradshaw 등(2000),Robinson과 Oppenheim (1998)의 연구가 표 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Robinson과 Oppenheim은 SEU (SocialExclusiveUnit,1997)에

서 7개의 사회 배제를 일으키는 문제 역을 이용하여 각각의 역이 어

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논리 으로 설명하고<Fig.1>,이를 기 로 사회

배제 지표를 개발하 다.즉 빈곤의 표 인 원인으로는 기술과,

빈곤의 결과로는 열악한 주거한 주거와 높은 범죄율,비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Fig.1>Socialexclusivetheorymodel

즉 사회 배제를 래하는 원인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요소의 결합이고,문제의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까

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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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연구의 개념 기틀

사회 배제 이론(Socialexclusivetheory)은 물질 결핍이라는 상

을 넘어서서 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에 을 맞추어 역동성

(dynamic),다차원성(multidimension),기 (agent),상 성(relational)의 4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측정 방식으로는 구체 이슈 집 형과 포

인 근형이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포 인 근방식으로 장암환자

들의 소득에 따른 투병의지와 응의 계를 폭넓게 해석하고 측정하고자

한다.

장암 환자들의 소득수 별에 따라 향을 수 있는 요인,즉 개인

요인(연령,가족 수,교육수 ,정서상태),환경 요인(사회 지지),

질병 련요인(질병유형,질병경과단계,거동능력)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소득 수 이 투병의지와 응의 정도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2>Conceptualframeworkforth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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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암환자를 상으로 소득수 별 투병의지와 응의 차이

를 확인하고 련 요인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연구 상

연구 상은 서울에 소재한 B 시립병원과 S 종합병원에서 장암

진단받고,외래통원 입원 치료한 장암 환자들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표본 수를 산출하기 해서 G-power3.1.7을 이용하 고 유

의수 0.05,효과크기 0.3,검정력 0.9을 기 으로 F검정을 했을 때 최소

표본수가 144명인 것을 근거로 총 160명씩 편의추출 하 고, 상자 선정

기 은 아래와 같다.

①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장암 진단을 받고 연구기간 동안 종양병

동과 외래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고 있는 자

② 신체 으로 면 에 응할 수 있으며 설문지를 이해하고 직 작성하

거나 응답이 가능한 자

③ 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④ 임산부,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등은 연구결과에 향을 수 있

다고 단되어 상자 선정에서 제외하 다.

3.연구도구

1) 상자 측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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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요인

소득 외 향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기 해 연령은 39세 이

하,40~59세 이하,60세 이상을 청년,장년,노년으로 구분하고,교육 정도

는 등 이하, 학교~고등학교 이하, 학교이상을 상, ,하로 구분하고

자 하 다.그 외 가족 수,종교,직업을 포함하 다.

�  질병 련 요인

질병 련 요인으로는 암 진단 3개월 후에 투병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연구(오복자,2008)를 바탕으로 암 진단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며 암 진단

외 동반 질환 유무,치료방법,질병 이 유무,치료로 인한 부작용,거동능

력 등을 조사하 다.

�  환경 요인

본 연구에서 환경 요인으로 사회 지지는 Akechi,okamura,

Yumawaki와 Uchitomi(1988)의 연구와 오복자(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투병생활 가장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의 신뢰정도 1문항과 지지만족 1문

항으로 측정하 다.지지자에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친척,의

사,간호사,종교인,성직자 등을 포함하고,신뢰 정도와 지지만족도는 (1)

매우 불심임/불만족,(2)꽤 불신임/불만족,(3)약간 불심임/불만족,(4)

약간 신임/만족,(5)꽤 신임/만족,(6)매우 신임/만족으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오복자(2008)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85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74

로 나타났다.

2) 소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윤구,박재 과 박종 ,2010;이 복과 경

래,2011; 경숙,최은숙과 이효 ,2008)에서 사회경제 수 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균가구소득,건강보험형태,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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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항목을 선택하 고,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최 생계비(2013년 최

생계비 4인기 1,545,399원/월)를 기 으로 최 생계비 150%미만,최 생

계비 150~250%미만,최 생계비 250%이상으로 나 었다.그리고 보험 형

태로 의료 여 여부는 지역 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세 원,피부

양자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의료 여 1종,의료 여 2종,보훈 상자,국

가유공자,차 상 의료보험 수 자 등은 의료 여 수 자로 구분하 다.

한 민간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를 구분하 다.

이를 종합하여 의료 여 수 자 포함하여 월평균 200만원이하,보험형

태로는 건강보험가입자이고 민간보험이 있거나 없는 자는 하,월 평균 가

구소득이 201만원에서 400만원 이하이며,보험 형태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이고 민간보험이 있거나 없는 자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01만원 이

상,보험 형태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이고,민간보험이 있거나 없는 자는 상

으로 분류하 다.

3) 투병의지

암 진단에 한 심리 반응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암 응양상 척

도(MAC:MentalAdjusttoCancerScale)를 사용하 다.Watson 등

(1988)이 개발한 이 도구는 국에서 개발된 자가 기술식 설문 도구로서

투병정신(fightingspirit),무력감(helplessness),불안에 사로잡힘(anxious

preoccupation),운명론 태도(fatalism),도피(avoidance)의 다섯 가지

응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α=.84로

측정되었고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본 연구에서는 Kim 등(2006)이 번역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6문항의 투병의지 문항을 사용하 다.

1 에서 4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투병정신이 높아 암을 극복하

려는 의지가 높음을 나타낸다.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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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

Derogatis와 Lopez(1983)가 암 환자를 해 개발한 심리사회 응의

자가보고식 한국어 도구(PsychosocialAdjustmenttoIllnessScale-Self

ReportKoreanVersion,PAIS-SR KoreanVersion)를 Derogatis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에 ClinicalPasychometricResearchInstitute(CPRI)으로

부터 한국어 도구를 받았다.본 도구는 최근 30일 동안의 내용을 반

하도록 되어 있다.건강 리 오리엔테이션,여가환경,가정환경,성 계,

확장된 가족 계,사회환경 그리고 심리 고통 등,총 7 역의 46문항으

로 각 문항은 1 에서 5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

응이 높음을 의미한다.직업 환경,가정 내 환경,심리 고통,성생활

역의 19문항이 역 문항이어서 역 환산 처리하 다.본 도구는 갑상선

암환자를 상으로 한 김정임(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

=.815 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88로 나타났다.

4.자료수집 방법 차

자료수집 기간은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 이후 2014년 6월부터 약 5개

월간 서울에 치한 학병원 시립병원에서 시행하 다. 상자는

장암과 직장암을 진단을 받고 외래 통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자로

본 연구자가 직 연구의 목 과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을 시행하

다.환자 스스로 작성하기 힘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 질문하고 답하

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상자가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고,설문 작성을

완료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총 168부의 설문지가 배

포되었고,회수된 설문지 6부는 소득을 밝히지 않아 제외하 고,5부는

체 문항의 10%를 과하여 제외하 다.따라서 총 157부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 20 -

5.윤리 고려

본 연구는 상자의 보호를 하여 해당기 윤리심의사무국의 승인을

받았다(심의번호 :J-1405-072-581,20140922/26-2014-114/102).연구 참

여를 한 서면 동의서에 연구의 목 , 차,수행 과정,연구자의 연락처,

연구 진행 언제든지 도 에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

시하고 구두 설명을 통해 상자로 하여 자발 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

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상자가 서명한 후 원본은 연구자가 소지하고,

사본 1부는 상자에게 배포하 다.자료수집 후 개인을 추 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 후 분석하 고,연구 자료들은 연구자만 근할 수 있는

연구실에 보 하 다.연구가 끝난 후 연구윤리 원회에서 자료소장기간

으로 지정한 기일 동안 보 후 자료는 완 히 폐기할 정이다.

6.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20.0Window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통계 처리

하 다.자료분석을 한 구체 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자의 소득수 별 개인 요인,환경 요인,질병 련 요인은

서술 통계를 통해 분석하 다.

② 상자의 소득수 별 개인 요인,환경 요인,질병 련 요인,투

병의지, 응의 차이는 χ²-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③ 상자의 투병의지, 응간의 계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

nt를 이용하 다.

④ 상자의 응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심으로 단계 다 회귀분석

(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시행하 다.

⑤ 모든 분석의 유의수 은 α=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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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연구결과

1. 상자의 소득수 별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

연구 상자의 소득수 별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Table1). 체 상자는 평균연령은 58.3세이고,소득수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가 60.8%로 가장

많았고,소득 하 군과 군은 고졸 이하가 61.0%,67.2% 고,상 군은

졸이상이 51.6%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직업은

없음이 71.5%로 가장 많았고,소득 하 군은 직업 없음이 84.7%, 군은

73.1%,상 군은 직업이 있음이 51.6%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재직 인 직업 명으로는 교사,회사원,공무원,검사,등 비

교 문직종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 수는 3~4명이 55.7%로 가장 많았고,소득 하 군은 명 이하가

44.1%, 군은 3~4명이 67.2%,상 군은 3~4명이 77.4%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지지자로는 배우자가 68.4%로 가장 많았

고,지지자에 한 신임 정도는 매우 신임이 68.4%,소득 하 군은 매우

신임이 49.2%, 군은 76.1%,상 군은 90.3%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민간보험 유 무는 소득 하 군은 없음이 54.2%, 군은 있음이 68.7%,

상 군은 있음이 80.6%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보

험형태로 건강보험가입자가 90.5%로 많았고,소득 하 군은 의료 여수

자가 23.7%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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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Incomestatus 　

Low

(n=59)

Middle

(n=69)

High

(n=31)

Total

(=157)

Charact

eristic

Variable

category

n(%) n(%) n(%) n(%) p

Gender .853

Male 35(59.3 43(64.2) 19(61.3) 97(61.4)

Female 24(40.7) 24(35.8) 12(37.0) 60(38.0)

Age(years)Mean±SD:58.3(10.30) .005

20~39 2(3.4) 3(4.5) 3(9.7) 8(5.1)

40~59 21(35.6) 38(56.7) 19(61.3) 78(49.4)

Morethan60 36(61.0) 24(35.8) 9(29.0) 69(43.7)

Maritalstatus .122

Married 45(96.3) 62(92.5) 28(90.3) 135(85.4)

Single 0 2(3.0) 1(3.2) 3(1.9)

Bereavement 6(10.2) 1(1.5) 1(3.2) 8(5.1)

Divorce 5(18.5) 1(1.5) 1(3.2) 7(4.4)

Others 0 1(1.5) 0 1(0.6)

Education .001

Elementaryschool 12(20.3) 4(6.0) 0 16(10.1)

Middle~highschool 36(61.0) 45(67.2) 15(48.4) 96(60.8)

≥College 11(18.6) 18(26.9) 16(51.6) 45(28.5)

Religion .970

Christian 15(25.4) 20(29.9) 10(32.3) 45(28.5)

Catholic 8(13.6) 9(13.4) 3(9.7) 20(12.7)

Buddhism 10(16.9) 13(19.4) 7(22.6) 30(19.0)

None 25(42.4) 25(37.3) 11(35.5) 61(38.6)

Job .000

Yes 7(11.9) 16(23.9) 16(51.6) 39(24.7)

Retired/Unemployed 50(84.7) 49(73.1) 14(45.2) 113(71.5)

Familymembers .000

≤2 26(44.1) 9(13.4) 2(6.5) 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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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32.2) 45(67.2) 24(77.4) 88(55.7)

5~6 12(20.3) 12(17.9) 4(12.9) 28(17.7)

≥7 2(3.4) 1(1.5) 1(3.2) 4(2.5)

Supporter

Parents 2(3.4) 5(7.5) 2(6.5) 9(5.7)

Spouse 34(57.6) 51(76.1) 23(74.2) 108(68.4)

Children 21(35.6) 18(26.9) 8(25.8) 47(29.7)

Sibling 4(6.8) 8(11.9) 1(3.2) 13(8.2)

Doctor/Nurse 5(8.5) 5(7.5) 1(3.2) 11(7.0)

Pastor 1(1.7) 2(3.0) 2(6.4) 5(3.2)

Others 2(3.4)) 1(1.5) 0 3(1.9)

Confidenceinsupporter .000

Veryconfined 29(49.2) 51(76.1) 28(90.3) 108(68.4)

Confined 27(45.8) 14(20.9) 3(9.7) 44(27.8)

NotConfined 0 0 0 0

Satisfactionwithsupporter .401

Verysatisfied 33(55.9) 42(62.7) 24(77.4) 99(62.7)

Satisfied 22(37.3) 21(34.3) 7(22.6) 52(32.9)

Notsatisfied 0 1(1.5) 0 1(0.6)

Privateinsurance .002

Yes 27(45.8) 46(68.7) 25(80.6) 98(62.0)

No 32(54.2) 21(31.3) 6(19.4) 59(37.3)

Insurance .000

healthinsurance 45(76.3) 67(100) 31(100) 143(90.5)

　 Medicalaid 14(23.7) 0 0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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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소득수 별 질병 련 요인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2).암 진단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가 32.3%로 가장 많았고,소득 하 군은 33.9%,

군은 26.9%,상 군은 41.9% 다.암 진행 정도는 4기가 39.2%로 가장 많

았고,소득 하 군은 37.3%, 군은 38.8%,상 군은 4기가 45.2% 다.동

반 질환의 여부는 동반질환이 없음이 59.5%로 가장 많았고,소득 하 군은

동반질환 있음과 없음이 각각 49.2%로 동일했고, 군은 동반질환 없음

이 59.7%,상 군은 동반질환 없음이 80.6% 다.수술을 한 경우는 80.4%,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93.7%,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58.9%

다. 이가 있음이 65.8%로 가장 많았고 소득 하 군은 62.7%, 군

65.7%,상 군 74.2% 다.부작용으로는 탈모 57.3% 구토 49.4%,피로

48.1%,오심 41.1%,체증 하 33.5% 변비 29.1% 순이었다.활동 정도는 1

‘약간 증상이 있는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고,소득 하 군은 2

‘증상이 있어서 낮 시간의 50% 이하를 침 에서 보내는 경우’가 33.9%,

군은 1 이 62.7%,상 군은 1 이 67.7%로 소득수 별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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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Diseaserelated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Incomestatus 　

Low

(n=59)

Middle

(N=67)

High

(N=31)

Total

(N=157)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 n(%) n(%) n(%) p

Durationofdiagnosis .365

3m~6m 20(33.9) 18(26.7) 13(41.9) 51(32.3)

≤1yr 16(27.1) 17(25.4) 3(9.7) 36(22.8)

≤2yr 11(18.6) 16(23.9) 7(22.6) 34(21.5)

≤5yr 6(10.2) 11(16.4) 6(19.4) 23(14.6)

>5yr 6(10.2) 5(7.5) 2(6.5) 13(8.2)

Stage .969

0 0 1(1.5) 0 1(0.6)

1 1(1.7) 1(1.5) 1(3.2) 3(1.9)

2 8(13.6) 13(19.4) 6(19.4) 27(17.1)

3 20(33.9) 26(38.8) 10(32.3) 56(35.4)

4 22(37.3) 26(38.8) 14(45.2) 62(39.2)

Comorbidity .053

Yes 29(49.2) 26(38.8) 6(19.4) 61(38.6)

No 29(49.2) 40(59.7) 25(80.6) 94(59.5)

Operation .932

Yes 47(79.7) 54(80.6) 26(83.9) 127(80.4)

No 11(18.6) 11(16.4) 5(16.1) 22(17.1)

Chemotherapy .316

Yes 55(93.2) 64(95.5) 29(93.5) 148(93.7)

No 4(6.8) 1(1.5) 2(6.5) 7(4.4)

Radiation .892

Yes 14(23.7) 18(26.9) 8(25.9) 40(25.3)

No 36(61.0) 41(61.2) 16(51.6) 93(58.9)

Metastasis .706

Yes 37(62.7) 44(65.7) 23(74.2) 104(65.8)

No 19(32.2) 22(32.8) 8(25.8) 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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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effect

Fatigue 23(39.0) 38(56.7) 15(48.4) 76(48.1)

Nausea 20(33.9) 29(43.4) 16(51.6) 65(41.1)

Vomit 25(42.4) 33(49.3) 20(64.5) 78(49.4)

Alopecia 32(54.2) 38(56.7) 20(64.5) 90(57.3)

Constipation 18(33.5) 18(26.9) 10(32.3) 46(29.1)

Neuropathy 8(13.6) 25(37.3) 11(35.5) 44(27.8)

Weightloss 16(27.1) 25(37.3) 12(38.7) 53(33.5)

Neutropenia 11(18.6) 27(40.3) 18(30.5) 47(29.7)

Others 7(11.9) 4(6.0) 3(9.7) 14(8.9)

Performancestatus .007

(ECOG) 0 10(16.9) 9(13.4) 4(12.9) 23(14.6)

1 18(30.5) 42(62.7) 21(67.7) 81(51.3)

2 20(33.9) 13(19.4) 3(9.7) 36(22.8)

3 9(115.3) 3(4.5) 2(6.5) 14(8.9)

　 4 2(3.4) 　0 1(3.2)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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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FightingSpiritandAdjustmentAccordingtoIncomeStatus

　 Incomestatus

Variable Low(n=59) Middle(n=67) High(n=31) p

mean(SD) mean(SD) mean(SD) 　

Fightingspirit 47.40(6.27) 48.13(4.71) 49.45(5.07) .239

Adjustment 141.05(20.39) 151.70(19.26) 159.74(19.06) .002

1 30.78(4.31) 32.13(4.32) 31.97(19.06) .178

2 15.66(4.12) 16.28(3.97) 16.90(4.15) .373

3 27.68(4.64) 29.18(4.09) 31.52(4.27) .001

4 19.24(3.82) 16.07(3.69) 15.77(2.81) .425

5 16.31(5.77) 18.45(3.83) 18.90(4.63) .016

6 23.81(4.76) 23.87(4.73) 25.74(4.58) .136

7 16.26(4.76) 17.26(4.87) 16.68(4.81) .420

3. 상자의 소득수 별 투병의지와 응 차이

상자의 투병의지, 응과 소득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투병의지는

하 군은 평균 47.40(6.27), 군은 평균 48.13(4.71),상 군은 평균

49.45(5.07)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239).

응은 하 군은 평균 141.05(20.39), 군은 평균 151.70(19.26),상 군

은 평균 159.74(19.00)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p=.002)가 있

었다. 응의 7개의 하부 역 가정 내 환경(p=.002),사회 환경

(p=.016)은 소득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3).

1=healthcareorientation;2=vocationalenvironment;3=domesticenvironment;

4=extendedfamilyrelationship;5=socialenvironment;6=psychologicaldistress;7=sexu

al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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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의 투병의지와 응 간의 상 계

상자의 투병의지와 응간 상 계를 분석하 다(Table4).투병의

지와 체 응은 r=.501(p<.001)로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다.투병의

지와 응의 하부 역과 상 계는 반 건강 리r=.558(p<.001),직업

환경r=.301(p<.001),가정 내 환경r=.386(p<.001),확 가족 계 r=.202

(p=.011),사회 환경 r=.223(p=.005),심리 고통 r=.414(p<.001)과 양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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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CorrelationbetweenFightingSpiritandAdjustment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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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501

(.000)

1

3 .558

(.000)

.613

(.000)

1

4 .301

(.000)

.557

(.000)

.185

(.020)

1

5 .386

(.000)

.654

(.000)

.387

(.000)

.356

(.000)

1

6 .202

(.011)

.425

(.000)

.223

(.005)

.079

(.327)

.330

(.000)

1

7 .223

(.005)

.611

(.000)

.362

(.000)

.175

(.029)

.327

(.000)

.288

(.000)

1

8 414

(.000)

.666

(.000)

.315

(.000)

.442

(.000)

.338

(.000)

.178

(.026)

.223

(.005)

1

9 .139

(.082)

.630

(.000)

.213

(.007)

.214

(.007)

.169

(.034)

.005

(.952)

.224

(.005)

.313

(.000)

1

1=Fighting spirit;2= Adjustment;3=Healthcareorientation;4=Vocationalenvironment;5=Domesticenvironment;6=Extendedfamily

relationship;7=Socialenvironment;8=Psychologicaldistress;9=Sexual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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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자의 응 향요인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단계선택 방법(stepwise

method)을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독립변수로 투병의지와 단

변량 분석에서 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결혼상태,가족 수,소

득수 ,지지자의 신임도,활동 정도를 분석하 다(Table5).명목변수인

결혼상태,가족 수는 dummy변수로 환하여 분석하 다.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연령,가족 수,지지자의 신임도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하 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InflationFactor,VIF)를 구하 다.본 연구에서

분산팽창요인은 1.056~1.142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간에 상 계가 없

음을 확인하 고,Durbin-Watson값이 1.597로 1~3사이 값으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분석의 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단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병의지,

활동정도,결혼상태(기혼),소득수 임을 확인하 다.최종 회귀모형을 설

정하 고, 체 모형의 설명력은 43.5%이었다. 응은 투병의지와 결혼상

태(기혼),소득수 과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활동정도와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으

며(F=27.963,p<.001),도출된 최종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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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AdjustmentAccordingtoCharacteristicsoftheParticipants

(N=157)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Adjustment

mean(SD) Fort p

Age(years)

20~39 163.00(18.44) 4.162 .017

40~59 150.29(18.88)

Morethan60 144.00(21.21)

Maritalstatus

Married 150.57(19.79) 5.12 .001

Single 158.00(38.57)

Bereavement 122.50(10.32)

Divorce 136.71(8.19)

Familymember

≤2(a) 137.29(16.39) 5.55 .001

3~4(b) 152.90(18.46)

5~6(c) 148.25(26.47)

≥7(d) 149.00(5.35)

Confidenceinsupporter

Veryconfined 152.54(21.04) 4.09 .019

Confined 138.22(15.31)

Performancestatus(ECOG)

0 163.56(15.32) 9.81 .000

1 151.96(20.30)

2 140.91(15.80)

3 131.35(14.19)

　 4 127.00(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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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FactorsInfluencingAdjustment (N=157)

Variable B SE β R² Adjusted t p

R²

(constant) 74.916 14.080 5.320 .000

Fighting

spirit

1.484 .245 .400 .261 .256 6.068 .000

Performance

status

-6.814 1.571 -.289 .366 .358 -4.338 .000

Marital

status

11.215 3.786 .190 .412 .400 2.962 .004

Income

status

4.316 1.772 .157 .435 .420 2.43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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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논 의

본 연구는 소득수 별에 따라 장암 환자들을 상으로 투병의지와

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악하고자 하 으며,연구결과 투병의지에

는 차이가 없으나 응에는 소득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에 한 논의는 인구학 질병 련 요인특성과 투병의지와 응

에 따른 차이에 해 서술하 다.

1. 소득 준에 른 개인  요인, 경  요인, 질병

련 요인

본 연구에서 상자의 평균연령은 58.3세고 연령은 소득과 유의한 차

이(p=.005)가 있었는데,김윤구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은 사람

보다 은 사람이 주 으로 느끼는 경제 도움에 한 필요 정도가 높

았다.즉 소비 성향이 높고 물질 자본이 충분치 않은 은 연령층이 암

이 발생하 을 경우 암으로 인한 경제 도움에 한 필요가 더 가 된다

고 하 다.반면 김진구 등(2011)의 연구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진료횟수,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나 건강상태의 격차에 노년층의 65.2%가 소득층

에 집 되어 있고 건강수 도 좋지 않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 유무와 교육 정도는 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Park등(2008)의 연구에서 직장을 가진 암환자의 1/4이 암 진단 후 1

년 이내 직업을 상실하 고,Choi등(2007)의 연구에서 암 진단받은 305

명 남성 53%가 직업을 상실하 다.암 진단과 직업상태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소득이 있었고,특히 소득층일수록 직업의 상실이 높은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기환(2010)의 연구에서 교육과 소득은 일방 인 계가 아닌 양방향

계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에 향을 미치고 교육격차가 소득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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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으며,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를 ‘소비’가 아닌 ‘투자’로 인식하

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컸다.직업이 있는 경우 직종을 살펴보았을 때

교사,회사원,공무원,엔지니어 등 문직종이 다수를 차지 하 는데,교

육 수 이 높고,소득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재취업의 기회가 많아 안정된 수입을 유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형태,민간보험 가입여부는 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김윤구 등(2010)의 연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여 수

자가 경제 도움에 한 필요가 더 높았다.의료 여 수 자에게는

부분의 여진료비에 해 액을 부담해주고 있지만,여 히 비 여 항

목이 진료비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높은 비 여 진료비로 인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 복과 경래(2011)의 연구에

서 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고,총 가구수입이 커질

수록 보험가입을 더 많이 하고,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민간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컸다.즉 보험의 형태,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

는 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수와 지지자의 신임이 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가족 수는 소득 하 군은 2명 이내가 44.1%,소득 상 군은 3~4명이

77.4%로 다수를 차지하 고, 상자의 부분이 투병생활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소득수 과 상 없이 모두 배우자(68.4%)와 자녀(29.

7%)로 인식하고 있었고,소득 상 군이 지지자의 신임의 만족도가 62.7%

로 가장 높았다.류은경(2001)의 연구에서 암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

도에 향을 주는 변수가 가족의 월수입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상자가

지각하는 가족 지지 정도가 높았고,김혜 외(2008)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득 암

환자들은 가부장제 인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맥락에서 이혼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집단으로 하락하여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35 -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어 혼자서 병원을 방문하는 소득층 암환자들에

게 의료진에 한 신뢰가 치료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향을 미치고 희망

을 주는 원동력과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다고 볼 때(이명선 외,

2011;태 숙 외,2001),의료인으로써 암환자들에게 배려와 존 의 태도

와 함께 보다 많은 정보 ,정서 지지를 제공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질병 련 요인 활동정도가 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7).그리고 암 진단 기간은 소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응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오복자와 이연주(2008)의 연구에서 무

력감의 측요인으로 거동능력이 있었고,Akechi,Okamura,Yamawaki

와 Uchitomi(1998)연구에서 암 환자들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 이 낮을

수록,혼자 거주하는 경우,거동능력이 낮고 주 보호자에 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무력감이 높았다.그리고 김희정 외(2014)의 연구에서 장직장

암환자들은 연령,성별,배우자의 유무,직업유무에 따라 신체활동량에 유

의하게 차이를 보 고 양 험이 높은 상자들의 삶의 질이 낮고 신체

활동량이 낮은 결과를 보 다.그리고 치료 에서 치료 후로 시간이 경

과한 후에 신체활동량이 증가하 고 암 치료과정 의 부작용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하되었다가 회복기를 거치면서 차 신체활동의 증가하

다. 장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한 Carolyn등(2008)연구에서 신체활동

량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소득계층은 연

령이 높고,주거환경,음식,건강 리 등 생활환경 험에 더 크게 노출되

어 있고(김진구 외 2011;이명선 외 2011),신체 활동을 한 환경 요

소가 취약하다.따라서 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신체활동량 응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정 재가 치료계획 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소득 준에 른 투병 지  

본 연구 상자의 투병의지 정도는 하 군은 평균 47.40(6.27),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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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8.13(4.71),상 군은 평균 49.45(5.07)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239).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투병의지 수를

비교해 보면,오복자,이연주(2008)의 연구에서 가족 평균 수입 101~300만

원이 총 55.6%를 차지한 암 환자들의 평균 투병의지 수 52.22(0.67)보다

투병의지 수가 낮았다.이러한 차이는 오복자,이연주(2008)의 연구 상

자들은 암 진행 정도가 2기 이내가 46%,암 이가 되지 않음이 54%

던 반면,본 연구에서는 암 진행 정도가 4기가 39.2%로 가장 많았고,암

이가 있음이 65.8%로,진행된 암으로 인한 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 상자들은 서울 소재한 종합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이루

어졌고 부분의 상자들은 거주지역에 있는 가까운 병원을 찾기보다는

치료결과에 만족하는 병원을 찾았고,지방 거주자도 서울에 치한 병원

을 이용하 다.그리고 진단기간이 3~6개월인 경우가 체 32.3%로 극

으로 항암치료 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등이 소득과 투병의

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에 향을 줬다고 사료된다.따

라서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 상자를 확 하고 치료시기를 구분한 추후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병의지 측요인으로 상자의 믿음정도,지지자에 한 신임정도,

건강(김주형,2006;오복자와 이연주 2008;Akechi,1998)이 있으며,

특히 희망,믿음,사랑,용서,수용은 투병정신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지

고(김주형 외,2006)우울, 망감 등의 정서 장애의 향이 질병특성보

다 심리 사회 요인에 크게 작용한다는 에 미루어 추후 심리사회 요

인과 투병의지의 계를 고려한 소득수 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 정도는 하 군은 평균 141.05(20.39),문항평균은 3.18, 군은 평

균 151.70(19.26),문항평균은 3.35,상 군은 평균 159.74(19.06),문항평균

3.42으로 나타났고 소득수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

PAIS를 사용한 연구들과 심리사회 응 수를 비교해 보면 김정임

(2013)의 가족 월 평균 수입 300만원 이상이 63.0%를 차지한 갑상선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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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문항평균 수(3.34)보다 소득 군과 소득 상 군은 높은 결과를

보 다.그리고 임승주(2005)의 가구 월 평균 수입 200만원~300만원 미만

이 27.5%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류마티스 염을 가진 여성들의 문항

평균 수(3.39)보다 소득 군은 낮은 수를 보 다.하지만 평균 수입

이 300만원 이상인 상자가 200만원 미만인 상자에 비하여 심리사회

응수 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와 일치한다.

응의 하부 역 가정 내 환경과 사회 환경은 소득수 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응의 하부 역 반 건강 리,직업 환경,가

정 내 환경,확 가족 계,사회 환경,심리 고통은 투병의지와 양의

상 계를 보 다.가정 내 환경에는 부부 자녀 계,가족 친 도,질병

으로 인한 가족 응,가정 수입이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지지를 의미 한

다고 볼 수 있다.가족의 지지는 환자가 질병에 처하는데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고,건강증진행 를 통해 질병 회복에 직 인 향을

미친다(박 희 외,2000;조계화 외,1997).류은경(2001)의 연구에서 암환

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에 향을 주는 변수가 가족의 월수입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상자가 지각하는 가족 지지 정도가 높은 것과 조옥희

외(2009)와 송덕순(1998)의 연구에서 경제상태가 상 군일 때 가족 지지가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회 환경은 개인,가족,사회에서의 여가활동 등 사회 참여 사

회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 미(2009)의 연구에서 암 환자의 사회

지지가 높으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사회 지지의 일면인 가족 지지와

삶의 질과의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그리고 경제상태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제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와 삶의 질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원부족과 지지망의 취약성은 심리사회 디스트 스에 하게

처하기 어렵고 치료과정에의 응을 해하는 요소이다.따라서 가족의

지지와 사회 지지가 부족한 소득 암 환자들에게 자조 집단 동료

지지집단 구성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질병에 잘 처하고 심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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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도움을 수 있도록 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향요인

본 연구에서 응과 투병의지는 정상 계를 보 고,단계별 다 회

귀 분석을 통해 응의 향요인으로 투병의지,활동정도,결혼 상태,소

득수 으로 총 4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응에 높은 향을 주는 변

수는 투병의지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낙 성

과 사회 지지 응과의 계를 연구한 Shelby등 (2008)의 연구에서 낙

인 사람들은 암 투병생활에 응을 잘하고,사회 지지는 낙 성과

응의 계에서 조정자로 심리 디스트 스와 정신 건강 심리사회

기능에 한 부정 향에 한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Stanton,

Danoff-burg과 Huggins(2002)의 연구에서 암 진단에 한 극 수용

을 통한 처는 정 응의 측요인이었던 반면,암 진단에 한 회

피 처는 암 재발의 두려움의 측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즉 투병의지는 반 건강행 실천율이 증가하고 질환에 한

정 응을 통해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소득수 은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응

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암요법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심리사회

응을 연구한 이경숙(2000)의 연구에서 정규 인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치료비와 상황에 따른 수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낮은 환자일수록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진료비 부담은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쳤으

며,김혜 과 고은(2012),Shelby등(2008)의 연구에서는 경제수 이 유방

암 여성의 심리사회 기능에 양 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그리고 의료 여제도는 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

는 공공부조제도로,노년층의 65.2%가 소득층에 집 되어있고 교육수

이 낮고 사회 지지체계가 취약할 뿐 아니라 건강 리 능력이 하되어

있어 만성 질환의 유병기간이 길고 합병증 발생률이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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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구 외,2010;김진구,2011;류은경,2001;이 주,2012).이상의 결과

로,투병의지는 소득수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응은 소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의 향요인으로 투병의지가 높고,거동능력이 자유롭

고,기혼이며,소득수 이 높을수록 응이 높았다.경제 어려움이 있는

소득계층은 가족 수가 고 부분 홀로 지내며 의료이용률에서도 지지체

계가 부족하고 암 검진 행 도 낮아(김도 ,2012;김진구,2011;박부연,

2012),다방면 으로 취약한 들이 많았다.따라서 소득층 암 환자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확인된 가족,사회 지지,교육수 ,

직업소실,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련하여 지속 인 심을 가지고 부 응

요인을 조기에 측하여 정 인 처를 통해 정 응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환경 조성 간호 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 40 -

VII. 결론 및 언

본 연구는 소득수 별에 따라 장암 환자들을 상으로 투병의지와

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악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2014년 6월부

터 2014년 11월까지 5개월간 서울에 소재한 학병원과 시립병원에서 입

원 이거나 통원치료 인 장암 환자로서 20세 이상의 성인 157명을

상으로 하 으며,자가보고식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하 고,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성,환경 요인,질병 련 특성에 따

른 소득수 차이 분석결과 연령,교육수 ,직업유무,가족 수,지지자 신

임,민간보험 여부,보험형태,활동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연구 상자의 투병의지 정도는 하 군은 평균 47.40(6.27), 군

은 평균 48.13(4.71),상 군은 평균 49.45(5.07)로 나타났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응 정도는 하 군은 평균 141.05(20.39), 군은

평균 151.70(19.26),상 군은 평균 159.74(19.06)으로 소득수 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연구 상자의 투병의지와 응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투병

의지와 체 응은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고,투병의지와 응의 하

부 역과 상 계는 반 건강 리,직업 환경,가정 내 환경,확

가족 계,사회 환경,심리 고통과 양의 상 계를 보 다.

넷째, 응의 향요인으로 투병의지,활동정도,결혼상태(기혼),소득

수 으로 총4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즉 투병의지가 높고,거동능력이

자유롭고,기혼이며,소득수 이 높을수록 응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

는 소득수 분류기 을 총 월수입,보험형태,민간보험으로 구분하 지만

추후 소득분류 기 을 좀 더 확 하여 객 인 분류와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 상자를 확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투병의지는 정서 장애의 향이 질병특성보다 심리 사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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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크게 작용한다는 에 미루어 심리사회 요인과 투병정신 계를

고려한 소득수 별연구가 필요하다.셋째,본 연구를 통해 소득은 암 환자

의 응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밝 졌으므로 소득층 암환자

들에게 정보 지원과 정서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의료진들

이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소득층 암환자들의 부 응 요인을 조기에

측하여, 정 응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환경 조성 간호

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두 곳의 병원에서 임의 표출한 상자를

모집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둘째,소득수

을 포함한 경제수 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배경,주거환경,소유 재산

등을 총체 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본 연구는 소득수 만을 분

석지표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추후 개인의 사회경제 수 (Socioeconomic

status)을 통합 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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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도구승인(Fighting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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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도구승인(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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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윤리심의 원회 연구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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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연구 참여 설명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는 서울 학교 간호 학원 종양 문 간호 석사과정에 재학 인 김

서연 입니다.본 연구는 병동이나 외래에서 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소득수 별 차이에 따른 투병의지와 응을 악하여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하는 것 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 어도 본인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단할 수 있으며 참여를 거부하거나 도 에 탈락하는 것에 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답변은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

기 한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이며,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

으로 장암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효과 인 간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내용은 연구의 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해주시

는 모든 내용은 비 이 보장됨을 약속합니다.힘들고 불편한 와 에도 귀

한 시간과 정성스런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자 :김서연(서울 학교 간호 학원 종양 문간호 석사과정)

소속 :서울 학교 병원

문의 화 :010-0000-0000

윤리심의 사무국 :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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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시험자/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연구 상자 동의서

1.본인은 임상연구에 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상기 연구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 연구에 하여 충분히 의논하 습니다.

2.본인은 연구의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본인은 이후의 치료에 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의 참여를 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본인은 이 설명서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의학 연구 목 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

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본인은 연구 설명문 동의서의 사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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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연구 설문지

A.일반 특성

다음을 읽어 보시고 해당항목에 ‘V표” 는 해당 사항을 어주시

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3.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기혼 ②미혼 ③사별 ④이혼/별거 ⑤기타

4.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무학 ② 졸 ③ 졸 ④고졸 ⑤ 졸이상

5.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없음 ⑤기타

5-1.귀하의 믿음 정도는?

①매우 강함 ②꽤 강함 ③약간 강함 ④약간 약함

⑤꽤 약함 ⑥매우 약함

6.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재직 :직업명( )②실직 ③퇴직:퇴직 직업명( )

④가정주부 ⑤직장을 그만둠:그만두기 직업명( )⑥기타

7.귀하 가구의 총 월수입(가족포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00만원 이하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만원~400만원

⑤401만원 이상

8.다음 귀하가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지역 는 직장 건강보험자 ② 세 원 ③ 피 부양자

④ 의료 여 1종 ⑤ 의료 여 2종 ⑥ 보훈 상자 ⑦ 국가 유공자

⑧ 차상 의료보험 수 자

9.귀하는 민간보험(암 보험 포함)을 가입하셨습니까?

① ②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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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귀하의 가족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본인포함)

①2명 이하 ②3~4명 ③5~6명 ④7명 이상

11.투병생활 귀하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구입니까?

①부모님 ②배우자 ③자녀 ④형제/자매 ⑤친척 ⑥의사 ⑦간호사

⑧종교인 ⑨성직자 ⑩기타

11-1.귀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신임하십니까?

①매우 신임 ②꽤 신임 ③약간 신임 ④약간 불신임

⑤꽤 불신임 ⑥매우 불 신임

11-2.귀하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의 지지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꽤 만족 ③약간 만족 ④약간 불만족

⑤꽤 불만족 ⑥매우 불만족

B.질병 련 특성

1.암 진단 받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①3개월이상 ~6개월 이내 ②1년 이내 ③2년 이내 ④5년 이내

⑤5년 이상

2.귀하의 암 진행정도는?

①0기 ②1기 ③2기 ③3기 ④4기

3.암 진단 외 동반된 질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1.암 진단 외 동반된 질환 명은 무엇입니까?( )

4.질병과 련되어 치료받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①수술 여부 :있음( )없음( )

②항암제 치료 여부 :있음( )없음( )

③방사선 치료 여부 :있음( )없음( )

④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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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그

다

매

우

그

다

1.나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내 병에 하여 생각

할 시간이 없다

2.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에 하여 걱정을

한다.

3.나는 나의 정 인 태도가 내 건강에 유익을

가져다 다고 느낀다.

4.나는 내 병과 싸우려고 한다.

5.나는 내 병에 하여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하

다.

5.질병의 이가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6.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부작용은?(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피로 ②오심 ③우울 ④불안 ⑤구토 ⑥탈모

⑦무감각증,감각이상 ⑧암이나 치료로 인한 통증 ⑨변비 ⑩기침

⑪체 하 ⑫고통 ⑬백 구 감소증 ⑭ 열 ⑮설사

⑯구내염 ⑰성/생식기 기능이상 ⑱수면이상 ⑲기타

7.귀하의 재 활동 정도는 다음 무엇입니까?

①발병 처럼 활동 ②경한 증상 있으나 거동이 자유로움

③반나 이상 거동 가능 ④반나 이상 워 있음 ⑤하루 종일

워 있음

C.투병의지

암에 한 태도에 한 질문입니다.지난 일주일간을 생각하면서 솔

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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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암 진단을 받은 이후 나는 삶이 얼마나 소 한

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7.나는 매우 정 인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

다.

8.나는 나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을 생각한다.

9.나는 내 병이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10.나는 내 병을 하나의 도 이라고 여기고 있다.

11.나는 내 병에 하여 여유 있는 자세를 유지하

려고 노력한다.

12.나는 휴일,직업,주택 등 미래에 하여 계획

을 가지고 있다.

13.나는 내가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본다.

14.나는 내 병에 묻 살지 않는다.

15.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나의 건강에 많은 향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나는 내가 에 해왔던 로 변함없이 내 삶

을 살려고 노력한다.

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약

간

그

다

체

로

그

다

매

우

그

다

1.나는 반 으로 건강 리를 잘 한다.

D. 응

다음은 오늘을 포함 한 지난 한달(30일)동안 귀하의 경험에 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문항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곳에 V로 표시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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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는 재의 질병에 해 리를 잘 한

다.

3.나는 반 으로 간호 술이나 간호사들

에 해 만족한다

4.나는 재 치료와 주치의사에 해 신뢰

한다.

5.나는 재 질병의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

고 기 한다.

6.나는 질병에 해 잘 안다.

7.나는 질병에 한 치료 결과가 좋아

지리라고 기 한다.

8.나는 질병의 치료 방법에 해서 잘

안다.

9.나는 질병으로 인해(학생의 경우 학업,

주부의 경우 가사 등)활동에 지장이 있다.

10.나는 직업( 는 학업,가사)활동을 다

해낸다.

11.나는 장암 수술 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었다.

12.나는 직업( 는 학업,가사)에 한 의

욕이나 열의가 었다.

13.나는 질병 에 비해 직업( 는 학업,

가사)활동에 있어서 목표설정을 낮추었다.

14.나는 일을 잘해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

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

15.부부 계(미혼일 경우 부모,사별일 경

우 자녀 계)가 좋다.

16.자녀(미혼일 경우 형제) 는 기타 동

거가족들과의 계가 좋다.

17.질병으로 인해 가족간의 문제가 많다.

18.질병으로 인한 변화에 가족들은 응을

잘 한다

19.가족들과 화를 잘한다.

20.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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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21.질병으로 인해 가정 내에 물질 어려

움이 있다

22.집안의 수입이 하다.

23.나는 형제들이나 친척들과 화가 잘

된다.

24.나는 형제들이나 친척들과 잘 지내고

싶다.

25.형제들이나 친척들에게 물질 도움을

받는다.

26.사회생활에 있어서 형제들이나 친척들

의 도움을 받는다.

27.형제들이나 친척들과 우애가 좋다.

28.나는 개인 인 여가활동에 해 심이

많다.

29.나는 재 개인 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30.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 한

심이 많다.

31.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32.나는 사회에서의 여가활동에 해 심

이 많다.

33.나는 사회에서의 여가활동 시간이 많

다.

34.나는 질병에 한 불안을 느낀다.

35.나는 질병 때문에 우울하다.

36.나는 질병 때문에 남을 미워한다.

37.나는 죄의 가로 질병에 걸렸다고 생

각한다.

38.나는 질병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이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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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질병 때문에 자부심(자존심)이 손상되

었다고 생각한다.

40.질병 때문에 외모가 나빠졌다.

41~46번까지는 기혼자만 답하여 주십시오

41.질병 후 성생활이 나빠졋다.

42.질병 후 성 생활에 한 심이 어졌

다.

43.질병 후 성 생활이 었다.

44.성 생활에 한 만족한다.

45.성생활에 장애가 많다.

46.성생활로 인해 배우자와의 사이의 갈등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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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fightingspiritand

adaptationofcoloncancer

patientsbyincomestate

Kim Seoyeo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EunyoungE.Suh,PhD,FNP,RN

The lowerthe income,the higher cancerincidence and cancer

mortalityaccordingtoasocialclass.Inparticular,inthecaseofcolon

cancerwhichisknownthatthecasefatalityrateisthelowest,higher

coloncancerincidencerateandmortalityinlow-incomegroupsare

showinginaconsistentpattern.Socioeconomicstatushasimpactson

notonlycancerincidenceanditsprognosis,butalsoindividualcoping

patterns,sothatitisthemain determinantsofsurvival.Fighting

spiritandadaptationareimportantfactorstohelpcancerpatientswho

faceacancerdiagnosisandreceivetreatmenttoovercomedifficult

situationsandtoadaptpositively tocircumstancesandtohavean

impactonthequalityoflife.

A numberofstudies related to the disease coping patterns for

cancerpatientshavemade,butlittlehasbeenknownabout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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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andadaptationpatternsthatareassociatedwithincomestatus.

Thething topromotepositivecoping patterns,particularly tohelp

low-incomecoloncancerpatientstopromoteapositiveadaptationby

comparing fighting spiritand adaptation patterns based on income

levelsisveryimportantinnursingpractice.

Thisstudywasdesignedasadescriptiveresearchand157colon

cancerpatientswhoarebeinghospitalizedattheUniverstiyHospital

andCityHospitalinSeoulorarereceivingoutpatienttreatmentwere

selectedforstudysubjectswithconveniencesamplingandtheywere

askedtorespondtothequestionnaire.Datacollectionwasconducted

from June2014toNovember2014andthisstudywasperformedfor

onlysubjectswhosignedainformedconsentform afterhearingthe

explanationaboutthepurposeofthisstudyfrom aresearcherandwho

wantedtoparticipateinstudy.Structuredquestionnairewasusedasa

researchtool,thetoolthatwasdevelopedbyWatson,etal.(1988)and

wasadaptedbyKim,etal.(2006)wasusedtomeasurethewillingness

to struggle againstdiseases and the toolthatwas developed by

Derogastis and Lopez(1983) was used for adaptation with the

permissionoftheoriginalauthor.ThecollecteddatausingSPSS20.0

wereanalyzed by descriptivestatistics,Cronbach'salpha,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and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

Theresultsthatobtainedinthisstudyareasfollows.

1.Age,educationlevel,thepresenceandabsenceofoccupation,the

numberoffamily,supporter's trust,the presence and absence of

privateinsurance,thetypeofinsurance,performancestatusdegree

weresignificantlydifferentwithincome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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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degreeoffightingspiritshowedaverage47.40points,48.13

points,and 49.45 points in the low,medium,and high group

respectivelyand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incomelevels.

3.Thedegreeofadaptationshowedaverage141.05points,151.70

points,and159pointsinthelow,medium,andhighgrouprespectively

and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incomelevels.

4.Thefightingspiritandadaptationshowedapositivecorrelation.

5.Theinfluencefactorsofadaptation arefighting spirit,activity

degree,maritalstatus,andincomelevel,whichshowedtotal43.5% of

explanationpower:highfightingspirit,freemovementability,married

person,andhighincome-levelshowedhighadaptation.

Itconcludedthattheadaptationofcancerpatientswassignificant

withincomeanditwasfoundtobethefightingspritthathadthe

mostinfluenceontheadaptation.Forthefightingspirit,psycho-social

factorssuchastheinfluenceofemotionaldisturbancethan disease

characteristicsgreatlyplayarole,sothatfurtherstudies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factors and fighting spirits

basedonincomelevelareneeded.Furthermore,medicalenvironment

setting and nursing intervention are needed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alsupportand emotionalsupportto low-income cancer

patients and to help to promote positive adaptation by predicting

maladaptivefactorsoflow-incomecancerpatientsinearlystages.

Keywords:coloncancer,incomestatus,fightingspirit,and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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