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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폐암은 국내 남성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다른 암 종에 비해 상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진단법 및 치료법의 발달로 그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장된 생존 기간 동안 동반되

는 증상과 심리적 지지, 삶의 질에 대한 고찰이 중요해지고 있다. 폐암은 

환자의 생활 습관이 질병 발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다른 암보다 사

회적 낙인과 부정적 오명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

적 낙인은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환자의 가족, 건강 증진 행위에 장애

가 되는 요소로 이에 대한 관심과 사정이 필요하다.  

중년기에는 암과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

해 건강 증진 행위 이행율이 낮으며,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심리적 불안정과 위기를 겪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암을 진단 받은 경

우, 치료와 병의 진행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 반응이 초래된다. 시기적 정

서 혼란과 함께 암과 관련된 심리적 변화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 이

는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가 지각하는 스티그마, 적응, 삶

의 질 정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파악하여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로 서울 소재 3차 종합 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 폐암 환

자 120명을 편의 표출하여 자가보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ataldo 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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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하고 이정림과 김금순(2011)이 국문 번역한 스티그마 도구, 

Watson 등(1994)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 실정에 맞게 Kang 등(2008)이 표

준화한 적응 도구, Cella 등(1993)이 개발한 삶의 질 도구의 국문판을 저

자 허가 취득 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WIN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티그마는 49.31±13.44였고, 결혼상태와 방사선 치료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적응 정도는 무력감 13.82±4.65, 불안에 사로잡힘 19.54±5.04, 운명

적 수용 13.83±2.71, 투병 의지 11.97±2.23, 인지적 회피 10.38±2.41

였고, 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무력감은 수술 여

부, 항암화학요법 여부, 활동정도, 불안에 사로잡힘은 가족 수, 동

반 질환 유무, 항암화학요법 여부, 운명적 수용이 교육정도, 수술 

여부, 방사선 치료 여부, 투병 의지는 교육정도, 종교, 인지적 회피

는 종교, 활동정도였다. 

3. 삶의 질은 71.77±17.30였고, 교육정도, 질병 또는 치료와 관련된 증

상 유무, 활동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스티그마는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과 양의 상관관계, ‘정서적 

안녕’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은 삶

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 ‘운명적 수용’과 ‘투병 의지’, ‘인지적 회피’

는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력감’, ‘활동정도’, ‘운명적 수용’, 

‘불안에 사로잡힘’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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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적인 적응 반응을 줄이고, 신체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여 

활동정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법이고, 다각적 측면에서 환자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의료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총체적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 중년기 남성, 폐암,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학  번 : 2014-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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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폐암은 국내 남성의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고,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진단 시 이미 진행된 상태가 많으며 다른 암 종에 비해 상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중앙암등록본부, 2017; Jung et al., 2017). 하지

만 폐암과 관련된 진단법 및 치료법의 발달로 상대 생존율이 점차 증가

되면서 질병과 동반되는 증상과 심리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김금순 등, 2013), 연장된 생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에 대한 고찰이 중

요해지고 있다. 

암은 지각된 스티그마 성향이 큰 질환 중 하나로, 이 중 폐암은 환자의 

생활 습관이 질병 발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다른 암보다 높은 스티

그마를 나타내고(Else-Quest, LoConte, Schiller, & Hyde, 2009; LoConte, Else-

Quest, Eickhoff, Hyde, & Schiller, 2008), 우울, 디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증상

들과의 관련성이 높아 암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림 & 김금순, 2011). 또한 스티그마

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질병 관련 요인들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 

개인의 삶의 질, 질병을 가진 사람의 가족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Cataldo, Slaughter, Jahan, Pongquan, & Hwang, 2011), 건강 증진 행위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알려져 있어(Corrigan & Watson, 2007) 이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과 사정이 필요하다.  

암환자들은 생존기간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처와 적응 반

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암에 대한 적응은 암의 예후와 연관성이 있으며 

부적응은 삶의 질 저하와 암 치료 포기 등의 원인이 된다(이은경, 류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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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11).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존기간의 증가는 암이 꾸준한 관리

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성격이 변화함을 보여주므로 암환자의 적응은 장

기간에 걸친 치료 경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삶의 질과도 높은 관련

성을 보여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년기에는 

암과 만성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Jung et al., 2017), 특히 이 시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건강 증진 행위 이행율이 낮으며,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심리적 불안정감과 위기를 겪게 된다. 중년기 남성은 자신의 건

강을 돌볼 기회가 적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더욱이 이 시기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치료와 병의 진행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가족들 생계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부정적 정서 반응이 초래된다(이수정, 

2007). 따라서 중년기에 암을 진단 받은 남성의 경우 발달적, 사회적 적응과 

더불어 암과 관련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 적절한 적응 및 심리적 항상성 

유지의 여부가 이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되며 이는 암 치료 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유진 & 강현욱, 2014).  

이에 중년기 남성 중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지각하는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지각된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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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3)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일반적,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4)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

악한다. 

5)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중년기 남성 

생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과 노년의 중간시기에 있는 남성을 말하며(김

경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 전숙영, 2011), 본 연구에서는 간호 및 

보건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중년기 나이 범위로 사용하고 있는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을 말한다.  

 

2) 스티그마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거절, 비난, 또는 평가 절하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개인적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Cataldo et al., 2011), 본 연구에서

는 Cataldo 등(2011)이 개발한 Cataldo Lung Cancer Stigma Scale을 이정림과 

김금순(2011)이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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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응 

암 진단과 같은 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말하는 것

으로(Watson et al., 1988), 본 연구에서는 Watson 등(1994)이 개발한 Mini-

Mental Adjustment to Cancer Scale(Mini-MAC)을 Kang 등(2008)이 한국 실정

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간편형 암 적응 척도(K-Mini-MAC scale)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삶의 질 

신체적, 정신적, 사회 및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는 것으로(Padilla, Ferrell, Grant, & Rhiner, 1990), 본 연구에서

는 Cella 등(1993)이 개발한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Scale-General(FACT-G) version 4를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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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스티그마(stigma)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행위 등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손상시키

고 그 개인을 자기 및 사회적 수용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Goffman, 1963). 질병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잠재적 또는 실재적으로 신체

적 제한을 내포하고 있어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Williams, 1987), 자신의 질병과 상태를 숨기려고 하지만, 이는 심리사회

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Goffman, 1963). 

건강과 관련된 스티그마는 질병으로 인한 배제, 거절, 비난 또는 평가 절

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적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Cataldo et al., 

2011),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질병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진 사람의 가족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Cataldo et al., 2011; Patrick & Chiang, 2000). 이

러한 건강 관련 스티그마는 치료 과정과 사회적 통합, 지역사회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울, 불안, 부정적 자존감 등의 정서 장애와 유의

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Link & Phelan, 2001).  

건강 관련 스티그마는 정신 질환자, 신체적 장애인, 후천적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외의 간질환, 암과 같

은 만성질환들도 스티그마를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Cataldo, Jahan, & Pongquan, 2012; Wilson & Luker, 2006). 암환자들은 암을 

스티그마로 인식한다고 하였고(Ashing-Giwa et al., 2004), Cataldo 등(2012)

은 다양한 암 종 중에서 담배가 발병의 주원인인 폐암과 두경부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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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높은 스티그마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폐암 환자의 경우 흡연 여

부와 상관없이 의료진, 가족, 친구들로부터 스티그마를 갖게 된다고 하였

다(Cataldo et al., 2012; Chapple, Ziebland, & McPherson, 2004).  

이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국외에서는 폐암 환자들의 스티그마와 관련해

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폐암 환자에게 비난은 주된 스트레스 원

으로 알려져 있고(Marlow, Waller, & Wardle, 2010), 본인의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어 수치감과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으며(Chapple et 

al., 2004), 이는 환자로 하여금 전문적 도움을 구하거나 건강증진 행위를 하

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Carter-Harris, Hermann, Schreiber, Weaver, & 

Rawl, 2014; Corrigan & Watson, 2007). 폐암 환자의 지각된 스티그마가 질병에 

대한 체념, 디스트레스, 우울,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꺼려하는 것, 돌봄에 

대한 관심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Hamann et al., 2014), 자책감, 자아존

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Cataldo et al., 2012). 또한 스티그

마와 우울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Cataldo et al., 2011). 폐

암 환자의 스티그마는 두 가지 요인들에서 발생하는데, 흡연과 폐암에 대한 

사회적 견해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와 폐암을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스티그마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으

로 사회적 자격박탈, 기회의 제한, 사회적 정체성의 부정적 변화 등이 폐암

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형성되고, 이는 부정적 심리사회적 증상

들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신체적 증상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Cataldo et 

al., 2012). Hamann 등(2014)은 폐암 환자들에게 지각된 스티그마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절하나 부정적 평가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만연해 있는 사회적 반응들의 반영인 것으로 보았고, 개인 

안에서 스티그마가 내면화 되어 죄책감과 수치감, 자기 비난, 후회, 분노 등

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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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티그마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스티그마를 낙인, 편견, 오명 

등의 용어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스티그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

회심리학 분야에서 스티그마의 영향과 반응 및 대처 방안에 대해 행해졌

으며, 의학에서는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티그마의 영

향 또는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간호학에서는 정신질

환자의 낙인 지각 정도와 정신질환자 가족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간질 

환자의 치욕감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이인옥 & 이은옥, 2006).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이정림과 김금순(2011)의 

연구를 시작으로 몇몇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일 암종별 스티그마 정도에 대한 확인

보다는 암 종 전체와 관련된 스티그마 수준을 측정하여 다른 심리사회적 

변수들과 관계성을 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정림과 김금순(2011)

의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가 남성, 흡연력이 있었던 대상자에

게서 더 높고,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디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삶의 질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변혜선, 김은경과 김경덕(2015)의 연구에

서는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는 디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가 있고, 디스트

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삶의 질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김인하와 김숙

영(2017)의 연구에서는 스티그마는 극복력 및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2. 폐암 환자의 적응 

암 적응은 암 진단과 같은 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위협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인 인지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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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위협적 사건을 줄이기 위한 환자들의 행동과 생각들로 구성된 반응

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Watson et al., 1988). 암환자들은 생존 기간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처와 적응 반응이 필요하고(Krause, 1993), 

그 적응 양상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암환자의 생존 기간 영

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적응은 암의 예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부적응을 경험하도록 하며,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암 치료 포기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은경 등, 2011).  

암환자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진단, 치료 등과 관련지어 전체적인 

암환자의 적응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적응에 대해 알아본 김민영(2009)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두 차례의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적응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고, 이러한 적응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증상 호소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하여, 치료 시기별로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고 시점에 따른 정보 제공이 환자의 적응을 도와 

장기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하였다. 항암화학요

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의 기능 상태와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선행 연

구에서는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수준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항암치료에 대한 대처 능력, 치료 지속의 가능성, 치료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암환자들의 심리사회적 적

응 정도에 대한 평가와 측정은 환자를 파악하게 하며, 의료진으로 하여

금 삶의 질에 대한 고려를 치료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하였다(정재원, 김

문정, 이미현, & 도혜경, 2005).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 

질병 및 치료와 관계된 스트레스가 있으며, 특히 암환자에서는 수술과 

보조적 치료, 치료와 동반된 증상들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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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그 외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불확실성, 증상경험이 있었고(김혜영 & 소향숙, 2012), 이명선 등(201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암 환자의 적응과정은 신체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

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암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

고, 특히 폐암은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완치가 

어려우며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을 야기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폐암은 다른 암환자에 비해 질병 과정에서 겪

게 되는 신체적 증상들의 정도가 심각하고(오의금, 2002), 폐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과 같은 치료들이 대부분 입원이 

아닌 외래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적응의 유도는 

치료 이행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환자마다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질병

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정도가 다양하므로 암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와 

관련된 적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특정 암 종들의 적응 양상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암 진단 후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 반응들에 대

해 관심을 가져야하고, 적응 중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Hulbert‐Williams, Neal, Morrison, Hood, & Wilkinson, 2011). Andrews

와 Roy(1986)는 긍정적 적응 반응이 체계의 통합성을 이루도록 하고, 궁

극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여 긍정적 적응 반응을 통해 꾸준한 건강증진 행위를 돕

는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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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암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및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

는 주관적 안녕을 의미한다(Padilla et al., 1990). 과거에는 암 치료의 효과

를 생존율, 병태 및 생리적 지표로 평가 해왔으나 삶의 질은 암환자에게 

있어 생존 및 예후에 중요한 예측 인자로 보고되고 있고,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서지영 & 이명선, 2015; 이은현 등, 2002). 이에 많은 연구

에서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 중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의 수준을 암 종별 특성에 따라 파악하기보다는 암과 관련된 치료나 삶

의 질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 중 폐암 환자들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유미자(2003)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폐암 환자들의 피로와 삶의 

질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폐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통증 유무, 보

험 여부, 전이 유무,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정림(2013)의 연구에서는 증상 부담, 디스트레스, 극복력, 사회적 지지가 

폐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는 질병 단계에 따른 증상과 디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폐암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대한 백선

미(201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활동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는 삶의 질 기능 영역과 양의 상관관계를, 삶의 

질 증상 영역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작용 증상은 삶의 질 증

상 영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의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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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증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김

금순 등(2013)의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의 활동정도가 저하될수록,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고, 증상 경험과 기능적 상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고 하였고, 증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 생리

적 요인, 상황적 요인 순이라고 하였다.  

폐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국외 연구로 Smith 등

(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폐암 환자의 호흡 곤란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고, 호흡 곤란의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흡곤란이 높은 환자일수록 불안과 통증 점수가 높

다고 하였다. 폐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대해 종단

적으로 알아본 Ya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35%가 전반적 삶

의 질이 감소되었고, 15%만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삶의 

질이 감소된 대상자들에서 피로, 통증, 호흡곤란, 식욕부진, 기침 등의 증

상이 유의하게 악화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한 대상자들은 그들

의 신체적 상태에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폐암 환자들의 경우 질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증상들이 다른 암환

자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하여 기능 상태 저하 및 삶의 질 저하를 경험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김금순 등, 2013; 오의금, 2002), 다른 암 종에 

비해 생존율이 높지 않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치료법과 진단법의 발달로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993부터 

1995년까지 11.3%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7%로 

15.4%의 증가를 보였고(중앙암등록본부, 2017), 앞으로도 폐암의 5년 생존

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폐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파악과 증진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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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년기 남성 건강 관련 연구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그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중년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질 높은 

삶을 살고, 길어진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김경은 등, 

2011). 중년기는 개인적 발달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가 시

작되고 정신적으로는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심

리적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관계적인 관점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과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세대에 대한 양육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

고, 경제적 책임 및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사회 및 직업측

면에서의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김

양희 & 박정윤, 2001).  

변영인(2011)은 중년기에 경험하는 변화들에 잘 적응하면 더욱 성숙하

게 되고 잘 적응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어 가족의 위기로 까

지 진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적절한 적응 및 심리적 항상

성 유지의 여부가 이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 짓게 되고, 중년기에 속해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이유로 중년기의 암환자들은 스트레스가 높으며, 암 진단 및 치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할 수 있다(이유진 & 강현욱, 2014).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학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여성이 발달적 위기를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에 좀 더 높은 건강문제의 이환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년기 남성의 경우 흡연율, 음주율, 비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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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율이 여성보다 높고 기대여명은 여성보다 짧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 증진 행위 이행율이 낮음을 예측할 수 있고, 사회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심리적 불안정감과 위기감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년기를 기점으로 남성의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Jung et 

al., 2017), 중년기 진행성 암환자는 계속적인 치료와 병의 진행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감,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2007). 따라서 중년기에 암

을 진단받은 남성 환자들의 심리적 문제들은 관심을 가지고 고찰해 보아

야 할 간호 문제라 할 수 있다.  

중년기 성인의 암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횡단적 조사 

연구에서는 성별, 건강상태, 암 지식이 암 예방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암 예방행위 관련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간호 중

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김남선 & 이규은, 2014), 중년 남성의 

우울 정도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인, 김

계하, & 오순학, 2003). 이영휘(2002)의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삶의 질 

정도와 관련 변인을 파악하였는데, 건강증진행위를 잘 할수록, 건강지각

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

태, 건강증진행위, 결혼상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으로 인한 음주, 흡

연의 기회가 많아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 대인관계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기회가 적어 

만성 질환에 노출이 증가 하므로 건강에 적응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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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영휘, 2002). 따라서 암을 진단 받

은 중년기의 남성은 중년 시기에 예상 가능한 다양한 변화와 함께 암 투

병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더해져 심리적 고통이 가중됨으로 이들 암환자

의 심리적 변화와 적응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적절한 적응 반응을 유도하

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 중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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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가 지각하는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시 소재 3차 종합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외

래를 내원하거나 입원한 남성 폐암 환자들 중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로 편의 표출하였고, 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남성 

2) 폐암을 진단받고 통원 또는 입원 치료 중인 자 

3) 설문지의 문항을 이해하고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자 

 

대상자 중 병식이 없는 자, 정신질환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

석을 기준으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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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114명이었다. 또한 Cochran 공식(Bartlett, 

Kotrlik, & Higgins, 2001)에 의해 모집단 10,000명 기준(2012년 남성 폐암 

15,400명 진단), 연속형 자료, 오차 0.03, 유의수준 0.05, 양측검정 t=1.96

으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9명이었다. 산출 결과를 토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12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

고, 이 중 설문 참여 도중 참여 거부한 2명, 불완전한 응답을 한 3명을 

제외한 1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종교, 경제 수준, 직업, 동거 가

족의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폐암 진단 시기 및 진단 당시의 병기, 활

동정도(ECOG), 치료력, 흡연력, 동반하고 있는 증상, 동반 질환 유무 등

의 질병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스티그마 

Cataldo 등(2011)이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ataldo Lung Cancer Stigma Scale (CLCSS)을 이정림과 김금순(2011)이 국문

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LCSS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스

티그마와 수치감(stigma and shame), 차별(discrimination), 흡연(smoking) 등 

4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1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31점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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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점이다. 점수는 Likert 척도로의 총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스

티그마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α=.96이었고, 이정림과 김금순(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92이었다. 

 

3) 적응 

Watson 등(1994)이 암환자들의 심리적 적응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Mini-Mental Adjustment to Cancer scale (Mini-MAC)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Kang 등(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간편형 암 적응 척도(Korean 

version of Mini-MAC scale)를 사용하였다. K-Mini-MAC scale은 무력감

(helplessness-hopeless), 불안에 사로잡힘(anxious preoccupation), 운명적 수

용(fatalism), 투병 의지(fighting spirit), 인지적 회피(cognitive avoidance)의 5

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

까지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Likert 척도로의 총합을 

내어 제시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영역별로 Chronbach’s α=.62-

.88, 국문판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5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60-.92이었다. 

 

4) 삶의 질 

Cella 등(1993)이 개발한 암 치료를 받는 대상자의 기능 수준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Scale-General 

(FACT-G) version 4 국문판을 사용하였다. FACT-G는 신체적 안녕(physical 

well-being), 사회적 및 가족의 안녕(social/family well-being), 정서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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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well-being), 기능적 안녕(functional well-being) 등 4개의 하부 영

역, 총 2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상당히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8점이다. 5점 Likert

척도로의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75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해당 의료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후, 서울시 소재 3차 종합 

병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간 시행되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 본인이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승인을 받은 설문지

를 배부한 후 자가 보고형식으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고, 대상자가 설

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정규심의 및 연차지속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1601-138-739).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 절차, 익

명성과 비밀 보장에 관한 정보, 연구자의 연락처, 연구 진행 도중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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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였고, 구두로 대상자에

게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서면동의서에 서명

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대상자가 서명한 동의서 원본은 

연구자가 소지하고, 사본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분석하였고, 연구 자료들은 연

구자만 접근 가능한 연구실에 보관하였다. 해당 자료는 연구가 끝난 후

에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소장 기간으로 지정한 기일 동안 보

관한 뒤 완전히 폐기할 예정이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WIN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

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으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및 최소값 등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3)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

당 분석은 Levene 등분산 검정 확인 후 시행하였고, 등분산을 가

정할 수 없는 항목은 Welch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ANOVA 분석 후 유의한 변수는 Scheffé test, Games-Howell을 이용

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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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5)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h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7) 모든 분석의 유의 수준은 p < .05에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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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평균 

나이는 58.03±4.61세 였고, 대상자의 대부분인 106명(88.3%)이 기혼 상태

였다. 교육 정도는 대졸이상이 53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의 학

력을 가진 대상자가 52명(43.3%)으로 그 다음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4명

(45.0%), 불교가 34명(28.3%)으로 나타났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대상자가 60명(50.0%)이었다. 가족의 월 소득은 401만원 이상이 38명

(31.7%), 201~300만원이 31명(25.8%)이었고, 90명(75.0%)이 건강보험 가입

자였으며, 91명(75.8%)은 민간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대상자 중 76명

(63.3%)이 3~4명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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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SD 

Age (years)   58.03±4.61 

 45-49 8(6.7)  

 50-54 16(13.3)  

 55-59 41(34.2)  

 60-64 55(45.8)  

Marital status Married 106(88.3)  

 Not married 4(3.3)  

 Widowed 1(0.8)  

 Divorced/Separated 9(7.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5.8)  

 Middle school 8(6.7)  

 High school 52(43.3)  

 ≥ College/University 53(44.2)  

Religion Christianity 19(15.8)  

 Buddhism 34(28.3)  

 Catholicism 10(8.3)  

 None 54(45.0)  

 Others 3(2.5)  

Occupation Yes 60(50.0)  

 None 60(50.0)  

Monthly family income ≤ 100 12(10.0)  

(10,000 won) 101-200 12(10.0)  

 201-300 31(25.8)  

 301-400 27(22.5)  

 ≥ 401 38(31.7)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90(75.0)  

 Others 30(25.0)  

Private insurance Yes 91(75.8)  

 No 29(24.2)  

Family members ≤ 2 27(22.5)  

 3-4 76(63.3)  

 5-6 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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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57

명(47.5%)이 폐암을 진단 받은지 3~6개월이 되었고, 진단 당시 병기는 4

기가 50명(41.7%), 3기가 40명(33.3%)이었다. 동반 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92명(76.7%)이었고,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117명(97.5%)이 항암화학요

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치료나 질병과 관련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

상자가 78명(65.0%)이었다.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

는 대상자가 97명(80.8%)이었고, 12명(10.0%)이 담배를 전혀 피워본 적이 

없었다. 활동정도는 경한 증상이 있으나 거동이 자유로운 대상자가 60명

(50.0%), 발병 전처럼 활동하는 대상자가 33명(2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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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Duration of diagnosis 3-6 months 57(47.5) 

 6 months-1 year 16(13.3) 

 1-2 years 22(18.3) 

 2-3 years 8(6.7) 

 3-4 years 5(4.2) 

 4-5 years 4(3.3) 

 ≥ 5 years 8(6.7) 

Stage of disease 1 16(13.3) 

 2 14(11.7) 

 3 40(33.3) 

 4 50(41.7) 

Comorbidity Yes 28(23.3) 

 No 92(76.7) 

Treatment* 

 

 

Operation  

 Yes 50(41.7) 

 No 70(58.3) 

 

Chemotherapy  

 Yes 117(97.5) 

 No 3(2.5) 

 

Radiation   

 Yes 53(44.2) 

 No 67(55.8) 

Symptoms related with Yes 78(65.0) 

treatment or disease No 42(35.0) 

Smoking behavior Never 12(10.0) 

 Ex-smoker 97(80.8) 

 Current smoker 11(9.2) 

Performance status  0 33(27.5) 

(ECOG+) 1 60(50.0) 

 2 10(8.3) 

 3 14(11.7) 

 4 3(2.5) 

* Multiple responses,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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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 

1) 스티그마 

대상자의 지각된 스티그마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스티그마의 평

균은 49.31±13.44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31점, 가장 높은 점수는 103

점이었다. 하부 영역별 평균은 사회적 고립17.58±4.99, 수치감은 

14.26±4.81, 차별 7.32±3.01, 흡연력 10.14±3.41이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igma 
 (N=120) 

Variables 
No. of  

items 

Possible 

range 

Reported 

range 

Total score Items score 

Mean±SD Mean±SD 

Stigma 31 31-124 31-103 49.31±13.44 1.64±0.46 

Social isolation 10 10-40 10-34 17.58±4.99 1.76±0.50 

Stigma and shame 11 11-44 11-34 14.26±4.81 1.30±0.44 

Discrimination 5 5-20 5-19 7.32±3.01 1.47±0.60 

Smoking 5 5-20 5-20 10.14±3.41 2.03±0.68 

 

2) 적응 

대상자의 적응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적응의 하부 영역별 평

균은 무력감 13.82±4.65, 불안에 사로잡힘 19.54±5.04, 운명적 수용 

13.83±2.71, 투병 의지 11.97±2.23, 인지적 회피 10.38±2.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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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djustment 
 (N=120) 

Variables 
No. of 

items 

Possible 

range 

Reported 

range 

Total score Items score 

Mean±SD Mean±SD 

Helplessness-

hopeless 
8 8-32 8-28 13.82±4.65 1.73±0.58 

Anxious 

preoccupation 
8 8-32 8-32 19.54±5.04 2.44±0.63 

Fatalism 5 5-20 5-20 13.83±2.71 2.77±0.54 

Fighting spirit 4 4-16 5-16 11.97±2.23 2.99±0.56 

Cognitive 

avoidance 
4 4-16 4-16 10.38±2.41 2.60±0.60 

 

3) 삶의 질 

삶의 질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5). 삶의 질 전체의 평균은 71.77 ± 

17.30이었고, 하부 영역의 평균은 신체적 안녕이 20.86±5.52, 사회적 및 

가족의 안녕은 18.05±5.79, 정서적 안녕은 16.74±5.15, 기능적 안녕은 

16.13±6.75이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Quality of Life 
 (N=120) 

Variables 
No. of 

items 

Possible 

range 

Reported 

range 

Total score Items score 

Mean±SD Mean±SD 

Quality of Life 27 0-108 16.83-108 71.77±17.30 2.66±0.64 

Physical well-being 7 0-28 6-28 20.86±5.52 2.98±0.79 

Social/family well-being 7 0-28 3-28 18.05±5.79 2.58±0.83 

Emotional well-being 6 0-24 0-24 16.74±5.15 2.79±0.86 

Functional well-being 7 0-28 0-28 16.13±6.75 2.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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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1)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스티그마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스티

그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7).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상태

에 따라 스티그마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972, p=.003), 사별

한 대상자가 한 명으로 보고되어 사후 검정은 시행할 수 없었다. 질병 

관련 특성에서는 방사선 치료 여부에 따라 스티그마 정도가 차이가 있

었다(t=-2.643, 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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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igma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tigma 

Mean±SD F or t p Scheffé 

Age (years) 45-49 42.25±7.74 1.372 .255  

 50-54 45.75±10.61    

 55-59 50.34±13.04    

 60-64 50.60±14.81    

Marital status Married 49.25±12.51 4.972 .003**  

 Not married 41.25±11.90    

 Widowed 96.00±0.00    

 Divorced/Separated 48.33±16.5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52.43±8.22 0.211 .889  

 Middle school 50.75±13.53    

 High school 49.44±16.19    

 ≥College/University 48.55±11.03    

Religion Christianity 49.32±14.40 0.558 .693  

 Buddhism 51.21±15.57    

 Catholicism 44.70±7.24    

 None 49.24±12.86    

 Others 44.33±7.51    

Occupation Yes 51.02±14.20 1.398 .165  

 None 47.60±12.52    

Monthly family income ≤ 100 49.50±16.34 1.095 .363  

(10,000 won) 101-200 49.58±9.40    

 201-300 46.94±12.10    

 301-400 53.78±18.01    

 ≥ 401 47.92±10.36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49.68±13.10 -0.557 .579  

 Others 53.20±24.32    

Private insurance Yes 49.21±12.99 -0.143 .886  

 No 49.62±14.99    

Family members ≤ 2 46.26±13.38 0.999 .371  

 3-4 49.89±13.18    

 5-6 51.53±14.6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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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igma according to the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tigma 

Mean±SD F or t p Scheffé 

Duration of diagnosis 3-6 months 50.35±12.92 0.637 .701  

 6 months-1 year 47.94±9.23    

 1-2 years 50.27±16.90    

 2-3 years 51.38±50.51    

 3-4 years 50.00±12.88    

 4-5 years 40.25±5.50    

 ≥ 5 years 44.00±8.19    

Stage of disease 1 49.69±14.86 0.542 .655  

 2 50.36±17.04    

 3 47.13±9.30    

 4 50.64±14.80    

Comorbidity Yes 52.18±18.28 1.023† .314  

 No 48.43±11.56    

Treatment 

 

 

Operation     

 Yes 50.90±16.58 1.023† .309  

 No 48.17±10.64    

 

Chemotherapy     

 Yes 48.84±12.65 -1.061† .399  

 No 67.67±30.67    

 

Radiation      

 Yes 45.89±10.39 -2.643† .009**  

 No 52.01±14.96    

Symptom related with Yes 48.96±12.38 -0.384 .702  

treatment or disease No 49.95±15.35    

Smoking behavior Never 42.42±7.17 1.777 .174  

 Ex-smoker 50.09±13.84    

 Current smoker 49.91±13.77    

Performance status  0 51.27±16.52 1.265 .288  

(ECOG) 1 47.02±10.94    

 2 46.10±16.37    

 3 49.50±12.28    

 4 50.00±14.53    

**p<.01, †Wel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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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적응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적응 수준은 다음

과 같다(Table 8, Table 9). 적응의 하부영역 중 무력감은 치료력 중 수술, 

항암화학요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t=2.486, p=.014; t=-3.782, 

p<.001), 또한 활동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2.644, p=.037), 

사후 검증에서 의미 있는 구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에 사로잡힘은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F=6.162, 

p=.003), 사후 검증 결과 가족 수가 2명 이하 인 경우가 3~4명, 5~6명인 

대상자에 비해 불안에 사로잡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에 

사로잡힘은 동반 질환의 유무, 항암화학요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2.121, p=.036; t=-2.787, p=.006). 

운명적 수용과 투병 의지는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고

(F=2.812, p=.042; F=3.908, p=.011), 사후 검증 결과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투병 의지, 운

명적 수용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운명적 수용은 수술 여부와 방사선 

치료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094, p=.038; t=-2.619, p=.010), 

투병 의지는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370, p=.013). 

인지적 회피는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𝑥2 =10.970, p=.027). 

또한, 활동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F=3.723, p=.007), 사후검증에서 발

병 전처럼 활동하는 대상자가 반나절 이상 거동 가능한 대상자보다 인지

적 회피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8.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Helplessness-hopeless Anxious preoccupation Fatalism Fighting spirit Cognitive avoidance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Age (years) 45-49 11.25±3.54 2.036 .113  19.25±7.83 0.537† .662  14.38±2.97 0.281 .839  12.50±2.62 0.343 .794  10.38±3.07 0.043 .988  

 50-54 13.13±4.54    18.00±6.04    14.06±2.02    12.31±1.89    10.19±2.56    

 55-59 13.24±3.60    19.51±4.80    13.56±2.44    11.93±2.31    10.39±1.97    

 60-64 14.82±5.33    20.05±4.45    13.87±3.07    11.84±2.23    10.44±2.61    

Marital status Married 13.76±4.57 0.519 .670  19.75±4.89 0.923 .432  13.80±2.73 0.324 .808  11.88±2.20 0.756 .521  10.25±2.43 1.585 .197  

 Not married 12.25±5.06    16.75±7.97    13.50±1.00    13.00±2.45    12.75±2.22    

 Widowed 12.00±0.00    14.00±0.00    12.00±0.00    14.00±0.00    11.00±0.00    

 Divorced/Separated 15.33±5.90    18.89±5.62    14.44±3.21    12.44±0.84    10.89±1.76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17.86±5.40 2.122 .101  19.57±4.35 0.610 .610  11.14±2.61 2.812 .042* a<c,d 9.43±1.72 3.908 .011* a<c,d 8.43±2.37 1.705 .170  

 Middle school𝑏  14.75±1.65    19.88±5.06    13.25±3.81    11.38±2.83    10.63±2.20    

 High school𝑐  13.56±0.68    18.85±5.13    13.94±2.73    12.10±2.15    10.42±2.38    

 ≥ College/University𝑑  13.40±4.18    20.17±5.08    14.15±2.38    12.28±2.08    10.57±2.41    

Religion Christianitya  14.00±5.56 0.368 .831  18.16±5.73 0.483 .748  14.42±4.25 2.478† .089  11.84±3.34 4.370† .013* c>e†† 11.26±3.23 10.970※ .027*  

 Buddhism𝑏  14.03±4.67    20.09±5.22    14.15±2.73    12.06±2.26    10.74±2.11    

 Catholicism𝑐  12.10±4.20    20.10±5.93    14.20±1.69    13.30±1.70    8.90±2.89    

 None𝑑  13.94±4.56    19.59±4.67    13.44±2.16    11.80±1.78    10.26±2.04    

 Others𝑒  13.67±2.08    19.33±2.52    12.00±1.00    10.67±0.58    8.00±0.00    

Occupation Yes 13.82±4.18 0.000 1.000  20.17±5.00 1.363 .175  13.85±2.54 0.101 .920  12.10±2.13 0.614 .540  10.50±2.42 0.530 .597  

 None 13.82±5.12    18.92±5.05    13.80±2.90    11.85±2.33    10.27±2.41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100 14.75±6.05 1.784 .137  18.58±7.03 0.892 .471  12.17±4.06 1.120† .361  10.92±3.00 2.131 .081  10.33±2.74 0.577 .680  

 101-200 15.67±6.34    21.67±4.25    14.75±2.83    12.33±2.61    10.67±2.06    

 201-300 14.23±4.50    19.16±4.20    13.58±2.38    11.87±1.80    10.87±2.17    

 301-400 14.26±4.20    20.19±4.84    13.81±2.56    11.44±2.04    10.04±2.39    

 ≥ 401 12.29±3.73    19.03±5.34    14.26±2.40    12.66±2.13    10.16±2.63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13.34±4.41 -1.947 .054  19.73±5.24 0.720 .473  13.96±2.77 0.913 .363  12.07±2.28 0.781 .437  10.20±2.58 -1.777† .080  

 Others 15.23±5.14    18.97±4.42    13.43±2.53    11.70±2.05    10.93±1.70    

Private insurance Yes 13.55±4.45 -1.115 .267  19.46±5.02 -0.307 .759  13.64±2.70 -1.347 .181  11.88±2.23 -0.835 .405  10.31±2.46 -0.609 .544  

 No 14.66±5.25    19.79±5.19    14.41±2.72    12.28±2.22    10.62±2.24    

Family members ≤ 2𝑎  12.70±4.61 1.005 .369  16.67±5.31 6.162 .003** a<b,c 13.89±3.40 0.266 .767  12.04±2.82 0.174 .841  10.85±2.76 1.541 .219  

 3 − 4𝑏  14.17±4.71    20.36±4.71    13.71±2.59    11.89±2.04    10.09±2.36    

 5 − 6𝑐  14.00±4.44    20.47±4.58    14.24±2.05    12.24±2.08    10.94±1.89    

**p<.01, *p<.05, †Welch test, ††post hoc : Games-Howell, ※Kruskal-Wallis test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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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Helplessness-hopeless Anxious preoccupation Fatalism Fighting spirit Cognitive avoidance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Mean±SD F or t p Scheffé 

Duration of 3-6 months 13.26±4.06 0.988 .437  19.42±4.57 0.592† .733  13.74±2.30 0.957 .458  12.05±1.97 0.743 .616  9.96±2.43 0.767 .597  
diagnosis 6 months-1 year 14.69±4.81    20.67±4.44    14.19±2.90    12.19±1.80    10.88±1.36    
 1-2 years 14.95±5.94    19.86±7.09    13.59±3.50    11.50±2.91    10.73±3.10    

 
 

2-3 years 15.38±6.52    18.38±5.50    14.75±2.61    11.75±2.82    10.75±1.83    

3-4 years 14.60±2.70    19.60±2.88    11.60±2.19    10.80±1.92    11.00±2.35    

4-5 years 11.50±2.89    20.75±6.40    14.00±4.08    13.00±3.46    9.50±3.11    

≥ 5 years 12.00±3.46    17.75±3.11    14.75±2.25    12.75±1.58    11.13±1.96    

Stage of disease 1 13.44±4.23 0.461 .710  20.75±5.22 1.881 .137  13.50±2.45 0.501 .683  11.63±2.42 0.183 .908  10.44±1.83 0.233 .873  
 2 12.79±3.93    18.43±4.35    13.71±2.92    12.00±2.18    10.21±1.97    
 3 13.70±4.75    18.33±4.81    13.55±2.46    11.95±2.44    10.18±2.75    
 4 14.32±4.95    20.44±5.21    14.18±2.95    12.10±2.04    10.58±2.43    

Comorbidity Yes 15.25±4.70 1.881 .062  21.29±5.77 2.121 .036*  14.14±2.66 0.707 .481  12.04±2.29 0.164 .870  10.64±2.87 0.651 .517  
 No 13.38±4.58    19.01±4.70    13.73±2.73    11.96±2.22    10.30±2.26    

Treatment Operation                     
 Yes 15.04±4.84 2.486 .014*  19.94±4.74 0.730 .467  13.22±2.75 -2.094 .038*  11.64±2.14 -1.400 .164  10.60±2.13 0.833 .407  
 No 12.94±4.34    19.26±5.26    14.26±2.62    12.21±2.27    10.23±2.59    

 Chemotherapy                     
 Yes 13.57±4.43 -3.782 <.001**  19.34±4.85 -2.787 .006**  13.81±2.66 -0.328 .744  12.00±2.20 0.767 .444  10.32±2.38 -1.678 .096  
 No 23.33±3.06    27.33±7.23    14.33±5.13    11.00±3.61    12.67±2.89    

 Radiation                     
 Yes 13.68±4.90 -0.287 .775  18.85±5.35 -1.343 .182  13.11±2.60 -2.619 .010*  11.85±2.58 -0.550 .583  10.09±2.62 -1.173 .243  
 No 13.93±4.48    20.09±4.75    14.39±2.69    12.07±1.91    10.61±2.22    

Symptom related with treatment or disease                     
 Yes 14.27±4.69 1.458 .147  19.74±4.95 0.596 .552  13.71±2.83 -0.658 .512  11.81±2.17 -1.124 .263  10.29±2.32 -0.547 .585  
 No 12.98±4.53    19.17±5.24    14.05±2.49    12.29±2.32    10.55±2.58    

Smoking behavior Never 12.58±3.32 0.596 .553  19.75±4.94 0.075 .928  14.92±2.50 1.156 .318  12.08±2.19 0.035 .965  10.08±2.35 0.479 .621  
 Ex-smoker 13.88±4.76    19.58±5.15    13.67±2.68    11.95±2.31    10.48±2.50    
 Current smoker 14.64±5.09    19.00±4.52    14.00±3.19    12.09±1.58    9.82±1.47    

Performance status  0𝑎  12.30±4.01 2.644 .037*  18.97±5.00 0.718 .581  14.36±2.46 0.765 .550  12.45±1.89 1.091 .364  11.18±2.07 3.723 .007** a>c 
(ECOG) 1𝑏  13.78±4.25    19.25±5.03    13.60±2.78    11.78±2.46    10.13±2.53    
 2𝑐  16.80±5.75    20.90±5.47    12.90±2.13    11.00±1.76    8.20±1.87    
 3𝑑  14.57±5.37    21.21±5.24    14.14±3.16    12.21±2.26    11.00±2.15    
 4𝑒  17.67±7.37    19.33±4.04    14.00±4.00    12.67±1.16    11.00±1.00    

**p<.01, *p<.05, †Welch t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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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Table 10, Table 11과 같다. 이 중 교육 정도에서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F=3.846, p=0.011), 사후 검정 결과 초등

학교를 졸업한 군보다 고등학교 졸업군의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그 외의 항목들에서는 삶의 질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질병 또는 치료와 관련된 증상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2.139, p=.035). 또한 활동정도에 따라 삶

의 질이 차이가 있었고(F=7.319, p<.001), 사후 검정 결과 발병 전처럼 활

동하는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삶의 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Table 10.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Quality of Life 

Mean±SD F or t p Scheffé 

Age (years) 45-49 72.88±6.76 1.565 0.202  

 50-54 74.21±18.22    

 55-59 75.47±15.28    

 60-64 68.15±17.93    

Marital status Married 71.39±16.78 1.001 0.395  

 Not married 82.50±18.91    

 Widowed 91.00±0.00    

 Divorced/Separated 69.33±22.59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54.21±18.27 3.846 0.011* a<c 

 Middle school𝑏 62.60±12.16    

 High school𝑐 74.13±17.52    

 ≥  College/University𝑑  73.16±16.23    

Religion Christianity 67.19±20.78 0.611 0.655  

 Buddhism 71.06±15.71    

 Catholicism 75.80±14.73    

 None 72.75±17.83    

 Others 77.89±8.76    

Occupation Yes 70.33±16.32 -0.917 0.361  

 None 73.22±18.25    

Monthly family  ≤ 100 66.86±20.88 1.250 0.294  

income 101-200 69.09±13.03    

(10,000 won) 201-300 68.72±20.21    

 301-400 72.14±16.03    

 ≥ 401 76.40±15.19    

Insurance type Health insurance 73.07±15.44 1.204† 0.236  

 Others 67.89±21.82    

Private insurance Yes 70.45±17.33 -1.489 0.139  

 No 75.92±16.83    

Family members ≤ 2 75.80±18.06 1.506 0.226  

 3-4 69.71±17.20    

 5-6 74.58±15.95    

*p<.05, †Wel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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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Quality of Life 

Mean±SD F or t p Scheffé 

Duration of diagnosis 3-6 months 72.32±16.06 0.360 .903  

 6 months-1 year 67.79±19.58    

 1-2 years 71.91±20.86    

 2-3 years 73.00±13.47    

 3-4 years 65.97±15.92    

 4-5 years 74.00±16.43    

 ≥ 5 years 76.73±19.04    

Stage of disease 1 73.41±13.62 1.117 .345  

 2 73.56±14.20    

 3 74.71±18.76    

 4 68.40±17.79    

Comorbidity Yes 71.04±13.70 -0.255 .799  

 No 72.00±18.32    

Treatment 

 

 

Operation     

 Yes 69.40±19.40 -1.273 .205  

 No 73.47±15.56    

 

Chemotherapy     

 Yes 71.86±17.46 0.370 .712  

 No 68.11±10.60    

 

Radiation      

 Yes 73.16±18.04 0.783 .435  

 No 70.67±16.75    

Symptom related with Yes 69.33±17.93 -2.139 .035*  

treatment or disease No 76.31±15.25    

Smoking behavior Never 78.44±10.80 1.039 .357  

 Ex-smoker 70.86±17.97    

 Current smoker 72.55±16.51    

Performance status  0𝑎 82.40±11.94 7.319 <.001** a>b,c,d 

(ECOG) 1𝑏 70.99±16.85    

 2𝑐 61.35±14.58    

 3𝑑 60.65±19.06    

 4𝑒 57.11±14.83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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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

다(Table 12). 스티그마는 적응의 하부 영역 중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300, p=.001; r=.409, p<.001), 삶의 질의 하부 

영역 중 정서적 안녕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41, p=.008).  

적응의 하부 영역 중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은 삶의 질과 음의 상관

관계임을 확인하였고(r=-.612, p<.001; r=-.464, p<.001), 운명적 수용과 투병

의지, 인지적 회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66, p<.001; r=.419, 

p<.001; r=.192, p=.035).  



 

Table 12. Correlations among Stigma,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N=120) 

Variables 
Stigma 

Adjustment 

Helplessness 
-hopeless 

Anxious 
preoccupation 

Fatalism 
Fighting 

spirit 
Cognitive 
avoidance 

r(p) 

 
Helplessness 

-hopeless 
.300** 
(.001) 

1     

 
Anxious 

preoccupation 
.409** 
(<.001) 

.534** 
(<.001) 

1    

Adjustment Fatalism 
.035 

(.707) 
-.172 
(.061) 

.085 
(.356) 

1   

 
Fighting 

spirit 
-.018 
(.845) 

-.374** 
(<.001) 

.008 
(.931) 

.678** 
(<.001) 

1  

 
Cognitive 
avoidance 

.092 
(.319) 

.060 
(.512) 

.095 
(.302) 

.424** 
(<.001) 

.368** 
(<.001) 

1 

Quality of Life 
-.168 
(.066) 

-.612** 
(<.001) 

-.464** 
(<.001) 

.366** 
(<.001) 

.419** 
(<.001) 

.192* 
(.035) 

PWB 
-.102 
(.268) 

-.347** 
(<.001) 

-.267** 
(.003) 

.151 
(.100) 

.067 
(.464) 

.047 
(.609) 

SWB 
-.149 
(.104) 

-.365** 
(<.001) 

-.194* 
(.034) 

.304** 
(.001) 

.396** 
(<.001) 

.172 
(.060) 

EWB 
-.241** 
(.008) 

-.693** 
(<.001) 

-.631** 
(<.001) 

.195* 
(.033) 

.313** 
(.001) 

.035 
(.703) 

FWB 
-.036 
(.696) 

-.442** 
(<.001) 

-.322* 
(<.001) 

.406** 
(<.001) 

.441** 
(<.001) 

.27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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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B; Physical well-being, SWB; Social/family well-being, EWB; Emotional well-being, FWB; Functional well-being,  

Quality of Life=PWB+SWB+EWB+FW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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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 선택 방법으로 다

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3).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항목 중

에서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교육정도, 질병 또는 치료

와 관련된 증상 유무, 활동정도와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된 

적응의 5개 하부 영역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명목변수인 교육정도, 

질병 또는 치료와 관련된 증상 유무는 dummy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

였다.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산출하였고, 공차한계는 .642-.943으로 

허용 오차 사이값 이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061-1.558으로 모두 10이하

의 값을 가져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자기상관성 검증을 위해 시행한 Durbin-Watson test 결과는 1.990

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상기 기술된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투병 의지, 인지적 회피, 

교육정도, 질병 또는 치료와 관련된 증상 유무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되어 제외되었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력감, 활동정

도, 운명적 수용, 불안에 사로잡힘이었다. 전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9.095, p<.001),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56.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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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N=120)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90.214 7.175  12.573 <.001 

Helplessness-hopeless -1.272 .282 -.342 -4.517 <.001 

Performance status -4.990 1.058 -.295 -4.716 <.001 

Fatalism 2.014 .402 .316 5.007 <.001 

Anxious preoccupation -.928 .252 -.270 -3.682 <.001 

𝑅2 .576 

Adjusted 𝑅2 .561 

F(p) 39.095(<.001) 

Durbin-Watson 1.990 

*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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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시행되었으며,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 그룹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방법 모색을 위해 심리적 요인 및 적응에 대해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 의

의가 있다. 

 

1.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본 연구 대상자의 스티그마 정도는 평균 49.31±13.44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CLCSS을 사용한 이정림과 김금순(2011)의 연구에서 

45.0±9.94, 변혜선 등(2015)의 연구에서 43.82±10.1로 나타난 남성의 스티

그마 정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김인하와 김숙영(2017) 연구에 

나타난 남성 스티그마 정도인 61.72±16.14에 비해 스티그마 정도가 낮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결혼상태에 따라 스티그마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김인하와 김숙영(2017) 연구의 경우 기혼 대상자 비율이 

50.4%, 본 연구는 88.3%로 이로 인해 스티그마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여부에 따라 스티그마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료력에 따른 스티그마 정도를 알아본 선행 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

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대상자에 비해 스티그마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는

데 이는 방사선 치료는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병원 방문이 잦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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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는 경향이 생겨 

이러한 점이 스티그마 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치료 중

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살펴 보면 부정적 감정 반응은 

치료의 전과정에 걸쳐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이명선 등, 2010),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 환자들의 스티그마와 다른 심리사회적 증상들에 대한 지

속적인 사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약 2년으로 서술적 조사 연구임에도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들이 본인들

의 질병에 대한 인지와 함께 사회심리적 증상 보고에 대한 설문 참여를 

꺼려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 중 암 진단 후 

본인의 삶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들을 보면, 

흡연을 한 것과 본인의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후회, 치료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 남은 여생 동안 불편감 

없이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들이 드러나 있었다. 주관식 문항에 답한 것

과는 달리 도구로 측정해본 스티그마 정도가 국외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설문 항목에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도록 응답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구조화된 설문 문항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알아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도구로는 표현되

지 않던 점들이 주관식 문항에는 드러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들의 전반적 정서적 부분에 대한 폭넓은 사정을 위해 반

복적인 양적 연구와 더불어 심층적 질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

고, 추후 중년기 남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 시 표현과 참여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전체 암환자

들의 스티그마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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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스티그마 측정을 위한 한국형 도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So, 

Chae, & Kim, 2017), 스티그마의 정도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제언한 여러 연구들을 기반으로 국내 암환자용 스티그마 정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암환자 전반의 스티그마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와 건강 제공자가 좋은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하면,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를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Shen, Hamann, 

Thomas, Ostroff, & Shen, 2016). 이 결과를 토대로 임상 환경에서 중년기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에 대해 인식하고, 종양전문

간호사를 활용한 전문적인 교육, 전화 상담, 치료와 관련된 추후 관리 등

을 시행하여 환자와 의료진간 소통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폐암 

환자의 정서적 안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적응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한국판 간편형 암 적응 척도(K-Mini-MAC)로 측

정하였으며, 이 도구의 영역별 점수로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폐암이나 중년기 암환자의 적응 정도를 살펴본 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인 연구간 적응에 대한 비교는 어려우나, K-Mini-MAC을 

사용하여 암환자 전체의 적응 정도를 측정한 강지인(2008) 연구의 대상

자 중 남성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각 영역별 평균 점수로 비교해보

면, 무력감과 불안에 사로잡힘 영역이 강지인(2008)의 연구에서 조금 높

았으며 나머지 영역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같은 도구를 이용하

여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적응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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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운명적 수용과 투병 의지 정도가 본 연구보다 조금 높았

고 다른 영역은 비슷한 수준이었다(이건숙, 이란, 김동미, & 김수현, 

2012). 해당 도구의 영역 중 투병 의지와 운명적 수용은 긍정적 적응 반

응에 속하는 영역으로 이건숙 등(2012)의 연구로 미루어보아 유방암 환

자에 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긍정적 적응 반응 

수준이 다소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K-Mini-MAC scale은 

암환자가 암을 진단받으면서 겪게된 반응을 다섯 가지의 하부 영역 측면

에서 확인해 보는 도구이다. 암 진단이라는 위기에 부딪히며 암환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긍정적 적응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도구로 선택하였다.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적응 하부 영역별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가족 수, 종교, 교육정도, 치료

력, 동반 질환 유무, 활동정도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기 남성 환자의 경우 

K-Mini-MAC scale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영역뿐 아니라 적응의 영역을 

가족이나 사회적 환경 영역, 의료기관 이용과 같은 건강관련행위 영역까

지 확장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 종별로 

느껴지는 활동정도나 겪게 되는 증상, 치료력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암 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발달 단계 또는 치료 단계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적응 정도 파악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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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해 FACT-G를 사용하였는데, FACT 도구 중 폐암 환자를 위한 도구인 

FACT-L이 있으나 FACT-G를 사용한 이유는 스티그마 정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가 이미 폐암 환자의 특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불어 문항 수의 

증가로 인한 대상자의 불편감 등의 이유로 질병의 특성을 제외한 전반적

인 암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71.77±17.30이었다. 폐암 환자를 대

상으로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EORTC QLQ-C30)을 이용하여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한 이정림과 김금순(2011)의 연구에서 남성의 전체적 삶의 질의 점

수는 65.4±22.24로 FACT-G와 같은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본 연구의 삶의 

질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FACT-L scale을 이

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변혜선 등(2015)의 연구에서 남성의 삶의 질 

정도는 81.91±18.4로 이 중 폐암과 관련된 하부 영역 점수를 제외하면 

본 연구의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동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변혜선 등(2015)의 연구

에서 활동정도 항목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70세 이상 대상자의 비율이 

36.9%임을 감안하여 비교하였을 때 삶의 질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같

은 FACT-G 도구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선행 연구의 삶의 질 정

도를 보면 69.1±16.4로 보고되어 본 연구보다 조금 낮은 삶의 질을 보였

는데 성별과 암종의 차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이 교육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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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대한 

분포가 달라 삶의 질의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추측된다(노주희, 김성렬, 

강경선, & 권용순, 2014). 

본 연구에서 질병 관련 특성 항목 중 치료나 질병과 관련된 증상의 유

무, 활동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폐암 환자들의 경우 질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증상들이 다른 암 

환자에 비해 정도가 심각해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는 김금순 등

(201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활동정도가 폐암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백선미(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폐암 환자들의 부정적 심리 증상들을 

파악하고 중재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지만, 현재 겪고 있는 신체적인 

증상을 조절하고, 적절한 활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질 증

진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전

반적 사정을 포함하여 신체적 증상 조절을 통해 잔존 기능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더불어 심리적 증상까지 함께 중재할 수 있는 통합적 

삶의 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의 

관계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는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과 같은 

부정적 적응 영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서적 안녕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폐암 환자의 스티그마가 부정적 심리사회

적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Cataldo 등(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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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스티그마가 환자의 적응 및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정

림과 김금순(2011)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기혼자였고, 절반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치료뿐 아니라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대상자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폐암 진단으로 인해 그들의 사

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에 변화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

해 적극적인 건강 자원 이용에 방해가 되고, 여기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

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스티그마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들의 정서적 측면을 살

펴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의 정서적 안녕

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 마련 시 고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하겠

다. 

적응의 전 영역은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적응 반응이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시사하고, 삶의 질에 대한 고찰 시 함께 알아보아야 할 변수로 볼 

수 있다. 적응의 영역 중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과 같은 부정적 적응 

반응은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 운명적 수용, 투병 의지와 같은 긍정적 

적응 반응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정적 적응 경험이 삶의 질

을 저하시킨다는 이은경 등(2011)의 연구를 지지하고, 긍정적 적응 반응

을 통해 꾸준한 건강증진 행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Andrew 와 Roy 

(1986)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삶의 질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며 

지내는 기간 동안 암환자에게 중요한 변수이고, 삶의 질 증진과 관련성

을 보이는 변수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변수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긍정적인 적응 반응을 유도함은 궁

극적으로 암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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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또한 연구적 관심에 비해 임상 현장에서는 암환자들의 삶의 질

과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인 것으로 생각되어 의

료진들 및 환자들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5.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무력감, 활동정도, 운명적 수용, 불안에 사로잡

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6%이었다. 무력감과 불안에 사로잡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

아지고, 활동정도가 좋을수록, 운명적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에게 있어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과 같은 부

정적 적응 반응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짐은 암환자에게 부적응의 경

험이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이은경 등(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

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운명적 수용과 같은 긍정적 적응 반응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질병을 가지고 살아감을 수용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증상 또는 불

편감에 대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관련 자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이나 치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 중재를 받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

이 나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년기 남성의 경우 신체의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노년기를 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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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독립 등을 준비해야 하고, 사회적 지위 변화나 대인 관계 변화를 

겪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 폐암을 진단받게 되면 이와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증상들이 동반된다. 중년기라는 시기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함께 질병과 관련된 변화들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긍정적 적응 반응을 촉진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중년기 폐암 남성 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이 치료 시기별

로 적응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김민영(2009)의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생

각해 볼 때, 암 종, 발달 단계, 치료 단계 등에 따라 적응의 수준을 파악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고찰 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 하

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신체적 활동정도가 좋을 수록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또한 확인되었는데, 이는 진행성 폐암 환

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최선화(2013)의 연구에서 활동정도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신체적 활동정도는 증상 호소, 가족 

부담 등 암 환자의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음이 많은 연구들의 결과

를 통해 확인되어오고 있으며, 관련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함

께 폐암 환자들의 활동정도를 개선 및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암 치료를 위한 항암화

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이 주로 입원이 아닌 외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활동정도의 유지는 치료관련 행위 이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삶의 질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폐암 환자들의 스티그마가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

행 연구들의 결과(김인하 & 김숙영, 2017; Cataldo et al., 2012)와는 달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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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스티그마가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스티그마는 적응의 무력

감, 불안에 사로잡힘 영역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두 영역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스티그마가 정서적 안녕과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티그마가 중년기 남

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규명은 

어려웠으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의 관계성은 알 수 있었

으므로, 다양한 조건에서 스티그마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영향 요인 및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적응 반응을 줄이고 신체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여 

활동정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다각적 측면

에서 환자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의료환경 조성과 함께 환자들을 위

한 총체적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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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스티그마, 적응,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3차 종합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외래를 내원하거나 입원한 남성 폐암 환자들 중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12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을 시행하

였고,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스티그마 정도는 중등도이었고, 일반적 및 질병 관

련 특성 중 결혼상태와 방사선 치료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적응 정도는 무력감이 중하였고, 불안에 사로잡

힘, 운명적 수용, 투병 의지, 인지적 회피는 중등도 수준이었다. 적응 정

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었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 항목은 무력감

이 수술 여부, 항암화학요법 여부, 활동정도, 불안에 사로잡힘이 가족 수, 

동반 질환 유무, 항암화학요법 여부, 운명적 수용이 교육정도, 수술 여부, 

방사선 치료 여부, 투병 의지가 교육정도, 종교, 인지적 회피가 종교, 활

동정도이었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중등도이었고, 일반적 및 질병 관

련 특성 중 교육 정도, 질병 또는 치료와 관련된 증상 유무, 활동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스티그마는 적응의 하부 영역 중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p<.001), 삶의 질의 하부 영

역 중 정서적 안녕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8). 적응의 하부 영

역 중 무력감, 불안에 사로잡힘은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 였고(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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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운명적 수용과 투병 의지, 인지적 회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p<.001, p<.001, p=.035).  

다섯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력감, 활동정

도, 운명적 수용, 불안에 사로잡힘이 확인되었고, 무력감과 불안에 사로

잡힘 정도가 낮아질수록, 활동정도와 운명적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다른 부정적 정서적 반응 파악을 위한 

반복적인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사회심리적 반응에 대한 심층적 이해

를 위한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스티그마 정도

를 확인한 연구로 다른 암 종의 중년기 남성들의 스티그마 정도를 확인

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의 긍정적 적응을 위한 중재 및 교육 개

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년기 남성 폐암 환자를 

편의 추출하여 시행한 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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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igma,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Male Patients with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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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cancer is the second most common malignancy among men in Korea and its 

relative survival rate is lower than other cancer types. However, the survival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developments in diagnostic methods and treatments; 

thu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symptoms, psychologic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during the extended survival period. Cancer is a disease 

marked with stigmatism, with lung cancer having higher levels of stigma than other 

cancers because the lifestyle of the pati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ease onset; 

hence, it i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symptoms which can negatively affect a 

patient’s coping and adapting to their condition. This is a factor that hinder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atient and family, and makes health promotion activities 

more difficult. 

As the rat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s lower in males than females, which 

is affected by various social factors resulting in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crisis, 

the incidence of cancer and chronic illnesses increases during his midlife. In 

particular, if cancer is diagnosed during this time, negative emotional responses can 

result from treatment and disease progression. Psychological change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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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along with a periodic emotional disturbance, require new adaptation, which 

will determine the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djustment, and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male patients with lung cancer 

and those factors’ influences on the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ions to 

quality improvement. 

In this study, 120 male patients with lung cancer between 45 to 64 years old and 

who underwent outpatient and inpatient treatment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ere presented with a self-reported survey based on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e method developed by Cataldo et al.(2011) and translated by Lee Jungrim and 

Kim Keumsoon(2011), the method developed by Watson et al.(1994) and 

standardized for Korea by Kang et al.(2008), the Korean version of the method 

developed by Cella et al.(1993), were each used for stigma,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scales after obtaining authors’ permission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WIN program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stigma was 49.31±13.44,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and radiotherapy. 

2. The subscales of adjustment were helplessness-hopeless 13.82±4.65, anxious 

preoccupation 19.54±5.04, fatalism 13.83±2.71, fighting spirit 11.97±2.23, 

and cognitive avoidance 10.38±2.41. The helplessness-hopel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urgery, chemotherapy, and performance status, and 

anxious preoccupation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comorbidity, and chemotherapy. Fatalism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ducation, surgery, and radiotherapy, and 

fighting spirit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ducation and 

religion. Finally, cognitive avoida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religion 

and performa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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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quality of life was 71.77±17.30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ducation, symptoms related to disease or treatment, and 

performance status. 

4. The stigm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elplessness-hopeless, 

anxious preoccupation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well-being. 

Helplessness-hopeless and anxious preoccup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quality of life. Fatalism, fighting spirit and cognitive avoida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quality of life. 

5.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ere identified as helplessness-hopeless, 

performance status, fatalism, and anxious preoccupation. 

Therefore, reducing the negative adjustment response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status by appropriately controlling the physical symptoms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male patients with lung cancer; thus, 

increas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pla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environment that requires consideration of patients in 

multifaceted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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