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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암은 국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최근 조기 

위암 발병률의 증가와 함께 위암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치료를 넘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암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장관 증상, 암성 피로와 같은 부정적 증상을 

경험하고, 이러한 증상의 일부는 수술 후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속되어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위장관 증상과 암성 피로는 위암 수술 환자들의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건강관련 삶의 질에 더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위암 수술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및 

영향 요인간의 관계 파악을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 중재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외생변수로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위장관 증상을 포함하였고, 내생변수로는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치료나 추후 

관리를 위해 외래를 방문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위암 수술 방법 중 위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년 이상, 5년 미만 경과한 환자로 현재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 작성, 24시간 회상법, 2회 악력 측정 및 의무기록을 통한 

임상적 특성 조사로 이루어졌고, 총 240명의 대상자에 대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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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 완료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3명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 = 97.044, Normed χ2 = 

2.037, GFI = .949, AGFI = .874, RMSEA = .066, NFI = .923, CFI 

= .958로 확인되어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가설적 모형의 

검증 결과 총 23개의 가설 중 15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위암 수술 환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와 건강 인식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그 중 영양 상태는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5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영양 상태와 사회적 지지는 이들 변

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암 관련 요인의 중증도와 암성 피로가 낮을수록, 악력, 일상생활 수

행능력,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와 건강 인식이 높을수록 위암 수술 환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와 건강 인식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지

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영양 중

재와 교육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의 영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뿐만 아니라, 위암 수술 후 만성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역사회

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모니터링이 요구되

며,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꾸준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근력 강화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위암, 위절제술, 영양, 사회적 지지, 삶의 질 

학   번 : 2016-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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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41.8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하여 세계 위암 

발생률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2), 우리나라 국가 암 등록 통계에서도 위암은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 중앙암등록본부, 2017). 

최근 건강검진의 활성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위암의 조기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위암학회에서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조기 위암의 발병률은 전체 위암의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Information Committee of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2016).  또한, 국내·외 위암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위암 5년 생존율은 

2001~2005년 57.7%에서 2012~2016년 75.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7).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고, 2기와 3기에서도 각각 75%, 45%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보건복지부 & 중앙암등록본부, 2017) 환자와 의료진 모두 

치료를 넘어 생존한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Kaptein, Morita, & Sakamoto, 2005; Lim, 

Cho, Park, & Kim, 2015).  

 위암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 항암화학요법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이 결정된다(이준행 et al., 2014; 

Amin et al., 2017). 그 중 위암 수술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위 절제 범위로 결정되는데, 이는 크게 암 

병변의 위치에 따라 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식도와 공장을 문합하는 

위전절제술(total gastrectomy, TG)과 위 하부 3분의 2를 제거한 후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아전절제술(distal subtotal gastrectomy, 

DG)로 분류할 수 있다(Amin et al., 2017). 특히, 위아전절제술(DG)은 



 

2 

 

위암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으로 전체 위암 환자의 약 

70%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nformation Committee of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2016).  

하지만, 위암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는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등을 

포함한 부정적 위장관 증상을 경험하고(박영옥, 윤소윤, 강신숙, 한상미, 

& 강은희, 2012; Aydin & Karaöz, 2008), 이러한 증상의 일부는 수술 

후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속되어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장기적

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Chung, Kwon, & Yu, 2015). 뿐만 아

니라, 암성 피로(cancer-related fatigue, CRF)는 암 환자의 60~96%

에서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로(Bower, 2014; Cella & Piper, 2010), 현

재까지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암 자체로 인해 

발생하거나 수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고 치료가 종

료된 후에도 수년간 지속되어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Bower, 2014; Bower et al., 2006; Kobayashi et al., 2011). 

특히, 암성 피로(CRF)는 휴식, 수면 등으로 완화되지 않고, 신체 에너지

의 사용과 관계 없이 발생하며 안정 시에도 높은 에너지 대사율(resting 

energy expenditure, REE)을 일으켜 쉽게 에너지 소실을 유발한다

(Dev et al., 2015).  

이처럼, 위암 수술 환자들이 경험하는 위장관 증상과 암성 피로(CRF)

는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위절제술에 의한 

물리적인 위 용적 감소는 소화와 흡수 장애, 식욕 저하 등을 유발하여 

영양 관련 문제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박영옥 et al., 2012; Bradley et 

al., 1975; Carey et al., 2011; Heneghan et al., 2015; Tanabe et al., 

2017). 특히, 체중 감소로 인한 영양 불량은 위암 수술 환자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들의 영양 불량 유병률은 

22~48% 범위로 보고되고 있다(Fujiya et al., 2018; Shim et al., 2013; 

Wu et al.,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암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전 체중의 5~22%의 감소를 경험하고(Kiyama et al., 2005;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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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 수술 후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감소된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수년에 걸쳐 체중의 일부만이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다고 하였다(Kim et al., 2017; Park et al., 2021). 또한, 영양 상태가 

불량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고, 영양 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Carey et al., 2011; Tanabe 

et al., 2017)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양 상태의 개

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된 

근래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윤선, 태영숙, & 남금희, 

2017). 사회적 지지는 사회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함으로 개인이 위기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김윤선 et al., 2017). 구체적으로, 위암 수술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피로, 위장관 증상 등의 디스트레스 

증상(distress symptoms)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고립됨을 

쉽게 자각하게 만들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김윤선 et al., 2017; 

Blaney et al., 2013; Horneber, Fischer, Dimeo, Rüffer, & Weis, 

2012; Kim et al., 2019), 이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저하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Mizuno, Kakuta, & Inoue, 2009). 따라서, 위암 수술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수술 후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성(이경은, 임경희, & 류승완, 2015; 

Shakeri et al., 2015), 고령(박철용 & 최현석, 2014; Nuhu, Adebayo, 

& Adejumo, 2013), 경제 수준(Ahn et al., 2017; Shakeri et al., 2015), 



 

4 

 

암성 피로(Ahn et al., 2017; Park, Lee, Kwon, Chung, & Yu, 2017), 

위장관 증상(Carey et al., 2011; Tanabe et al., 2017), 신체 기능(Hu 

et al., 2018; Ward et al., 2014), 영양 상태(Carey et al., 2011; 

Climent et al., 2017), 사회적 지지(Mizuno et al., 2009; Rukshani et 

al., 2018), 건강 인식(Richardson, Wingo, Zack, Zahran, & King, 

2008) 등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대상자 선택에 있어 위암 수술 직후 또는 1년 이내의 급성기

(acute phage)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위암 조기 진단 및 생존율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만성기(chronic phage)에 있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 둘째, 기존 선행

연구는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암 수술 방법에 대한 고

려 없이 전체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하거나, 

위전절제술(TG)을 시행 받은 환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위암은 수술 방법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선행연구에서 위전절제술(TG)을 시행 받은 환자의 경우 

위아전절제술(DG)을 시행 받은 환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양 

상태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e et al., 

2006; Kim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위전절

제술(TG)을 받은 환자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위아전

절제술(DG)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의 확인 또한 간과되어

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아전절제술(DG)을 시행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

로 시행되는 본 연구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의 확인은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와 차별화된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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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선택적 관심 변수와 건강관련 삶

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위암 수술 환자를 대

상으로 시행된 모형 검증 연구 역시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위장관 증상, 암성 피로(CRF)를 고려하

지 않았고,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에 대해 탐구하지 않았다(김

영숙, 2014; 오복자, 1996; 이경은, 2016). 특히, 영양은 간호학적인 측

면에서 중재 가능한 변수로 건강관련 삶의 질 자체만이 아니라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이를 매개로 하는 변수간의 관계 확

인은 추후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 계획과 

중재에 유용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환경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 증상(symptoms), 기능 상태

(functional status) 및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 

등의 다면적 요인을 포함하여 삶의 질(overall quality of life)을 설명하

는 Ferrans, Zerwic, Wilbur와 Larson (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

형을 근간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모형의 일부를 수정한 후, 위

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자료를 통

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명확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 중재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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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매개 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구축된 모형에서 영양 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파악

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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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위암 수술 환자(Patients with gastrectomy) 

위암이란 위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일컫는다. 위암은 위암 세

포의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는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

전절제술(TG)과 위의 아래쪽 2/3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DG), 유문

부를 남기고 절제하는 유문 보존 위절제술(pylorus preserving 

gastrectomy), 그리고 위의 상부만 절제하는 근위부위절제술(proximal 

gastrectomy)로 분류할 수 있다(대한위암학회, 2019). 본 연구에서 위

암 수술 환자는 의사로부터 위암을 진단 받고 위아전절제술(DG)을 시행 

받은 후 1년 이상, 5년 미만 된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현재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지 않은 환자를 의미한다.  

 

2)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건강관련 삶의 질은 건강과 관련한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정신 건강 및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

반적인 삶의 만족과 연관된 주관적 안녕감을 의미한다(Wilson & Cleary, 

1995). 본 연구에서는 EuroQol group에서 개발한 EQ-5D-5L (Euro 

Quality of life-5 Dimention-5 Level)의 한국어판 공식 버전 설문 5문

항에 대한 응답을 EQ-5D index 값으로 계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s)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민족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Ferran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경제 상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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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 관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 

암 관련 요인은 암 진단 및 병리, 수술,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한위암학회, 2019), 본 연구에서의 암 관련 

요인은 위암 병기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를 의미한다. 

  

5) 암성 피로(Cancer-related fatigue) 

암성 피로란 암 자체나 암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주관적 피로감을 의미한다(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03). 본 연구에서는 Mendoza 

등(1999)이 개발한 간이피로평가지(Brief Fatigue Inventory, BFI) 

9문항에 대하여 한국어 공식 버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위장관 증상(Gastrointestinal symptom) 

증상이란 대상자의 비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나 인식을 의미한다(Wilson & Cleary, 1995). 본 연구에

서 위장관 증상은 Svedlund, Sjödin과 Dotevall (1988)이 개발한 위장

관 등급 산정 도구(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GSRS) 15

문항에 대하여 한국어 공식 버전 설문을 통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7) 악력(Handgrip strength) 

악력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Spijkerman, 

Snijders, Stijnen, & Lankhorst, 1991),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악력계

(EH101, Zhongshan, China)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으

로 2회 악력을 측정한 후 얻은 최대 악력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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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식사하기, 걷기,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씻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2). 본 연구

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Oken 등(1982)이 개발한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Performance Status 도구 1문

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9) 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 

건강 인식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통

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Wilson & Cleary, 1995). 본 연구에서는 

Speake, Cowart와 Pellet (1989)이 개발한 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 도구를 권유림과 전해옥(2013)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의 

3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0)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 

영양이란 신체의 요구와 관련된 음식 섭취를 의미하며, 좋은 영양 

상태란 정기적인 신체 활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WHO, 2017). 본 연구에서의 영양 상태는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과 식사 준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중변화율은 위암 수술 전 체중과 

현재 체중을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두 체중간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식사의 질은 Kant 등(1991)이 개발한 식품군 점수 

도구(Diet Diversity Score, DDS)를 김인숙, 서은아와 유현희(1999)가 

한국인의 식사구성안에 맞추어 수정한 도구(Korean Diet Diversity 

Score, KDD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고, 식사 준비도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1가지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의미한다(Iizaka, Tadaka, & Sanad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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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사회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함으로 개인이 위기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홍근표, 1984).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과 Farley (1988)가 개발한 Multidiment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도구를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이 한국어로 번안한 12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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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요인들간의 관계를 가설적 모형으로 구성하여 검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문헌고찰과 함께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9가지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위암은 조기 진단의 증가로 생존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과 측정은 중요한 치료 목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09; 송원종, 강규철, 허윤석, & 신석환, 2010).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

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WHOQOL Group, 1993).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은 특히 의료·보건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

념으로 Wilson과 Cleary (1995)는 “개인이 전반적인 삶에서 느끼는 행

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건강관련 

삶의 질(HRQoL)은 광범위한 개념의 삶의 질(QoL) 구성 영역 중 의료

·보건 관련 영역에 제한된 개념으로 환자에 의해 평가되는 주관적인 속

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정신적(mental), 신체적(physical), 역할(role) 

및 사회적(social) 기능 수준과 이러한 기능들의 관계를 포함하는 다차

원적 속성을 보인다(Fayers & Mach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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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암 환자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임상에서 치료법 및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건강 성과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Chau et 

al., 2019; Hill, Kiss, Hodgson, Crowe, & Walsh, 2011; McCall, 

Graham, & Bathe, 2016).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어 이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는 크게 일반적인(generic) 도구와 질병 

특이적인(disease specific) 도구로 나뉠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인 도구 중 하나인 EQ-5D는 EuroQoL Group에

서 개발한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로 운동 능력(mobility), 자기 관리

(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과 불편(pain and 

discomfort),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EQ-5D는 개인의 건강 상태가 단순히 신체적 특

성이나 혈액학적 지표의 변화만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정신

적인 고통과 더불어 운동 능력, 고통, 불안감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Muldoon, Barger, Flory, & Manuck, 1998). 

또한, EQ-5D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령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전 연령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 중 하나이다. 하지만, EQ-5D는 원

래 다른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의 보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Brooks, Rabin, & De Charro, 2013),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일반적 건강 관리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Guyatt, Feeny, & Patrick, 1993).  

Short Form (SF)-36은 Ware, Kosinski와 Dewey (2001)가 일반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가보고형 측정 도구이다. 이는 크게 

신체건강영역(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과 정신건강영역



 

13 

 

(mental component summary, MCS)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영역으로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 신체적 역할(physical role), 신체 통

증(bodily pain), 일반적 건강(general health), 활력(vitality),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정서적 역할(emotional role), 정신 건강

(mental health)을 포함한다. 8개의 하부영역은 각각 3점 또는 5점 척

도로 응답 가능하고, 점수 계산은 응답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도

록 되어 있다(Ware et al., 2001). SF-36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

구이고 EQ-5D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이지만, 총점을 구하지 않고 8개 하부영역의 점

수를 각각 사용하거나 T-점수로 전환된 PCS와 MCS를 사용하기 때문

에 총체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이은

현, 2012; Ware et al., 2001).  

EORTC QLQ-C30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30)은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가 개발한 도구로 최근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는 위암 환자들의 증상과 징후를 고려하여 개발된 질병 특

이적 도구로 신체(physical), 역할(role), 인지(cognitive), 정서적

(emotional) 및 사회적(social) 기능 등의 기능 영역(functional scale)

과 통증(pain), 식욕 변화(appetite loss) 등의 증상 영역(symptom 

scale),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global health status / 

QoL)을 포함하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사용

되고 있다(이경은 & 손영길, 2016). 하지만, EORTC QLQ-C30은 주로 

신체적 기능이나 증상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Kemmler et al., 1999), 질병 특이적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가

지고 있는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비교가 어렵다

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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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시 측정 도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에서는 암 환자의 건강관

련 삶의 질 측정 시 일반적인 도구와 질병 특이적인 도구 중 어떤 도구

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EQ-

5D 도구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환자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높은 신뢰도

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로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을 위해 

EQ-5D 도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

을 측정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가 경험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다른 소화기암 수술 환자와 비교할 때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는 구체적으로 대장암 보다 1.3배, 직장암 보다 1.2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Bektas & Demir, 2016). 이러한 결과는 위암 수술 환자가 다른 

소화기암 수술 환자에 비해 위장관 증상이 심하고(Ahn et al., 2017), 

체중 감소율이 많아(Yoon et al., 2019) 영양 불량 상태에 쉽게 빠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Shim et al., 2013). 또한, 선행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위암 수술 방법 및 위암 수술 후 기간

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5; 

Park et al.,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전절제술(TG)을 시행한 경

우 위아전절제술(DG)을 포함한 부분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 건

강관련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위암 수

술 후 1달 동안 신체 기능의 감소와 함께 건강관련 삶의 질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수술 후 1년 이내에 수술 전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han, Shan, Morris, Golani, & 

Saxena, 2015). 이러한 결과는 위암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기간에 따라 

병리적, 기능적, 심리·사회적, 영양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15). 즉, 위전절제술(TG)을 시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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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우 부분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 비해 음식을 수용할 수 

있는 위 용적 범위가 작아 오심, 구토, 연하곤란, 식도 역류 등과 같은 

위장관 증상을 오랜 기간 동안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Karanicolas et al., 2013; Kwon et al., 2020; Park et al., 2014), 이러

한 증상은 체중 감소와(Park et al., 2021) 건강 인식의 저하로 이어져 

건강관련 삶의 질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et al., 2015). 

또한, 수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암 수술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의 일부가 경감되거나 호전되기도 하고, 환자들이 위장관 증상 및 신체 

기능 저하에 적응하거나 식습관 변화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적응하게 되

어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수술 후 기간에 따라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Lee et al., 2015; Park et al., 2014).     

지금까지 국내·외에서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심

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국외에서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된 모형 검증 연구는 찾기 어려웠지만, Yan과 Sellick (2004)

의 코호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우울, 디스트레스 증상

(distress symptom)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44% 설명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지금까지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모형 

검증 연구는 총 3편으로 오복자(1996)의 연구에서는 Pender의 건강증

진모형을 이용하여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된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였다. 김영숙(2014)은 위암 수술 후 2년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간호행위를 매개로 한 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경은(2016)의 연구에서는 위암 수술 후 5년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을 매개로 한 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 모형을 구

축하였다. 3편의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79.2%, 

67.9%, 73.9%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편의 선행연구 모두 위

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첫째, 위

암 수술 방법 및 위암 수술 후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

여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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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

나인 영양 상태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

행연구에서 보인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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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위장관 증상, 악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 영양 상

태,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민족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Ferrans et al., 2005). 선행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거나 고령, 경

제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철

용 & 최현석, 2014; 이경은 et al., 2015; 질병관리본부, 2016; Ahn et 

al., 2017; Djärv, Lagergren, Blazeby, & Lagergren, 2008; Kent et al., 

2013; Nuhu et al., 2013; Shakeri et al., 2015; Yabroff et al., 2016).   

성별의 경우, 155명의 1기 위암 환자의 삶의 질을 확인한 이경은 

등(2015)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확인한 Shakeri 등(2015)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도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 한 Djärv 등(2008)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영역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EQ-5D

로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

었고(질병관리본부, 2016),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Nuh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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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 및 박철용과 최현석(201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ia 등(2020)의 연구에서

는 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과 직업 여부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 요인

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6세 이상의 환자는 55세 미

만 환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약 1.6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업이 없는 환자가 직업이 있는 환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미국의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 Kent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 중 31.8%에서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Yabroff 등(2016)의 연구에서도 전체 암 환

자의 20.4%가 암 치료와 관련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39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암 진단 후 1년 이내 25.9%, 72개월 안에는 47.0%의 환자가 직장을 

잃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Park, Park, Kim, & Lee, 2008). Ahn 등

(2017)이 소화기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경제

적 부담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Tian, Chen, 

Wu와 Meng (2004)의 연구에서는 위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과 경제 상태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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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 관련 요인 

암 관련 요인은 암 진단 및 병리, 수술,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

된 것을 의미한다(대한위암학회, 2019). 선행연구를 통해 위암 수술 환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암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위암 

병기가 높거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ae et al., 2006; Lee et al., 2015; Rausei et al., 

2013; Shakeri et al., 2015; Shan et al., 2015).  

2014년 대한위암학회의 주관 하에 국내 69개 기관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156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위암 역학 조사 결과, 위암 최

종 병기가 1기인 조기 위암 비율이 2009년 50.5%에서 2014년 약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Information Committee of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2016). 한편, 65세 이상 고령 위암 환자 

57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치료 결과와 5년 생존율을 확인한 

ReumChoe 등(2019)의 연구에서는 65~80세 고령군과 80세 이상의 

초고령군에서의 조기 위암 발생율이 각각 50%, 29%로 확인되었고, 위

암 비치료군의 사망 위험이 치료군에 비해 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거의 95%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국가암정보센터, 2016), 조기 위암의 

경우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장

기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ReumChoe et al., 2019) 이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위암 병기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03명의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한 Rausei 등

(2013)의 연구에서 암 병기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

한 Shakeri 등(2015)의 연구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한 이형민, 신영도, 윤충과 주홍재(2001)의 연구에서도 역시 

암 병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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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암 병기가 높을수록 섭취량이 감소하였고, 체중 감소가 심해진

다고 나타나(Ravasco, Monteiro-Grillo, Vidal, & Camilo, 2004), 암 

병기가 건강관련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

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위암은 조기 위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상승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암 환자 중 상당수의 경우 수술만으로 암의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발한 위암의 경우 예후가 불량하여 암 완치

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위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하고 있다(대한위암학회, 2019).  

위암 수술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

계를 살펴보면, Bae 등(2006)이 391명의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고, Kim 등(2017)의 연구

에서도 위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군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암 수술 환자에서 항

암화학요법 치료 유무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암 병기,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를 암 관련

요인으로 선정하여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

로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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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성 피로  

암성 피로란 암 자체나 암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방해

하는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주관적 피로감을 의미한다(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03). 암성 피로는 암 환자와 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이는 암 자체로 인한 증상

이거나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실제 암 환자의 피로와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60~96%에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고, 성공적으로 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약 30%

의 환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scalante & Manzullo, 2009; Mock et al., 2001). Yu 등(2016)의 연

구에서는 위암 수술 후 1년째에 가장 높은 수치의 암성 피로를 보이고, 

수술 후 5년까지 그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화기암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Ahn 등(2017)의 연구

에서 소화기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 중 피로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

타났고, 김미리(2017)의 연구에서도 소화기암 환자의 증상 중 오심에 

이어 피로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암 환자에서 쉽게 

경험하는 피로가 장시간 축적되는 경우 근력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Kilgour et al., 2010; Kirshbaum, 2010) 일상생활 수행능력(Hartvig, 

Aulin, Hugerth, Wallenberg, & Wagenius, 2006; Kirshbaum, 2010) 

및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저하시키고(Groenvold et al., 2007; 

Kirshbaum, 2010), 기분 저하 등을 초래해 심한 경우 치료를 중단하게 

만든다(김경희, 한영인, & 손수경, 2005; Mock et al., 2001). 이러한 이

유로 Groenvold 등(2007)은 암성 피로가 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암 환자의 피로는 건강

한 성인에서의 피로와 달리 휴식, 수면 등으로 완화되지 않고 전반적인 

질병 과정에 영향을 미쳐 치료의 제한과 신체적, 심리적 기능 저하를 가

중시키며 이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Hartvig et 

al., 2006; Hw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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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암 환자의 피로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변혜선, 김경덕, 정복례와 김경혜(2010)의 연구에서 피

로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Ahn 

등(2017)의 연구에서도 피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사회적 관계의 저

하를 유발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

히, 위암 수술 환자의 경우 피로의 관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이유는 첫째 

암 환자가 경험하는 피로는 그 자체로 신체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 쉽게 

에너지의 소실을 유발하므로 영양 불량 상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Dev et al., 2015). 둘째, 위암 수술 환자는 수술 자체만으로도 위 용적

이 감소되어 일회 식사량의 저하 및 식사 패턴의 변화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경험하는 암성 피로는 대상자들의 식사 

준비나 음식 섭취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Hopkinson, 2018; Stewart, 

Skipworth, & Fearon, 2006) 체중 감소나 영양 불량 상태로 더 쉽게 

이어질 수 있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박지원, 김용순, & 서미숙, 2001). 이와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암성 

피로는 암 환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고립감을 쉽게 자각하게 만

들어 사회적 지지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지지의 저하는 궁극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윤선 et al., 

2017; Blaney et al., 2013; Horneber et al.,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위암 수술 환자에서 경험하는 피로는 

환자의 근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양 상태 및 사회적 지지 등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건강

관련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endoza 등(1999)이 개발한 간이피로평가지

(BFI) 도구로 측정한 암성 피로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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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장관 증상 

증상이란 대상자의 비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나 인식을 의미한다(Wilson & Cleary, 1995). 위암 수술 

후 발생하는 위장관 증상은 위암 수술 방법과 위암 수술 후 기간 등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위의 일부 혹은 전체가 소실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장관 기능의 상실은 불가피하다(대한위암학회, 2019). 위암 

수술 환자들은 식사 후 음식물이 위장관을 빠르게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오심, 복통, 구토, 설사, 발한, 어지러움 등의 덤핑증후군(dumping 

syndrome)과 소화불량, 식욕 부족, 변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장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Faller et al., 2009). 위암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직후에서부터 수술 후 5년까지 이들의 증상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Kwon 등(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암 수술 직후에서부터 수술 후 1년까지 설사, 오심, 구토, 위식도 

역류증, 식욕저하 등의 위장관 증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수술 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약간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위암 수술 후 영양 상태 변화와 덤핑증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한 나주리 

등(2014)의 연구에서 수술 후 퇴원 2개월까지 전체 환자의 72.2%에서 

덤핑증후군을 경험하였고, 퇴원 후 1년 시점에도 30.6%에서 여전히 

덤핑증후군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실제, Spector, Hicks와 Pickleman (2002)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합병증 여부와 

관계 없이 위장관 증상이 잦거나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직후부터 수술 후 2년동안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한 Park 등(2014)의 

연구에서는 위장관 증상 중 특히 오심, 구토, 연하곤란, 위식도 역류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ausei 등(2013)의 연구에서는 위장관 증상 중 식욕 저하,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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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복부 불편감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위암 수술 환자들이 경험하는 위장관 증상은 수술 후 단기간 

지속되다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vedlund 등(1988)이 개발한 위장관 등급 산

정 도구(GSRS)로 측정한 위장관 증상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5 

 

5) 악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근감소증(sarcopenia)은 사지에 분포한 골격근의 감소와 함께 근육 

기능 즉, 근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중 한가지의 감소로 정의할 수 있

다(Cruz-Jentoft et al., 2010). 이는 특별한 원인 없이 노화에 따른 생

리적 변화로 발생하는 일차성 근감소증과 질병이나 거동 제한 및 영양 

문제로 발생하는 이차성 근감소증으로 구분할 수 있고(Cruz-Jentoft et 

al., 2010), 암 환자에서의 근감소증은 곧 신체 기능의 장애를 의미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Arthur et al., 2016; Arthur, Noone, Van 

Doren, Roy, & Blanchette, 2014). 특히, 위암은 선행연구에서 폐암, 췌

장암, 식도암과 함께 근감소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으로 확인되었고

(Naito et al., 2017), 이는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임상적 예

후의 예측에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Liu, Qui, Kong, Zhou, & Sun, 

2017; Shen, Hao, Zhou, & Dong, 2017). 이처럼 근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한 근력 측정은 6분 보행검사, 일어나 걷기, 악력 등 여러 가지 방법

을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악력은 측정 방법이 쉽고 간단할 뿐만 아니

라 암 환자의 신체 기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Hu et al., 2018; Kilgour et al., 2013; 

Kuh, Bassey, Butterworth, Hardy, & Wadsworth, 2005; Norman et 

al., 2010). 또한, 악력은 영양 불량 상태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영양 상태를 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Norman et 

al., 2010; Norman et al., 2011). Norman 등(2010)이 189명의 암 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서 악력이 더

욱 감소하였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Mazzuoli 등(2011)의 연구

에서도 영양 불량 상태에서 악력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악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u 등(2018)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기관 연구에서 악력 감소

는 신체 기능 저하와 관련 있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e Backer 등(2007)이 암 환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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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고강도의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근력 강화

는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한 신체 기능 향상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력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중요한 요

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한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식사하기, 걷기,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씻

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하는 것으로(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2),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angel et al., 2013; Sørensen, Klee, Palshof, & 

Hansen, 1993). Curt 등(2000)이 암환자 3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

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1%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어려움을 경험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들은 일상생활 수

행능력 중 걷기(69%), 집안 청소(69%), 운동(67%), 물건 들어올리기

(60%), 친구나 가족과의 사회 활동(59%), 계단 오르기(56%), 가족 돌

봄(52%), 식사 준비(50%)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는 암성 피로

(CRF)에 의한 영향으로 확인되었다(Curt et al., 2000). Wedding 등

(2008)이 암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증과 건

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

하는 삶의 질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Ward 등

(2014)이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

력이 낮은 환자의 경우 건강 인식이 부정적이고, 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통해 각각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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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 인식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well-

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건강 인식은 주관적으로 평가

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son & Cleary, 1995) 이는 실제 건강 상태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

이며(최요한, 2016)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건강 상태를 포괄

하는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한 척도로 여겨진다(신경림 

& 김정선, 2004).  

선행연구에서 건강 인식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 요인을 확인한 

박진아와 홍지연(2017)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영숙(2014)이 위암 수술 환자

의 삶의 질 예측모형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위암수술 환자의 건강 인식

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을 확인한 이지선(2018)의 연구에서는 건강 인

식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hardson 등(2008)이 

콜롬비아 50개 도시에 거주하는 228471명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시

행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에 제한이 없는 군, 암으로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는 군, 심장 질환으로 신체 활동 제한이 있는 군, 정신적 문제로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는 군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암으로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는 군에서 건강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인식 도구를 이용하

여 평가한 건강 인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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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양 상태 

영양 불량은 위암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문제 중 하나로, 영양 불량 

유병률은 치료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6~48% 범위로 보고되고 

있다(Fujiya et al., 2018; Shim et al., 2013; Wu et al., 2009). 실제, 

위암 수술 환자 760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이들의 영양 상태 변화를 

관찰한 Fujiya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 불량 유병률은 수술 전 

13%에서 수술 후 30.9%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m 

등(2013)이 소화기암 환자 435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후의 영양 상태 

변화를 확인한 전향적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 중 BMI 18.5kg/m2 

미만의 극심한 영양 불량 환자는 수술 전 2.3%에서 수술 후 26.3%로 

증가하였고, 특히 위암 수술은 영양 불량을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한 바 있다.  

위암 수술 환자에서의 영양 불량은 소화 불량, 조기 포만감, 복통, 

설사, 덤핑증후군 등과 같은 위장관 증상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량이 

감소하여 발생하거나, 위암 수술 후 남아있는 위의 용적 감소로 일회 

식사량이 감소되어 발생한다(박영옥 et al., 2012; Bradley et al., 1975). 

또한, 음식물이 장으로 빨리 내려가 영양소의 충분한 흡수가 어려워 

발생하거나(Heneghan et al., 2015), 안정 시 에너지 대사율(REE)이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Kamiji, Troncon, Suen, & de 

Oliveira, 2009).  

영양 불량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 체중 변화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Climet et al., 2017; Yoon et al., 2019) 

15% 이상의 체중 감소는 신체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30% 이상의 체중 

감소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Tisdale, 2002). 또한, 

소화기암의 경우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 체중 감소 발생률이 더 높고 

특히, 상부 소화기암(upper GI cancer)의 경우 하부 소화기암(lower GI 

cancer)에 비해 체중 감소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Tan & Fearon, 2008). 실제, 위암 수술 환자 1421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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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직후부터 3년까지의 체중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한 Park 

등(2021)의 연구에서 따르면, 4가지 패턴(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의 체중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12.3%에 해당되는 그룹 1은 위암 수술 후 6개월 동안 

체중 감소가 없었고, 그룹 2(42.7%)는 수술 후 6개월 동안 수술 전 

체중의 6.8%의 감소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룹 3(37.4%)은 

수술 후 6개월 동안 수술 전 체중의 12.9%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그룹 

4(7.7%)는 수술 전 체중의 21.5%의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룹 1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수술 직후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체중이 수술 후 3년까지 회복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위암 수술과 섭취량의 변화를 확인한 나주리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위암 수술 후 퇴원한 환자의 식사량은 퇴원 후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점차 회복되었으나, 전체 환자의 36.1%에서는 퇴원 후 

1년 시점에 수술 전 섭취량의 30% 정도만을 섭취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들의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함을 확인한 바 있다. Aydin과 Karaöz 

(2008)의 연구에서도 위암 환자들은 수술 후 식욕부진(46.0%), 

오심(38.0%), 복부 통증(29.6%), 구토(23.9%), 변비와 설사(21.1%)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영양소 섭취가 감소하여 영양 불량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특히, 위암 수술 환자들은 다른 암 수술 환자들에 

비해 식사 또는 영양과 관련하여 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들이 오심(32.9% vs. 25.3%), 설사(33.6% vs. 

17.6%)와 같은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Coa et 

al., 2015).   

한편, 암 환자에서의 식사 준비와 음식 섭취는 이들의 영양 상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Locher et al., 2010).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영양 불량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암 또는 암 관련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Fu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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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chie, 2004; Mantovani, Macciò, Massa, & Madeddu, 2001), 식사 

준비와 같은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을 통해 발생한다(Locher et 

al., 2009). Locher 등(2010)이 노인 암 환자와 그 부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식사 준비의 어려움에 대해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가족 중 

누군가 암에 이환 된 경우, 식사 준비 및 식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환자와 부양 가족 모두에게 디스트레스(distress)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urt 등(2000)이 암환자 3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50%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는 

암성 피로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식사 준비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암 환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피로, 위장관 증상 등의 부정적 증상은 환자들이 식사를 

거르는데 기여하고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Coa 

et al., 2015; Grant & Kravits, 2000).   

이처럼 위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발생하는 영양 불량은 체중 

감소(Carey et al., 2011; Climent et al., 2017; Davis et al., 2016, 

Yoon et al., 2019), 신체 기능 저하(Albrecht & Taylor, 2012; Gupta 

& Ihmaidat, 2003; Norman et al., 2011), 합병증 및 사망률 증가(Choi 

& Kim, 2016; Feng et al., 2018)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특히,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영양 상태가 불량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arey et al., 2011; Tanabe et al., 2017). Tanabe 

등(2017)이 1777명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체중 감소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 한 연구에서 수술 후 BMI가 

18.5kg/m2 미만이거나 체중 감소율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Carey 등(2011)이 소화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나이를 보정한 

상태에서 체중변화율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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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 식사 준비도를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으로 선정하여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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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함으로 개인이 위기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홍근표, 1984).  

암 환자는 질병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

(Schroevers, Ranchor, & Sanderman, 2003), 이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대처 기전을 사용한다

(Nipp et al., 2016). 이러한 대처 기전 중 하나는 사회적 지지로

(Henoch et al., 2007),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장

기간 동안의 암 투병 과정 동안 암 환자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들이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Parker, Baile, Moor, & Cohen, 2003). 암 환자

와 일반인의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비

교한 Yoo 등(2017)의 국내 다기관 연구에서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 지지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실제 Yoo 등(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암 환

자는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의 경우, 소화기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

정한 Mizuno 등(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Eom 등(2013)의 연구

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양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Yilmaz, Piyal과 Akdur (2017)의 

연구에서는 암성 피로와 오심, 구토의 위장관 증상은 사회적 지지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증상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김윤선 등(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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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환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고립감을 쉽게 자각하게 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김윤선 등(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

지는 위암 수술 환자들의 디스트레스 증상과 삶의 질에 부분 매개 효과

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이 나타내는 디스트레스 증상

에는 심리적 부분과 피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MSPSS 도구를 이용하여 평

가한 위암 수술 환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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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 

본 연구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

기 위하여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개념 모델을 기반으

로 하였다. 이는 질병 선상에 있는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

기 위해 생의학적 패러다임(biomedical paradigm)과 사회과학적 패러다

임(social science paradigm)을 통합하여 개발한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Figure 1)을 수정한 모델이다(Figure 

2). Wilson과 Cleary (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은 삶의 질을 측

정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오던 유용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Ferrans 등(2005)은 간호와 보건 영역

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개념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Wilson과 Cleary 

(1995)의 모델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은 

5가지 요인으로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 증상(symptoms),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 전반적 삶의 질(overall quality of life)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과 환경적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은 이러한 5가지 요인 및 건강 결

과(health outcom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은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발달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정의된다. 인구학

적 요인(demographic factors)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민족성 등을 

포함하고, 발달적 상태(developmental status)는 건강관련 행위와 이들

이 생물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이다. 심리

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은 인지적 평가, 정서적 반응 및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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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motivation) 등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정의되고, 생물학적 요인은 

인종, 질병의 유전과 관련한 가족력 등이 해당된다. 환경적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은 사회적, 물리적 요소로 분류하

였는데, 사회적 요소는 가족, 친구, 건강관리 제공자 등과의 대인관계 등

이 해당되고, 물리적 요소는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이

웃, 직장 등이 해당된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주요 요인들 중 모델의 1단

계인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은 분자, 세포 및 모든 장기 수

준에서의 이상적인 기능(ideal function)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

한 병리적 기능(pathological function)을 포함하여 생명을 지원하는 역

동적인 과정으로(Ferrans et al., 2005) 혈액검사 결과, 신체 검진, 의학

적 진단 등이 포함되며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과 환경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의 영향을 받는다.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은 모델의 2단계인 증상(symptoms)

에 영향을 주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상

(symptoms)은 비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또는 인지적 상태에 대한 대

상자의 지각(Wilson & Cleary, 1995)으로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환경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과

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관적 경험이다. 증상

(symptoms)에 영향을 받는 모델의 3단계인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는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행동으로

(Wilson & Cleary, 1995), 남아 있는 기능 상태의 최적화에 초점을 둔

다(Ferrans et al., 2005).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는 기능 수용력

(functional capacity), 기능 수행(functional performance), 기능 활용

(functional capacity utilization), 기능 예비력(functional reserve)을 

포함하고, 다음 모델의 4단계인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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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이다(Wilson & Cleary, 1995). 모델의 5단계인 전반적 삶의 질

(overall quality of life)은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에 영향을 받는 모델의 최종 구성 요인으로 개인의 전반적

인 삶의 만족과 연관된 주관적인 안녕으로 정의된다(Wilson & Cleary, 

1995). 

Ferrans 등(2005)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

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 증상(symptoms), 기능 상태

(functional status),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을 

고려했으며, 이러한 건강 관련 결과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uality of life)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과 환경적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5가지 요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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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Patient Outcome in a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onceptual Model by Wilson & Cleary (1995) 

 

 

 

Figure 2. Conceptual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Ferran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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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적 기틀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은 암환자(전소연 & 고

일선, 2020; Wyatt, Sikorskii, Rahbar, Victorson, & You, 2012), 만성

질환자(Bentley et al., 2013; Kim & Park, 2018; Kring & Crane, 

2009; Peepratoom et al., 2020; Theander, Jakobsson, Jörgensen, & 

Unosson, 2009), HIV 환자(Alsayed et al., 2017) 등 다양한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되고 있다. 이 모델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모델에 포

함된 개념의 전체 또는 일부만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개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새로운 개념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Kim & Park, 2018; 

Kring & Crane, 2009; Peepratoom et al., 2020). 또한,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개념간의 경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는 등 연구 상

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Alsayed, Sereika, 

Albrecht, Terry, & Erlen, 2017). 예를 들어, Peepratoom 등(2020)

은 모델의 중심 개념인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 증상

(symptoms),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과 함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추가

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였고, 

Alsayed 등(2017)의 연구에서는 중심 개념간의 일 방향 경로 외에 증

상(symptoms)과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간의 

경로를 추가하여 HIV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을 확인

한 바 있다. 또한, Kim과 Park (2018)의 연구에서는 모델의 중심 개념

인 증상(symptoms)과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를 병합한 후 학령

기 천식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개념 모델에 근거를 두고 모형의 일부를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수정

된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델의 5가지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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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은 분자, 세포 및 모든 장기 수준에서의 이상적인 기능에서부

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리적 기능을 포함하여 생명을 지원하는 역

동적인 과정으로 혈액검사 결과, 신체 검진, 의학적 진단을 포함한다

(Ferran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Wyatt 등(2012)이 생물학적 기

능으로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를 포함하여 측정한 것을 근거로 항암화

학요법 치료 유무를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의학적 진단 중 하나인 위암 

병기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2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잠재변수는 암 관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으로 새롭게 개념화

하여 명명하였다.      

증상(symptoms)은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에 영향을 받

는 개념으로 이는 환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현상 즉, 비정상적인 신체

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환자의 지각을 의미한다(Wilson & Cleary, 

1995). 본 연구에서는 증상(symptoms)을 암성 피로(CRF)와 위장관 

증상의 2가지 범주로 나누어 확인하였는데, Kring과 Crane (2009)의 

연구에서 증상(symptoms)의 개념에 피로를 포함하여 측정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증상에 위장관 증상 외 암성 피로(CRF)

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과 증상(symptoms)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동일한 선상

에서 서로 영향을 통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을 모델 내 하나의 외

생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여

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변수들이 서로 통제하도록 

하는 모형을 다루어 온 바 있기 때문이다(Kim & Park, 2018; Kring & 

Crane, 2009).   

기능 상태(functional status)는 어떤 일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으로(Wilson & Cleary, 1995),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기능 

수용력(functional capacity), 기능 수행(functional performance)과 도

구로 측정이 불가능한 기능 활용(functional capacity utilizatio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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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functional reserve)으로 구분된다(Ferrans et al., 2005). 도구

로 측정 가능한 영역 중 기능 수용력(functional capacity)은 6분 보행

검사, 셔틀보행검사(shuttle walk test), 골격근 검사 등으로 확인 가능

하고, 기능 수행(functional performance)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으로 측정 가능하다(Ferrans et al., 2005). 악력(handgrip strength)은 

측정 방법이 쉽고 간단하여 임상에서 골격근 측정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영양 상태를 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고 

암 환자의 신체 기능 상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어(Hu et al., 2018; Kilgour et al., 2013; Kuh et al., 2005; Norma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기능 수용력(functional 

capacity)의 측정을 위해 악력(handgrip strength)을 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기능 수행(functional performance)을 측정하기 위해 암환

자의 움직임과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ECOG Performance 

Status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건강 인식(general health perceptions)은 생물학적 기능, 증

상, 기능 상태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Wilson & Cleary, 1995), 본 연

구에서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평가하는 도구를 이용

하여 건강 인식을 측정하였다. 

개인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은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발달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으로(Ferran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 연령, 성별, 경제 상태를 포함하

였다. 단, 연령, 성별, 경제 상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외ㆍ내생변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뿐만 아니라 중재 불가능한 변수

로 통제 변인(control variable)으로 설정하여 구성하였고, 이들 3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잠재변수는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c factors)으로 

새롭게 개념화하여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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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은 가족, 친구, 건강

관리 제공자들을 포함하여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으로

(Ferrans et al., 2005), 선행연구에서 Saengsiri (2014)는 환경적 특성

으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측정한 바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암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암성 피로는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을 

증가시켜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laney et al., 2013; Horneber et al., 2012; Kim et al., 2019). 노인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암성 피로, 위장관 증상을 

포함하는 디스트레스 증상(distress symptoms)이 사회적 고립을 쉽게 

지각하게 함으로 사회적 지지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증상과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김윤선 et al., 2017; Manning-Walsh, 2004).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를 환경적 특성으로 선정

한 후 기존 모델에서 환경적 특성이 생물학적 기능과 증상에 각각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수정하여 생물학적 기능과 증상이 환경적 특성에 영향

을 미치도록 구성하였다. 즉, 가설적 모형에서 환경적 특성인 사회적 지

지는 생물학적 기능과 증상,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는 정기적인 신체 활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WHO, 2017),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암이거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Farrell, Brearley, Pilling, & 

Molassiotis, 2013; Liu et al., 2017), 또는 위암 환자에서 위장관 증상

이 심한 경우 영양 불량 위험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Spector et 

al., 2002). 암성 피로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암성 피로와 영양 상태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지만, 암 환자

의 경우 기초대사량의 증가로 인해 휴식 상황에서도 열량 소모가 이루어

져 영양 불량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Dev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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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암 환자의 영양 상태는 기능 상태, 

건강 인식,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Bosaeus, 

2008; Caro, Laviano, & Pichard, 2007; Isenring, Capra, & Bauer, 

2004; Nguyen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를 반영하여 가설적 모형에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의 개념을 

추가한 후, 이를 생물학적 기능, 증상과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체중 변화는 암환자의 영양 불량을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고(Climet et al., 2017; Isenring et al., 

2004; Yoon et al., 2019), 암 환자의 섭취량 감소와 식사 준비의 어려

움 또한 영양 불량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어(Aydin & Karaöz, 

2008; Curt et al., 2000) 이를 근거로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 식사 준

비도의 3가지 변인을 통해 영양 상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

델을 종합하여 수정한 결과,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3과 같았고, 

각 개념의 이론적 하위 구조는 Figure 4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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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Controlled for age, gender, income) 

BFI, Brief fatigue inventory; GI, Gastrointestinal; GSRS, 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KDDS, Korean diet diversity score; ECOG, European 

cooperative oncology group;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Q-5D, Euro quality of life-

5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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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oretical Substruction 

CRF, Cancer-related fatigue; BFI, Brief fatigue inventory; GI, Gastrointestinal; GSRS, 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ECOG, European cooperative 

oncology group; KDDS, Korean diet diversity score;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Q-

5D, Euro quality of life-5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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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기반으

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

헌고찰을 통해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Figure 5). 

가설적 모형에서 내생변수의 측정변수(y)는 총 8가지로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 식사 준비도, 사회적 지지,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

식과 최종 내생변수인 건강관련 삶의 질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의 측정

변수(x)는 총 4가지로 위암 병기,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 암성 피로와 

위장관 증상이며, 연령, 성별, 경제 상태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

적 모형에서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 식사 준비도를 포함하는 영양 상태

와 사회적 지지, 건강 인식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암 

병기,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를 포함하는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위

장관 증상,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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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ypothetical Model (Controlled for age, gender, income)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x1 Cancer stage                    y1 Percentage of weight change 

x2 Chemo therapy                  y2 Dietary quality      

y3 Meal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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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가설 

  

악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암 관련 요인은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암성 피로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위장관 증상은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영양 상태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적 지지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암 관련 요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암성 피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위장관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영양 상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양 상태를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1. 암 관련 요인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암성 피로는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위장관 증상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암 관련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암성 피로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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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6. 위장관 증상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인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7. 영양 상태는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악력은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0. 사회적 지지는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1. 영양 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건강 인식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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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 검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치료나 추후 관리를 위해 외래를 방문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Inclusion criteria)    

(1) 위암 수술 방법 중 위아전절제술(DG)을 시행 받은 환자 

(2) 위암 수술 후 경과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환자 

(3) 위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 환자 

(4) 정신과적 질환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5)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2) 제외 기준(Exclusion criteria) 

(1) 위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2) 현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3) 위암이 원발성이 아닌 환자 

(4) 설문 전날 평상시와 식사의 질에 차이가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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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델에서의 적정한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우종필, 2015).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는 없지만, Mitchell (1993)은 관측변수당 10~20 배의 

표본을 적정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조모형방정식 모델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기준으로 할 때 150~400 정도의 표본 크기가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200 이 가장 적정한 표본의 크기로 여겨진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200 명을 목표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종 240 명의 대상자에 대해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설문이 완료 된 후 참여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7 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3 명의 자료 

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이 진행된 의료 기관 내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았다. 자료 수집 전 자료 수집 기관의 위장관 외과 

담당 의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접근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배포를 포함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 중간에라도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현장에서 작성한 직후 

개인별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고, 설문지 작성 대한 사례로 음료교환권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사무실 내에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 보완에 주의하였으며, 연구가 완료 된 후에는 분쇄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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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는 총 3가지로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위장관 

증상이며, 내생변수는 총 6가지로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 인식, 건강관련 삶의 질이다.   

 

1) 외생변수  

① 암 관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 

본 연구에서는 암 관련 요인으로 위암 병기,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

를 조사하였다. 위암 병기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는 의무기록을 통하

여 확인하였고, 위암 병기의 경우 미국암연합위원회(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의 제8판 암 병기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다(Edge & Compton, 2010). 이를 참고하여 위암 1기는 ‘1’, 2기는 ‘2’, 

3기는 ‘3’으로 간주하였다.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의 경우 항암화학요

법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0’, 받은 경우 ‘1’로 분류하였다.  

 

② 암성 피로(Cancer-related fatigue) 

본 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암성 피로(CRF)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Mendoza 등(1999)이 암 치료 과정에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피로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

발한 간이피로평가지(BF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사용을 위해 저작

권을 가지고 있는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허락을 구하였고, 도구 사용에 필요한 금액(100달러)을 지불

한 후 한국어판 간이피로평가지(BFI) 도구를 제공 받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11점 Likert 척도로 평가 가능하다. 총점은 문항

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0점에서 10점으로 측정 가능하고, 총점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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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③ 위장관 증상(GI symptom) 

위장관 증상 측정을 위해 Svedlund 등(1988)이 개발한 위장관 등급 

산정 도구(GSR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사용을 위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straZeneca에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승인 

받았으며, AstraZeneca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판 GSRS 도구를 

전달 받아 설문에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복부 통증 

관련 3문항, 역류 관련 2문항, 소화 불량 관련 4문항, 설사 관련 3문항, 

변비 관련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당 7점 척도로 측정 

가능하고, 점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105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위장관 관련 증상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내생변수  

①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는 EuroQol Group에서 

개발한 EQ-5D-5L 도구의 한국어 버전을 The EuroQol Group의 

허가를 받아 무료로 사용하였다(Herdman et al., 2011). 본 도구는 

운동 능력(mobility), 자기 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ies), 

통증과 불편(pain/discomfort), 불안과 우울(anxiety/depression)의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1단계, 

0점)’, ‘~약간 있다(2단계, 1점)’, ‘~중간 정도 있다(3단계, 2점)’, 

‘~심하게 있다(4단계, 3점)’, ‘~극도로 있다/~할 수 없다(5단계, 4점)’의 

5단계로 응답할 수 있다. EQ-5D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한국인에게 특화된 질 가중치를 부여하여 EQ-5D index (quality 

weight)로 산출할 수 있는데, 산출된 점수 범위는 -0.66~0.904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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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조민우 et al., 2013). 

EQ-5D index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고, 아래에 표기된 

산출식은 저자에게 메일을 통해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한 뒤 승인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Quality weight = 1-(0.096 + 0.046 × M2 + 0.058 × M3 + 0.133 × M4 + 0.251 × M5  

+ 0.032 × S2 + 0.050 × S3 + 0.078 × S4 + 0.122 × S5  

+ 0.021 × U2 + 0.051 × U3 + 0.100 × U4 + 0.175 × U5  

+ 0.042 × P2 + 0.053 × P3 + 0.166 × P4 + 0.207 × P5  

+ 0.033 × A2 + 0.046 × A3 + 0.102 × A4 + 0.137 × A5 + 0.078 × N4) 

M, mobility; S, selfcare; U, usual activities; P, pain and discomfort; A, anxiety and 

depression; N4, 1 point if even one item is at least more than 4 levels in the Likert scale 

  

② 악력(Handgrip strength) 

악력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으로 정적 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이다(Spijkerman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악력

계(EH101, Zhongshan, China)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손

의 악력을 2회 측정하였다. 악력 측정 자세는 미국수부치료사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Hand Therapists)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자세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대상자가 팔걸이가 없는 의자

에 등을 기대지 않고 편안하게 앉은 후 어깨 각도 0°, 팔꿈치의 각도 

90°, 손목 각도는 중립을 유지한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다.  

2014년 아시아 근감소증 연구회(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에서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남성 26kg 미만, 여성 18kg 미

만인 경우 악력 저하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Chen et 

al., 2014).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2회 측정한 악력 

값 중 최대 악력 값을 기준으로 하여 ‘0’을 비정상(악력 저하), ‘1’을 정

상으로 간주하였고, 모형 분석 시 역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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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본 연구에서는 Oken 등(1982)이 암환자의 움직임과 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ECOG Performance Status 도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도구로, 

총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0~5점이며 질병 이전처럼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0점, 사망 상태를 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④ 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 

본 연구에서는 Speake 등(1989)이 개발한 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 도구를 권유림과 전해옥(2013)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의 사용을 위해 원 저자 및 한글 번역 저자에게 메

일을 통해 도구 사용의 허락을 구하였다. 본 도구는 총 3개 문항으로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 가능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76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5이었다. 

 

⑤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 

본 연구에서는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데 (a) 체중변화율, (b) 식사의 

질, (c) 식사 준비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a) 체중변화율(Percentage of weight change)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입원 시 측정한 체중(kg)과 수술 후 현재 

체중(kg)을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두 체중의 차이를 통해 

체중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체중변화율이 음수일 때는 값이 작아질수록 

즉, 0에서 멀어질수록 수술 전보다 체중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양수일 때는 값이 커질수록 수술 전보다 체중이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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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체중변화율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모형 

분석 시 역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체중변화율(%) = 

 

수술 전 입원 시 체중(kg) 
× 100 

 
수술 전 입원 시 체중(kg)-현재 체중(kg) 

 

 

(b) 식사의 질(Dietary quality) 

본 연구에서 식사의 질은 총 2단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24시간 회상법(24hr recall)을 통해 연구 대상자가 외래 방문 전날 하

루 동안 섭취한 식품의 다양성과 양을 확인하였고(Willett, 2013), 2단

계에서는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사의 질을 

측정하였다.  

1단계에서 시행된 24시간 회상법은 훈련 받은 책임 연구자가 연구 대

상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 전날 섭취한 음식이 평상시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내용은 연구 대상자들이 조사 

전날 24시간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명과 섭취 분량을 간식,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실물 크기와 비슷

한 식품 모형이나 사진, 숟가락, 종이컵, 밥 그릇 등을 제공하여 섭취 분

량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섭취한 식품을 잘 기억하지 못

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이나 동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책임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가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작성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칼로리와 총 단백질량

을 확인하였다. 섭취한 총 칼로리와 총 단백질량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공하는 식품교환표(2019)를 기준으로 1교환 단위로 영양 성분을 확

인하되, 필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 자료집(2020) 

및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표(2016)를 참고하여 100g 단위로 영

양 성분을 확인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상 영양사 2인의 자



 

56 

 

문을 받았다. 

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분석에 사용된 식사의 질을 확인

하였는데, 이는 Kant 등(1991)이 개발한 식품군 점수 도구(DDS)를 김

인숙 등(1999)이 한국인의 삭사 구성안에 맞게 수정한 도구(KDDS)를 

이용하였다. 식품군은 곡류, 육류, 채소류, 유제품, 유지류의 5가지 주요 

식품군으로 분류하였고(김인숙 et al., 1999), 각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

품을 최소량 이상 섭취하면 1점을 부여하고, 섭취하지 않았거나 최소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0점을 주어 이를 합산한 점수로 확인하였다(Kant 

et al., 1991). 최소량의 기준은 곡류와 유제품의 고형 식품은 15g 미만, 

액체 식품은 30g 미만, 육류와 채소 및 과일류의 고형 식품은 30g 미만, 

액체 식품은 15g 미만, 유지 및 당류는 5g 미만이고, 술과 설탕은 점수

에서 제외하였다(김인숙 et al., 1999). 최소량 기준에 대해서는 임상 영

양사 2인의 자문을 받았고, 본 도구의 총점은 0~5점 범위로 총점이 높

을수록 식사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c) 식사 준비도(Meal preparation) 

본 연구에서 식사 준비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1가지 질문에 응답한 결과로 확인하

였다. 이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4점)’, ‘가끔 그렇다(3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 가능하고(Iizaka et 

al., 2008), 모형 분석 시 역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⑥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한 

MSPSS 도구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 사용 전 원 저자와 한글 번역 저자에게 도구 사용을 

위해 허락을 구한 후, 승인 받았다.  

본 도구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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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각 영역별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당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가능하고, 총점의 범위는 12~60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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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의료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이고,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 작성, 24시간 회상법, 2회의 악력 측정 

및 의무기록을 통한 임상적 특성 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자료 수집을 완료하는데 1인당 총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의무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키(수술 전 키, 현재 키), 체중(수술 전 입원 시 체중, 현재 

체중), 위암 병기,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 동반질환 개수 등을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 1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연구의 목적,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고, 면담자간 자료 수집 방법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에 

설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연구보조원에게 설문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시범 보여 연구 도구와 관련된 타당도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시작 후 문제 발생 시 수시로 문제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검사하여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응답이 애매한 경우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당일 이에 대해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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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version 23.0 (SPSS Inc, 2013)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며 대상자의 일반적 ∙ 임상적 특성 및 측정 변수에 

대한 서술적 특성,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및 도구의 신뢰도 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구축된 모형에 대한 검증은 

IBM SPSS AMOS version 23.0 (SPSS Inc, 2007)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 임상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 임상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양 

상태의 차이는 Kolmogorov-Smirnov 검정 또는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정규성을 확인 한 후 두 군간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 세 군 이상의 비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잠재변수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변량 정규성 검증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을 통해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5)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공차한계(tolerance)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6)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7)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IBM SPSS AMOS version 23.0 (SPSS Inc, 

2007) 프로그램에서 공분산행렬을 사용하였다. 

8)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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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합지수 중 χ2, Normed χ2,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중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이용하였다. 

9) 본 연구의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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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223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63.5세(범위: 31~88세)로, 연령의 분포는 50세 미만 

28명(12.6%), 50대 44명(19.7%), 60대 81명(36.3%), 70대 56명

(25.1%), 80대 이상이 14명(6.3%)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141

명(63.2%), 여성이 82명(36.8%)이었고, 결혼 형태는 미혼이 34명

(15.2%), 기혼이 189명(84.8%)이었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

하가 34명(15.2%), 중학교 졸업이 26명(11.7%), 고등학교 졸업이 89

명(39.9%), 대학교 졸업 이상이 74명(33.2%)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자 중 114명(51.1%)은 무직이었고, 109명(48.9%)은 직업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50명(22.4%), 

101~300만원이 73명(32.7%), 301~500만원이 57명(25.6%), 501만

원 이상이 43명(19.3%)으로 나타났다. 주간호제공자는 배우자가 137명

(61.4%)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49명(22.0%), 자녀가 26명(11.7%), 

기타가 11명(4.9%)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 시 주로 식사를 준비하는 사

람은 배우자가 129명(57.8%), 본인이 78명(35.0%), 자녀와 기타가 각

각 8명(3.6%)으로 확인되었다. 외식 정도를 살펴보면, 1주일 동안 전혀 

외식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71명(31.8%), 주 1~2회가 117명(52.5%), 

주 3~4회가 20명(9.0%), 주 5~6회가 10명(4.5%), 주 7회 이상이 5

명(2.2%)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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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3)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Range) 

Age (years) 

  
63.5 ± 11.4 

(31~88) 

> 50  28 (12.6)  

50~59  44 (19.7)  

60~69  81 (36.3)  

70~79  56 (25.1)  

≥ 80 14 (6.3)  

Gender 
Male 141 (63.2)  

Female   82 (36.8)  

Marital status 
Single  34 (15.2)  

Married 189 (84.8)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34 (15.2)  

Middle school  26 (11.7)  

High school  89 (39.9)  

College or above  74 (33.2)  

Job 
Yes 109 (48.9)  

No 114 (51.1)  

Monthly income 

(1,000 won) 

≤ 100  50 (22.4)  

101~300  73 (32.7)  

301~500  57 (25.6)  

≥ 501  43 (19.3)  

Primary caregiver 

Spouse 137 (61.4)  

Children  26 (11.7)  

Ownself  49 (22.0)  

Others 11 (4.9)  

Person of meal 

preparation 

Spouse 129 (57.8)  

Children  8 (3.6)  

Ownself  78 (35.0)  

Others  8 (3.6)  

Number of eating-out 

time (week) 

0  71 (31.8)  

1~2 117 (52.5)  

3~4  20 (9.0)  

5~6  10 (4.5)  

≥ 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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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위

암 병기는 1기가 160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2기가 38명(17.0%), 

3기가 25명(11.2%)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160명(71.7%)은 위

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63명

(28.3%)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암 수술 후 

평균 질병 경과 기간은 2.7년으로, 1년 이상~2년 미만이 87명(39.0%), 

2년 이상~3년 미만이 38명(17.0%), 3년 이상~4년 미만이 42명

(18.8%), 4년 이상~5년 미만이 56명(25.1%)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자의 평균 동반질환 개수는 0.9개로, 동반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99명

(44.4%), 1~2개가 107명(48.0%), 3개 이상이 17명(7.6%)으로 확인

되었다. 수술 전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4.8kg/m2로, 저체중군(BMI: <18.5kg/m2)이 3명(1.3%), 정상군

(18.5kg/m2≤BMI<25kg/m2)은 111명(49.8%), 비만군(BMI: ≥

25kg/m2)은 109명(48.9%)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위암 수술 

후 현재 평균 BMI는 22.2kg/m2로, 저체중군(BMI: <18.5kg/m2)은 25

명(11.2%), 정상군(18.5kg/m2≤BMI<25kg/m2)은 162명(72.6%), 비

만군(BMI: ≥25kg/m2)은 36명(16.1%)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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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3)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Cancer stage 

1 160 (71.7)  

2 38 (17.0)  

3 25 (11.2)  

Chemo therapy 
Yes  63 (28.3)  

No 160 (71.7)  

Duration of disease 

after operation 

(years) 

  2.7 ± 1.4 

≥ 1, < 2 87 (39.0)  

≥ 2, < 3 38 (17.0)  

≥ 3, < 4 42 (18.8)  

≥ 4, < 5 56 (25.1)  

Number of 

comorbidity 

  0.9 ± 1.0 

0 99 (44.4)  

1~2 107 (48.0)  

≥ 3 17 (7.6)  

Preoperation BMI 

(kg/m2) 

  24.8 ± 3.5 

< 18.5 3 (1.3)  

≥ 18.5, < 25 111 (49.8)  

≥ 25 109 (48.9)  

Current BMI 

(kg/m2) 

  22.2 ± 3.2 

< 18.5 25 (11.2)  

≥ 18.5, < 25 162 (72.6)  

≥ 25 36 (16.1)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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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위암 수술 환자의 일반적ㆍ임상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

이는 Table 3과 같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F=6.779, p 

<.001), 성별(t=2.520, p=.013), 교육 수준(F=15.268, p<.001), 직업 

유무(t=-4.858, p<.001), 월 평균 소득(F=9.402, p<.001)으로 확인되

었다.  

연령의 경우, 50세 미만 집단이 70대와 80대 이상 집단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50대와 60대 집단이 80대 

이상 집단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이상 대상자가 초등

학교 졸업 이하 대상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 대상자가 중학교 졸업 대상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의 경우,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

가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

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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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3)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t or F (p) 

Age (years) 

> 50a  0.86 ± 0.33 6.779 (<.001) 

50~59b 0.83 ± 0.13 a>d,e 

60~69c 0.82 ± 0.12 b,c>e 

70~79d 0.76 ± 0.15  

≥ 80e 0.67 ± 0.22  

Gender 
Male 0.82 ± 0.11 2.520 (.013) 

Female 0.77 ± 0.17  

Marital status 
Single 0.80 ± 0.11 -0.002 (.998) 

Married 0.80 ± 0.14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a 
0.68 ± 0.19 

15.268 (<.001) 

Middle schoolb 0.75 ± 0.22 c,d>a 

High schoolc 0.82 ± 0.90 d>b 

College or aboved 0.85 ± 0.07  

Job 
Yes 0.85 ± 0.85 -4.858 (<.001) 

No 0.76 ± 0.16  

Monthly income 

(1,000 won) 

≤ 100a 0.72 ± 0.19 9.402 (<.001) 

101~300b 0.82 ± 0.11 b,c,d>a 

301~500c 0.84 ± 0.09  

≥ 501d 0.84 ± 0.13  

Primary 

caregiver 

Spouse 0.81 ± 0.13 0.853 (.467) 

Children 0.78 ± 0.18  

Ownself 0.80 ± 0.15  

Others 0.86 ± 0.62  

Cancer stage 

1 0.81 ± 0.13 2.706 (.069) 

2 0.80 ± 0.16  

3 0.75 ± 0.16  

Chemo therapy 
Yes 0.78 ± 0.16 1.583 (.115) 

No 0.81 ± 0.13  

Duration of 

disease after 

operation (years) 

≥ 1, < 2 0.80 ± 0.15 0.919 (.433) 

≥ 2, < 3 0.81 ± 1.00  

≥ 3, < 4 0.78 ± 0.14  

≥ 4, < 5 0.82 ± 0.13  

Number of 

comorbidity 

0 0.83 ± 0.95 2.904 (.057) 

1~2 0.78 ± 0.16  

≥ 3 0.79 ± 0.20  

Current BMI 

(kg/m2) 

< 18.5 0.76 ± 0.14 1.244 (.290) 

≥ 18.5, < 25 0.81 ± 0.13  

≥ 25 0.80 ± 0.16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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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양 상태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상태는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 식사 준비도로 

확인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ㆍ임상적 특성에 따른 영양 상태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영양 상태 중 체중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

의 특성은 직업 유무(t=1.983, p=.049)와 현재 BMI (F=16.005, 

p<.001)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의 경우,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체중변화율이 많았다. 현재 BMI의 경우 저체중군(BMI: <18.5kg/m2), 

정상군(18.5kg/m2≤BMI＜25kg/m2), 비만군(BMI: ≥25kg/m2) 순으로 

각각 약 17%, 10%, 7%의 체중 감소를 보여 저체중군(BMI: 

<18.5kg/m2)이 다른 군에 비해 체중변화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영양 상태 중 식사의 질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

(F=2.750, p=.029), 성별(t=3.819, p<.001), 교육 수준(F=6.229, 

p<.001), 직업 유무(t=-3.372, p<.001), 월 평균 소득(F=3.603, 

p=.014), 주간호제공자(F=3.654, p=.013),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

(t=1.992, p=.048), 현재 BMI (F=6.430, p=.002)로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 50세 미만 집단과 50대 집단이 80대 이상 집단에 비해 

식사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식사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이상 대상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대상자에 비해 식사

의 질이 더 좋았다. 직업 유무의 경우,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

는 대상자에 비해 식사의 질이 더 좋았고, 월 평균 소득은 월 평균 

301~500만원과 501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가 100만원 이하

의 수입을 가진 대상자에 비해 식사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간호제공자가 배우자이거나 본인인 경우, 자녀가 주간호제공자

인 경우 보다 식사의 질이 더 좋았고,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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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항암화학요법을 치료를 받은 대상자에 비해 식사의 질이 더 좋

았다. 현재 BMI의 경우, BMI가 25kg/m2 이상의 비만군에서 식사의 질

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정상군(18.5kg/m2≤BMI＜25kg/m2), 저

체중군(BMI: <18.5kg/m2)의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 상태 중 식사 준비도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t=-2.887, p=.004), 교육 수준(F=3.918, p=.009), 직업 유무

(t=2.817, p=.005)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대상자가 대학

교 졸업 이상 대상자에 비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

다.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9 

 

Table 4. Differences in Nutritional Status including Percentage of Weight Change, Dietary Quality and Meal Prepar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3) 

Variables Categories 
Percentage of weight change Dietary quality Meal preparation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Age (years) 

> 50a  8.67 ± 6.33 0.634 (.639) 4.46 ± 0.80 2.750 (.029) 1.64 ± 0.83 0.741 (.565) 

50~59b  9.42 ± 7.90  4.41 ± 0.78 a,b>e 1.64 ± 1.01  

60~69c 10.05 ± 6.71  4.15 ± 1.07  1.79 ± 1.02  

70~79d 10.72 ± 7.11  4.05 ± 1.09  1.86 ± 0.98  

≥ 80e 11.56 ± 8.07  3.50 ± 1.70  2.07 ± 1.21  

Gender 
Male 9.89 ± 7.01 -0.352 (.725) 4.38 ± 0.97 3.819 (<.001) 1.62 ± 0.91 -2.887 (.004) 

Female 10.23 ± 7.23  3.83 ± 1.13  2.04 ± 1.09  

Marital status 
Single  9.00 ± 7.60 0.910 (.364) 4.00 ± 0.95 1.044 (.298) 2.00 ± 0.95 -1.427 (.155) 

Married 10.20 ± 6.99  4.21 ± 1.08  1.74 ± 1.00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a 
11.41 ± 8.42 1.169 (.323) 3.53 ± 1.35 6.229 (<.001) 2.26 ± 1.14 3.918 (.009) 

Middle schoolb 10.80 ± 4.66  4.00 ± 1.13 c,d>a 1.85 ± 1.08 d>a 

High schoolc  9.02 ± 6.59  4.29 ± 0.87  1.73 ± 0.95  

College or aboved 10.29 ± 7.63  4.39 ± 0.99  1.58 ± 0.89  

Job 
Yes 10.93 ± 7.74 1.983 (.049) 4.41 ± 0.85 -3.372 (<.001) 1.96 ± 1.08 2.817 (.005) 

No  9.06 ± 6.21  3.95 ± 1.19  1.59 ± 0.87  

Monthly income 

(1,000 won) 

≤ 100a  9.30 ± 6.96 2.326 (.076) 3.84 ± 1.27 3.603 (.014) 2.08 ± 1.07 2.098 (.101) 

101~300b 10.99 ± 6.92  4.08 ± 1.10 c,d>a 1.66 ± 0.96  

301~500c  8.32 ± 6.91  4.40 ± 0.90  1.68 ± 0.95  

≥ 501d 11.43 ± 7.36  4.42 ± 0.79  1.7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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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N=223) 

Variables Categories 
Percentage of weight change Dietary quality Meal preparation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Primary 

caregiver 

Spousea 10.43 ± 7.34 0.614 (.606) 4.26 ± 1.08 3.654 (.013) 1.72 ± 1.00 1.145 (.332) 

Childrenb 10.24 ± 7.53  3.54 ± 1.17 a,c>b 2.08 ± 1.13  

Ownself c 8.90 ± 6.38  4.27 ± 0.95  1.82 ± 0.99  

Othersd 9.22 ± 5.90  4.17 ± 0.47  1.55 ± 0.69  

Cancer stage 

1 10.15 ± 6.89 0.312 (.732) 4.23 ± 1.01 1.429 (.242) 1.77 ± 0.98 0.345 (.709) 

2 10.12 ± 6.35  4.18 ± 1.16  1.71 ± 1.01  

3 8.96 ± 9.23  3.84 ± 1.21  1.92 ± 1.12  

Chemo therapy 
Yes 10.17 ± 7.70 -0.212 (.833) 3.95 ± 1.17 1.992 (.048) 1.75 ± 0.97 0.292 (.520) 

No 8.95 ± 6.84  4.26 ± 1.00  1.84 ± 1.06  

Duration of 

disease after 

operation (year) 

≥ 1, < 2 9.93 ± 7.33 0.357 (.784) 4.08 ± 1.14 1.255 (.291) 1.85 ± 1.00 1.481 (.221) 

≥ 2, < 3 10.07 ± 8.26  4.13 ± 1.07  1.89 ± 1.03  

≥ 3, < 4 10.92 ± 7.05  4.10 ± 1.03  1.83 ± 1.01  

≥ 4, < 5 9.43 ± 5.86  4.41 ± 0.93  1.54 ± 0.95  

Number of 

comorbidity 

0 8.83 ± 5.80 2.626 (.075) 4.18 ± 0.99 0.027 (.973) 1.77 ± 0.98 0.186 (.831) 

1~2 11.07 ± 7.71  4.18 ± 1.12  1.80 ± 1.01  

≥ 3 10.31 ± 8.91  4.12 ± 1.11  1.65 ± 1.06  

Current BMI 

(kg/m2) 

< 18.5a 16.69 ± 9.60 16.005 (<.001) 3.48 ± 1.39 6.430 (.002) 2.08 ± 1.15 2.061 (.130) 

≥ 18.5, < 25b 9.59 ± 6.06 a>b>c 4.25 ± 0.98 c>b>a 1.78 ± 0.97  

≥ 25c 7.27 ± 6.71  4.33 ± 0.17  1.56 ± 0.97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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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영양 상태 및 주요 변수와의 관계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상태 및 영양 상태와 주요 변수간의 관계는 

Table 5와 같다. 

영양 상태 중 연구 대상자의 체중변화율은 평균 10.0%의 감소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수술 후 현재 

체중이 증가한 대상자는 8명(3.6%), 수술 전 체중에 비해 10% 미만의 

체중 감소를 보인 대상자는 108명(48.4%), 10% 이상, 20% 미만의 체

중 감소를 보인 대상자는 90명(40.4%), 20%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인 

대상자는 17명(7.6%)으로 확인되었다. 체중변화율과 주요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암성 피로(r=.295,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

(r=.194, p=.004)은 체중변화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r=-.271, p<.001), 악력(r=-.229, p=.001), 

건강 인식(r=-.210, p=.00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상태 중 식사의 질은 건강관련 삶의 질(r=.529, p<.001), 악력

(r=.454, p<.001), 건강 인식(r=.482, p<.001), 사회적 지지(r=.290,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암성 피로(r=-.467, p<.001), 위

장관 증상(r=-.256,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r=-.453, p<.001)과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는 평균 1471.1kcal 

(범위: 100~2500kcal)로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ASPEN) 가이드라인(2010)에 따라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위암 환자에게 요구되는 실제 칼로리 요구량

을 30kcal/kg로 계산한 결과, 하루 평균 칼로리 요구량은 1790.9kcal 

(범위: 1077~2628kcal)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하루 

동안 실제 섭취한 칼로리와 칼로리 요구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 대상자

들은 칼로리 요구량에 비해 실제 약 82.1%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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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건강관련 삶의 질(r=.424, p<.001), 악력(r=.340, p<.001), 건강 

인식(r=.350, p<.001), 사회적 지지(r=.164, p=.014)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 암성 피로(r=-.331, p=.002), 위장관 증상(r=-.266, 

p=.003), 일상생활 수행능력(r=-.346,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하루 동안 섭취한 단백질량은 평균 56.8g (범

위: 10~100g)으로 ASPEN 가이드라인(2010)에 따라 하루 단백질 요

구량을 1.2g/kg로 계산한 결과, 하루 단백질 요구량은 71.6g (범위: 

43~105g)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실제 섭취

한 단백질량과 단백질 요구량을 비교한 결과, 대상자들은 요구량에 비해 

약 79.3%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들

이 하루 동안 섭취한 단백질량은 건강관련 삶의 질(r=.436, p<.001), 

악력(r=.339, p<.001), 건강 인식(r=.366, p<.001), 사회적 지지

(r=.170, p=.01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암성 피로(r=-.336, 

p<.001), 위장관 증상(r=-.289,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r=-.346,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양 상태 중 식사 준비도는 암성 피로(r=.486, p<.001), 

위장관 증상(r=.318,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r=.367,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r=-.461, p<.001), 악력

(r=-.283, p<.001), 건강 인식(r=-.385, p=.002), 사회적 지지(r=-

.187, p=.005)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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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Nutritional Status and Measured Variables                                                            (N=223) 

Variables 
n(%) or  

Mean ± SD 
Range 

HRQoL CRF 
GI 

symptom 
Handgrip 

streng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Health 

perception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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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ntage of weight change 10.0 ± 7.1 -10.3~36.2 -.271*** .295*** .177 -.229** .194** -.210** -.066 

  Weight gain  8 (3.6)         

  0%≤Weight loss < 10% 108 (48.4)         

10%≤Weight loss < 20% 90 (40.4)         

20%≤Weight loss  17 (7.6)         

Dietary quality 4.2 ± 1.1 1~5 .529*** -.467*** -.256*** .454*** -.453*** .482*** .290*** 

Total calorie intake (kcal) 1471.1 ± 466.4 100~2500 .424*** -.331** -.266** .340*** -.346*** .350*** .164* 

Required calorie (kcal) 1790.9 ± 312.4 1077~2628        

Total protein intake (g) 56.8 ± 18.2 10~100 .436*** -.336*** -.289*** .339*** -.346*** .366*** .170* 

Required protein (g) 71.6 ± 12.5 43~105        

Meal preparation 1.8 ± 1.0 1~4 -.461*** .486*** .318*** -.283*** .367*** -.385** -.187**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RF, Can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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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검정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FA)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

의 관계 및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우종필, 2015). 구성

개념 타당성은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

다(우종필, 2015). 구성개념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은 측정 모델을 평가

하는데 중요하다(배병렬, 2017).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

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 항목들이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여 항목들 간에 상관성이 높다면 집중타당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과 유의성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는 

요인부하량(또는 표준화 계수)이 적어도 0.5 이상이고 동시에 통계적 

유의성(C.R.>1.965, p<.05)이 높은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Baggozzi & Yi, 1988). 반면,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잠재변수 간에 상관성이 낮다면 판별타당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5).  

 본 연구에서는 단일 변수인 위암 병기,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 체중

변화율, 악력과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도구인 식사 준비도, 일상생활 수

행능력은 확인적 요인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하위 요인이 복부 팽

만감, 설사, 변비 등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위장관 증상 도구와 곡류, 과

일, 채소 등으로 하위 요인이 구별되는 식사의 질 도구도 확인적 요인분

석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사용된 도구 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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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분석이 가능했던 도구는 암성 피로, 사회적 지지, 건강 인식,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로 이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도

구의 모든 문항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동시에 통계

적 유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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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 Loading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223) 

Variables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R. 

(p-value) 

CRF 

1 .647 Fixed 

2 .837 10.696*** 

3 .778 10.102*** 

4 .874 11.055*** 

5 .850 10.826*** 

6 .707 9.340*** 

7 .865 10.971*** 

8 .733 9.628*** 

9 .795 10.279*** 

Social support 

1 .651 Fixed 

2 .759 9.882*** 

3 .515 7.056*** 

4 .669 8.896*** 

5 .810 10.411*** 

6 .751 9.793*** 

7 .740 9.672*** 

8 .707 9.323*** 

9 .791 10.217*** 

10 .802 10.333*** 

11 .613 8.242*** 

12 .708 9.324*** 

Health perception 

1 .909 Fixed 

2 .856 13.128*** 

3 .669 10.605*** 

HRQoL 

1 .665 Fixed 

2 .694 8.432*** 

3 .824 9.170*** 

4 .581 7.298*** 

5 .510 6.294*** 

CRF, Cancer-related fatigue;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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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정규성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암성 피로는 평균 2.8점(범위: 0~8점)이

었고, 위장관 증상은 평균 32.6점(범위: 15~78점)으로 확인되었다. 영

양 상태를 측정한 결과, 체중변화율은 평균 10.0%의 감소를 보였고(범

위: -10.3~36.1%), 식사의 질은 평균 4.2점(범위: 1~5점), 식사 준비

도는 평균 1.8점(범위: 1~4점)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수행능

력은 평균 0.6점(범위: 0~3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45.3점(범위: 

12~60점), 건강 인식은 평균 10.3점(범위: 4~15점)이었고, 건강관련 

삶의 질은 평균 0.8점(범위: 0.1~0.9점)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성(normality)은 표본이 얼마나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으로 분류 할 수 

있다(우종필, 2015). 일변량 정규성 검증의 경우, 왜도(skewness)와 첨

도(kurtosis)의 검토가 중요한데 정규분포의 기준으로 자료의 대칭성 정

도를 나타내는 왜도가 절대값 3.0 보다 작거나, 분포곡선의 중심으로 집

중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가 절대값 8.0 보다 작은 것을 제안하고 있

다(West, Finch, & Curran, 1995). 또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은 AMOS

에서 다변량 첨도(multivariate kurtos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배병

렬, 2017).  

본 연구에서의 정규성 검증 결과, 일변량 왜도 절대값은 

0.064~2.341, 일변량 첨도의 절대값은 0.069~6.663으로 나타나 일변

량 정규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Table 7). 한편, 다변량 정규성 검증

의 경우, 다변량 첨도 지수가 31.869 (C.R. 10.537)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유도 2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5%에서의 기각률인 5.99를 초과하

는 수치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지만, 관측변수 전체

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거의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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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개별 변수 분포에 관심을 갖는 일변량 정규성 검토를 통해 

정규성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우종필, 2015). 이에 본 연구의 표본이 정규성 만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ML)을 선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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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N=223) 

Variables Mean ± SD 
Instrument 

range 

Measured 

range 
Skewness Kurtosis 

Cancer stage 1.4 ± 0.9 1~3 1~3 1.462  0.702 

Chemo therapy 0.3 ± 0.5 0~1 0~1 0.948 -1.111 

CRF 2.8 ± 1.9 0~10 0~8 0.626 -0.419 

GI symptom 32.6 ± 12.6 13~105 15~78 0.733 0.095 

Percentage ofd     

weight change 
10.0 ± 7.1 - -10.3~36.1 0.714 1.490 

Dietary quality 4.2 ± 1.1 0~5 1~5 -1.220 0.558 

Meal 

preparation 
1.8 ± 1.0 1~4 1~4 0.903 -0.545 

Handgrip 

strength 
1.2 ± 0.4 0~1 0~1 1.330 -0.229 

Activities ofdd      

daily living 
0.6 ± 0.7 0~5 0~3 0.985 1.148 

Social support 45.3 ± 9.7 12~60 12~60 -0.855 0.817 

Health 

perception 
10.3 ± 2.1 3~15 4~15 -0.064 0.069 

HRQoL 0.8 ± 0.1 -0.66~0.904 0.1~0.9 -2.341 6.663 

Multivariate     31.869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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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와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

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0.291~0.989로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

팽창지수(VIF)의 범위는 1.012~3.436으로 모두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또

한, 일반적으로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0.7 이상이면 변수 간

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는데(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의 상관계수 절대값은 .014~.641을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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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llinearity Statistics between Measured Variables                 (N=223) 

Variables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ancer stage 0.292 3.420 

Chemo therapy 0.291 3.436 

CRF 0.532 1.880 

GI symptom 0.722 1.385 

Percentage of weight change 0.846 1.182 

Dietary quality 0.502 1.993 

Meal preparation 0.604 1.656 

Handgrip strength 0.713 1.402 

Activities of daily living 0.989 1.012 

Social support 0.761 1.315 

Health perception 0.593 1.686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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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earson’s Correlation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y7 y8 

x1 1             

x2    .641** 1           

x3  .034  .024 1          

x4  .067  .090  .483** 1         

y1  .046  .014  .295**   .177** 1        

y2 -.102  -.133** -.467**  -.256**  -.339** 1       

y3  .031  .043 .486**   .318**   .246** -.571** 1      

y4 -.036 -.039 -.257**  -.189**  -.229**  .454** -.283** 1     

y5  .082  .106 .388**   .224**   .194** -.453**  .367** -.414** 1    

y6 -.016  .021 -.197** -.032 -.066  .290** -.187**  .263** -.390** 1   

y7 -.061 -.021 -.499**  -.370**  -.210**  .482** -.385**  .320** -.520** .344** 1  

y8 -.150* -.106 -.470** -.166*  -271**  .529** -.461**  .372** -.589** .363** .5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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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Cancer stage-                          y1  Percentage of weight change               - y5  Activities of daily living 

x2  Chemo therapy-                        y2  Dietary quality                           y6  Social support 

x3  Cancer-related fatigue                   y3  Meal preparation Fatigue                 -- y7  Health perception 

 x4  Gastrointestinal symptom    --           y4  Handgrip strength                       - y8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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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변수의 신뢰도 검증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는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의 여러 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지 검증

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α 계수의 범위는 0.85~0.94로 나타났고,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

적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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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liability of the Measured Variables                           (N=223) 

Variab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Original instrument 

Cronbach’s α 

Cancer stage 1 - - 

Chemo therapy 1  - - 

CRF 9 .94 .95 

GI symptom 15 .88 .87 

Percentage of weight 

change 
1 - - 

Dietary quality 5 .85 .92 

Meal preparation 1 - - 

Handgrip strength 1 - - 

Activities of daily living 1 - - 

Social support 12 .92 .83 

Health perception 3 .85 .76 

HRQoL 5 .87 .88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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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적 모형의 식별 가능성 

모형 식별(model identification)은 모형 내 자유모수의 해(solution)

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우종필, 2015), 모형의 식별을 위해서

는 각각의 자유모수가 식별됨과 동시에 모형 내 모든 자유모수가 식별되

어야 한다(배병렬, 2017).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 시 3개 미만

의 관측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에서 측정 오차 분산이 0 이하 음의 값

을 보이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헤

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 문제 발생 시 변수를 제거하거나, 작은 

수로 오차 분산을 지정 또는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고정하거나 표본 크

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우종필, 2015). 본 연구에서

는 잠재변수인 암 관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에 위암 병기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의 2가지 관측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차변수의 분산을 .005로 고정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모형 식별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가 미지의 수 보다 커야 하는데 

정보의 수는 모형에서의 측정 변수를 k라고 가정 할 때, k(k+1)/2로 확

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변수는 총 12개로 12(12+1)/2로 

계산했을 때, 총 정보의 수는 78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미

지의 수는 71이므로 자유도(df)를 계산하면 78-71=7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전체 모형은 총 정보의 수가 미지의 수보다 커서 

자유도(df)가 0 이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형 식별 가능성이 있다

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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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가 개발한 연구 모델로부터 

얼마나 접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는 크게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

수(parsimonious fit index)로 분류할 수 있다(우종필, 2015).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χ2 (CMIN), 

Normed χ2 (CMIN/DF), 기초부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근

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을 확인하였고,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중에는 표준적합지수(NFI), 비교적합지수(CFI)

를 확인하였다. 두 모델의 비교로 평가하는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는 본 연구에서 생략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 = 97.044, Normed χ2 = 

2.037, GFI = .949, AGFI = .874, RMSEA = .066, NFI = .923, CFI 

= .958로 확인되어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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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itness Indic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Type Fitness indices Criteria Hypothetical model 

Absolute fit index 

χ2 (p) p>.10 97.044 (p<.001) 

Normed χ2 ≤3 2.037 

GFI ≥.90 .949 

AGFI ≥.85 .874 

RMSEA ≤.08 .066 

Incremental fit index 
NFI ≥.90 .923 

CFI ≥.90 .958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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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적 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하여 모수 추정하였

고, 모수 추정 결과는 비표준화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β), 고정지수(critical ration, C.R.), p 값,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으로 확인하였다(Table 12). 

악력(handgrip strength)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암성 피로

(CRF)(β=.275, t=2.697)와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β=-.716, 

t=-5.643)로 설명력은 38.4%이었다. 그러나, 암 관련 요인(cancer-

related factors), 위장관 증상(GI symptom),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악력(handgrip strength)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β=-.610, t=-5.335)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β=-.188, t=-3.156)로 설명력은 45.6%이었다. 

그러나, 암 관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 암성 피로(CRF), 위장

관 증상(GI symptom)은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암 관

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β=-.137, t=-2.396)과 암성 피로

(CRF)(β=-.625, t=-7.821)로 그 설명력은 65.5%였다. 하지만, 위

장관 증상(GI symptom)은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암성 피

로(CRF)(β=-.240, t=-3.538)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24.7%였다. 

하지만, 암 관련 요인(cancer-related factors)과 위장관 증상(GI 

symptom)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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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β=.622, t=5.614), 악력(handgrip 

strength)(β=-.133, t=-2.380),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β=-.107, t=-2.272)로 이 변수들에 의한 영향력은 

49.1%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HRQoL)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은 영양 상태(nutritional status)(β=.562, t=5.888),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β=.116, t=2.091), 건강 인식(health perception) 

(β=.166, t=2.277)으로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5.0%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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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Hypothetical Model (Controlled for age, gender, income)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egression 

weight 
S.E. 

Standard regression 

weight (β) 
C.R. (t-value) SMC 

Handgrip strength 

← Cancer-related factors  0.044 0.040  0.070   1.118 

.384 

← CRF  0.059 0.022  0.275    2.697** 

← GI symptom  0.001 0.002  0.039   0.572 

← Nutritional status  -0.468 0.083  -0.716    -5.643*** 

← Social support  -0.003 0.003  -0.068  -1.054 

Activities of daily living 

← Cancer-related factors  0.005 0.057  0.005  0.083 

.456 

← CRF  0.026 0.031  0.078  0.830 

← GI symptom  0.001 0.003  0.013  0.209 

← Nutritional status -0.620 0.116 -0.610   -5.335*** 

← Social support -0.013 0.004 -0.188  -3.156** 

Nutritional status 

← Cancer-related factors -0.133 0.055 -0.137  -2.396*  

← CRF -0.206 0.026 -0.625   -7.821*** .655 

← GI symptom -0.004 0.003 -0.071 -1.150  

Social support 

← Cancer-related factors -0.158 0.900 -0.011 --0.176 

.247 ← CRF -1.199 0.339 -0.240    -3.538*** 

← GI symptom -0.052 0.052 -0.068  -1.007 

Health perception 

← Nutritional status  2.069 0.368 0.622    5.614*** 

.491 
← Handgrip strength  -0.676 0.348 -0.133   -2.380* 

← Activities of daily living -0.623 0.274 -0.107  -2.272* 

← Social support  0.023 0.013  0.106  1.774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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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inued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egression weight S.E. 
Standard regression 

weight (β) 
C.R. (t-value) SMC 

HRQoL 

← Nutritional status 0.121 0.021 0.562  5.888*** 

.550 ← Social support 0.002 0.001 0.116 2.091* 

← Health perception 0.011 0.005 0.166 2.277*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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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가설적 모형에서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

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위암 수술 환자의 악력에 대하여 암 관련 요인은 직접효과(β=.070, 

p=.307)와 총효과(β=-.027, p=.11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

만, 영양 상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β=-.097, p=.016)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성 피로는 악력에 대해 직접효과(β

=.275, p=.001)와 총효과(β=-.189, p=.008)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고, 영양 상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β=-.46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영양 상태(β=-.716, 

p<.001)는 악력에 대하여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하지만, 위장관 증상과 사회적 지지는 악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하여 암 관련 요인은 직접효과(β=.005, 

p=.111)와 총효과(β=.076, p=.87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영양 상태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81, p=.022)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하여 암성 피로는 직접효과(β

=.078, p=.42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영양 상태 또는 사회

적 지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β=-.426, p=.002)와 총효과(β=-

.348, 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 상태(β=-.610, p<.001)와 사회적 지지(β=-.188, p=.006)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해 각각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다. 하지만, 위장관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상태에 대하여 암 관련 요인(β=-.137, p=.012)과 암성 피로

(β=-.625, p<.001)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위장관 증상(β=-.071, p=.327)은 영양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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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암성 피로(β=-.240, p=.001)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암 관련 요인(β=-.011, 

p=.835)과 위장관 증상(β=-.068, p=.313)은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 인식에 대하여 영양 상태는 직접효과(β=.622, p<.001)와 총효

과(β=.59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악력(β=-

.133, p=.012)과 일상생활 수행능력(β=-.107, p=.023) 또한 직접효

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건강 

인식에 대하여 직접효과(β=.106, p=.037)와 총효과(β=.095, 

p=.046)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영양 상태는 직접효과(β=.562, p<.001)

와 총효과(β=.660,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악

력 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통해 건강 인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

=.098, p=.037)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건

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간접효과(β=.019, p=.078)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효과(β=.116, p=.045)와 총효과(β

=.135, p=.0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 인식(β=.166, 

p=.003)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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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the Hypothetical Model 

(Controlled for age, gender, income)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Handgrip 

strength 

← Cancer-related 

factors 
.070  -.097* -.027 

← CRF  .275**  -.464**  -.189** 

← GI symptom .039 -.046 -.007 

← Nutritional status  -.716*** -   -.716*** 

← Social support --.068 - -.068 

Activities of 

daily living 

← Cancer-related 

factors 
.005  -.081*  .076 

← CRF .078  -.426**  -.348** 

← GI symptom .013 -.031 -.018 

← Nutritional status  -.610*** -   -.610*** 

← Social support -.188** -  -.188** 

Nutritional 

status 

← Cancer-related 

factors 
 -.137* - -.137* 

← CRF   -.625*** -  -.625*** 

← GI symptom -.071 - -.071 

Social 

support 

← Cancer-related 

factors 
-.011 - -.011 

← CRF  -.240** -  -.240** 

← GI symptom -.068 - -.068 

Health 

perception 

← Nutritional status   .622*** -.030  .592*** 

← Handgrip strength -.133* - -.133* 

← Activities of daily 

living  
-.107* - -.107* 

← Social support .106* -.011 .095* 

HRQoL 

← Nutritional status   .562***  .098*  .660*** 

← Social support  .116* .019 .135* 

← Health perception  .166** - .166**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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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l (Controlled for age, gender, income)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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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의 검정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 총 23개의 가설에서 15개의 가설이 지지되

었다. 

 

악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암 관련 요인은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70, p=.307)와 총효과(β=-.027, 

p=.1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나, 영양 상

태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β=-.097,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가설 2. 암성 피로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75, p=.001), 간접효과(β=-.464, 

p=.001), 총효과(β=-.189, p=.008)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위장관 증상은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39, p=.327), 간접효과(β=-.046, 

p=.364), 총효과(β=-.007, p=.837)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4. 영양 상태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716, p<.001)와 총효과(β=-.716,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 사회적 지지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68, p=.293)와 총효과(β=-.068, 

p=.293)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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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암 관련 요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05, p=.111)와 총효과(β=.076, 

p=.87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으나, 영양 상

태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81, p=.02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가설 7. 암성 피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78, p=.42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426, p=.002)와 총

효과(β=-.348,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8. 위장관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13, p=.525), 간접효과(β=-.031, 

p=.364), 총효과(β=-.018, p=.507)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9. 영양 상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610, p<.001)와 총효과(β=-.610,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0.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88, p=.006)와 총효과(β=-.188, 

p=.006)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영양 상태를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1. 암 관련 요인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37, p=.012)와 총효과(β=-

.137, p=.01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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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암성 피로는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625, p<.001)와 총효과(β=-

.625,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위장관 증상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71, p=.327)와 총효과(β=-

.071, p=.327)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암 관련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11, p=.835)와 총효과(β=-

.011, p=.83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5. 암성 피로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40, p=.001)와 총효과(β=-

.240,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6. 위장관 증상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68, p=.313)와 총효과(β=-

.068, p=.313)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건강 인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7. 영양 상태는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간접효과(β=-.030, p=.75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효과(β=.622, p<.001)와 총효과

(β=.59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8. 악력은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33, p=.012)와 총효과(β=-

.133, p=.012)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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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9.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07, p=.023)와 총효과(β=-

.107, p=.023)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0. 사회적 지지는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간접효과(β=-.011, p=.55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효과(β=.106, p=.037)와 총효

과(β=.095, p=.0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21. 영양 상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62, p<.001), 간접효과(β=.098, 

p=.037), 총효과(β=.660,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2.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간접효과(β=.019, p=.07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효과(β=.116, p=.045)와 총효

과(β=.135, p=.0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3. 건강 인식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166, p=.003)와 총효과(β=.166, 

p=.003)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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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론을 토대로 가설적 모

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및 매개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 

본 연구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수정한 가설적 모형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로 암 관련 요인과 암성 

피로, 위장관 증상을 포함하였고, 내생변수로는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관련 삶의 질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총 23개의 가설 중 15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와 건강 인식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영양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암 관련 

요인과 암성 피로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암성 피로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건강 

인식은 영양 상태,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적 지지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위암 수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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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암 

관련 요인의 경우, 영양 상태를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양 상태, 악력 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의 

다중매개 경로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성 피로의 경우 영양 상태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양 상태, 악력 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의 다중매개 경로 혹은,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의 다중매개 경로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장관 증상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ㆍ간접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 인식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55.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설명력은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가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SMC)의 권고 기준인 50% 이상에 

부합하므로(Lei & Wu, 2007),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절제술 중 약 70% 이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아전절제술(DG)을 시행 받은 

환자만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 시 수술 후 

기간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제한하여 치료의 급성기를 지나 

만성기에 있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암 수술 

환자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 검증 시 다루지 않았던 영양 상태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여 

영양 상태가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명하고, 그 중요성을 제시한 논문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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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 ∙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악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양 상태, 건강 인식, 사회

적 지지 순서로 확인되었고,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악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위암 수술 

환자의 암 관련 요인, 영양 상태,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적 지지

와 건강 인식이 나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고, 암성 피로가 많을수

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

서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하여 영향력이 큰 요인의 

순서대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체중변화율, 식사의 질, 식사 준비도를 포함하는 영양 

상태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인 동시에 직접적 영향력과 간접적 영향력을 합한 총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어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은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nabe 등(2017)이 위암 수술 후 BMI가 

18.5kg/m2 미만이거나 체중감소율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Carey 등(2011)이 나이를 보정한 

상태에서 체중변화율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체중 변화는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불량을 대변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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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albumin), 헤모글로빈(hemoglobin), 헤마토크릿(hematocrit) 

등과 같은 혈액학적 검사 결과의 경우 신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영양 

상태의 회복과 관계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정상 수치로 회복되는데 

반해 체중 변화는 객관적이고 영양 상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박영옥 et al., 2012). 특히, 소화기암은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 체중 감소 발생률이 더 높고, 위암을 포함하는 상부 

소화기암(upper GI cancer)은 하부 소화기암(lower GI cancer)에 비해 

체중 감소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Tan & Fearon, 

2008)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상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본 

연구 대상자의 체중변화율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n=223) 중 

8명(3.6%)을 제외한 215명(96.4%)에서 위암 수술 전과 비교하여 

체중 감소를 경험하였고, 10% 미만의 체중 감소가 108명(48.4%), 

10% 이상, 20% 미만의 체중 감소가 90명(40.4%), 20% 이상의 체중 

감소를 경험한 연구 대상자는 17명(7.6%)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수술 전 BMI와 수술 후 현재 BMI를 비교한 결과, BMI 

18.5kg/m2 미만의 저체중군이 3명(1.3%)에서 25명(11.2%)으로 

증가하였고, BMI 18.5kg/m2 이상, 25kg/m2 미만의 정상군이 

111명(49.9%)에서 162명(72.6%)으로 증가한 반면, BMI 25kg/m2 

이상의 비만군은 109명(48.9%)에서 36명(16.1%)으로 감소하여 위암 

수술 후 대부분의 대상자들에서 체중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021)의 연구에서 위암 수술 후 6개월 

시점의 체중을 수술 전 체중과 비교했을 때, 위암 수술 환자들은 최저 

6.8%에서 최고 21.5%의 체중 감소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Park 등(2021)이 동일한 대상자를 상대로 위암 수술 

후 6개월 시점의 체중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감소된 체중은 

회복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Gharagozlian 

등(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45%에서 위암 수술 직후부터 

28개월 동안 수술 전 체중의 10% 이상의 감소가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104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위암 수술 후 장기적 

차원에서의 영양 지원을 통한 체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식사의 질(dietary quality)은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segna, Xu, 

Spees, & Krok-Schoen, 2021; Wayne et al., 2006). Wayne 

등(2006)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식사의 질이 좋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식사의 질은 대상자의 정신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어떤 종류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암협회(The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개발한 암 생존자를 

위한 영양 및 신체 활동 지침에서는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의 충분한 섭취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ock et al., 2012). 또한, Wayne 등(2006)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암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의 섭취와 함께 충분한 양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암 수술 환자의 수술 후 섭취량의 변화를 확인한 나주리 

등(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위암 수술 환자의 36.1%에서 수술 

후 퇴원 1년 시점의 섭취량이 수술 전 섭취량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arey 등(2011)이 소화기암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요구량의 80%,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요구량의 

120%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와 단백질량은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도일 뿐 체중 증가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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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본 연구 대상자들이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칼로리와 총 단백질량을 확인해보면 각각 평균 1471kcal, 56.8g으로 

나타났다. 이는 ASPEN 가이드라인(2010)에 따라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에게 하루 동안 요구되는 칼로리량(30kcal/kg)과 

단백질량(1.2g/kg)을 확인했을 때, 각각 약 83%, 80% 정도에 해당되는 

양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 역시 위암 수술 후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위암 수술 후 섭취량 부족의 원인은 ‘겁이나서’, 

‘복부통증’, ‘복부불편감’ 순으로 확인되었고, 위암 수술 후 환자들은 

식사 시 발생하는 위장관 증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과 관계 

없이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옥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연구 

대상자들의 섭취량 부족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위암 수술 후 

환자들이 섭취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경감하고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인지함으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양관련 상담을 

통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섭취 시 발생 할 수 있는 증상 발현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식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된 영양 중재 및 

영양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Xie 등(2017)이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중재와 영양 교육이 섭취량과 영양 상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47% 정도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영양 중재와 영양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위암과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Persson, Johansson, Sjoden과 Glinelius (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 

교육을 실시한 대조군에 비해 개별 혹은 그룹 영양 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에서 체중 증가와 삶의 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비록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위암 수술 후 단발적으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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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중재와 영양 교육에 대한 단기적 영양 상태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지만, 적극적인 영양 중재와 영양 교육이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시행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영양 상태 관리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위암 수술 전이나 

수술 후 퇴원 직전에 일회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양 중재와 영양 

교육이 장기적인 영양 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영양 관리 프로세스 개발 

또는 영양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위암 수술 환자들의 섭취량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식사 준비도는 영양 상태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확인되었고, 식사 준비의 어려움은 성별, 교육 수준,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식사 준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性)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 문화적 영향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식사 준비를 비롯한 가사 노동의 대부분이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몇몇의 

선행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암 치료의 과정 중에도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식사 준비를 비롯한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식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박소영, 노은정, 구향나, 백정연, & 박향경, 2020; 박은영 & 

이명선, 2009). 또한, 선행연구에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영양 불량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되어(현혜순 & 이인숙, 2014; 

Flagg, Sen, Kilgore, & Locher, 2014; Iizaka et al., 200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영양 상태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암 

수술 환자들의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영양 상태 

향상 및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정 내의 



 

107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건강 인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을 확인한 김영숙(2014)의 연구와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예측모형을 검증한 이지선(2018)의 연구에서 

건강 인식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전반적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건강 인식은 암 환자에 있어 치료 결과 및 임상적 예후,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chardson et al., 

2008). 뿐만 아니라, 최요한(2016)은 주관적 건강 인식은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라고 하였고, Karnofsky, 

Abelmann, Craver와 Burchenall (1948)은 건강 인식은 곧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위암 수술 후 환자들이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악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는 건강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영숙과 김미예(2011)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Flensner, Ek, Landtblom과 

Söderhamn (2008)의 연구에서 피로는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과 

함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박정숙과 

오윤정(2010)의 연구에서 재가 암환자의 암성 피로, 식욕 부진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는 건강 인식이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건강 

상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다차원적인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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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경림 & 김정선, 

2004; 최요한, 2016). 이처럼 위암 환자는 질병 진단 시기부터 

회복되는 전 과정 동안 다양한 증상과 함께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위암 수술 후 환자들이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신체 

기능,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와 같이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건강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암 병기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유무 등을 

포함하는 환자의 암 관련 요인과 암성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 조절을 

고려하는 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에 세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는 암성 피로와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암 

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암성 피로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social 

isolation) 시키기 쉬워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laney et al., 2013; Horneber et al., 2012; Kim et al., 

2019),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암성 

피로 상태에 있는 환자의 사회적 지지 저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om et al., 2013; Mizuno et al., 

2009; Salonen et al., 2013). 또한, 노인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암성 피로와 위장관 증상을 포함하는 디스트레스 

증상(distress symptoms)은 대상자들이 사회적 고립을 쉽게 자각하게 

함으로 사회적 지지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증상과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김윤선 et al., 2017; Manning-Walsh, 2004). 이처럼, 사회적 



 

109 

 

지지는 사회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가운데에 있는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개인이 위기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홍근표, 1984),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상태를 안정화 시킴으로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치료에 대한 예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Ma, 

Ba, & Wang, 2013, Yoo et al., 2017).  

사회적 지지를 주로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 친구, 자녀와 같은 주변 

사람들 또는 의료인으로 알려져 있으며(Salonen et al., 2013), 

Friedmann 등(2006)의 연구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환자들은 기능적, 사회적 영역에서 더 많은 안녕감(well-being)을 

느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명선, 장혜영, 우상수와 

김혜숙(2017)이 위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질적 연구에서 

환자들은 가족의 사랑과 지지, 의료인의 격려를 통해 질병을 극복할 

힘을 얻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지지 자원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암 환자가 질병을 극복하고 치료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Kim & Yi, 2016; Zhang, 

Procter, Xu, Chen, & Lou, 2017). 이처럼, 암 환자에게 사회적 지지는 

암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된다(Longman, Braden, & 

Mishel, 1999; Manning-Walsh, 2004).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대게 질병 진단 시기, 수술 

전·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 치료 과정과 같은 급성기(acute 

phage)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어 

지역사회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만성기(chronic 

phage)에는 점차 줄어들어 만족스러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인다(Maeda, Kurihara, Morishima, & Munakata, 2008). 

폐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확인한 Henoch 등(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폐암 환자의 질병 초기에는 영향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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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지만, 질병 진단 후 6개월, 9개월에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환자들은 질병의 급성기에 비해 

만성기에 오히려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Manning-Walsh, 2004; Welisch, 

1985)를 참고로 생각해 볼 때, 질병의 만성기에도 사회적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 

친구, 자녀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암 수술 후 급성기 치료 과정을 

지난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만성기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 및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꾸준하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암성 피로는 영양 상태나 사회적 지지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보이거나, 영양 상태를 통해 악력 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을 통한 경로 또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 인식을 통한 경로를 통해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Ferreira 

등(2008)의 연구에서 암 환자의 증상 중 암성 피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암성 피로가 없거나 경증(mild)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 비해 

중간(moderate) 또는 심각한(sever) 정도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현저한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위암 진단 후 5년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피로 정도를 확인한 Hwang 등(2014)의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50%에서 여전히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간의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암성 피로는 오심, 구토, 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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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관련된 다른 증상에 비해 암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Cheng & Lee, 2011; Curt et al., 

2000),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암 재발 및 생존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oenvold et al., 2007).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암성 피로는 암 환자들이 담당 의사와 쉽게 상의하기 

어려운 증상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고(Passik et al., 2002; Shun, Lai, & 

Hsiao, 2009; Stone et al., 2000), 이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당연한 증상 중 하나로 여겨져 임상에서 방치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Blaney et al, 2013). 실제, Zhen-hua 등(2016)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전체 중 60% 이상이 담당 의사로부터 암성 

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Stone 등(2000)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4%만이 암성 피로의 

조절 방법에 대한 조언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당해 년도 이상으로 지속적이지는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암 환자에서 흔히 경험하는 암성 피로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암 환자의 피로 중재 방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들의 신체 기능 상태 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위장관 증상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Brenkman 

등(2018)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여전히 설사, 위식도 역류증, 연하 

곤란과 같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영향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Karanicolas 등(2013)의 연구에서도 전체 

위암 수술 환자 중 35%에서 오심, 구토를 경험하고, 45~55%의 

환자에서 설사, 연하곤란, 식욕 저하, 섭취 장애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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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선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위암 

1기는 약 71%로 확인된 반면 Brenkman 등(2018)과 Karanicolas 

등(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위암 1기인 대상자가 각각 15%, 40%로 

나타나, 본 연구에 위암 1기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비교적 경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장관 증상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암 수술 

후 만성기에 있는 환자들도 흔히 오심, 구토, 설사, 위산 역류, 복부 

불편감 등과 같은 위장관 증상을 장기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어(Brenkman et al., 2018; Lee, Chung, & Yu, 

2010; Lee et al., 2015; Yu et al., 2016), 여전히 위암 수술 환자의 

위장관 증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위장관 증상 정도 및 위장관 증상과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위암 1기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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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 검증 시 다루지 않았던 영양 상태를 매개변수로 포함하여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규명하고 그 중요

성을 제시한 논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절제술 중 약 70% 이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아전절제술(DG)을 받은 환자만을 대

상자로 포함하였고, 위암 수술 후 기간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대상

자를 제한하여 진행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위암 수술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 요인들을 확

인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대해 영양 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학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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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영양은 간호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재 가능한 변수로 이를 임상 실무

에 적용하여 영양 교육 및 영양 상담을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위암 수

술 후 장기적으로 이들의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세스 및 시스

템을 구축하여 적용한다면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

을 받은 후 퇴원하여 치료나 추후 관리를 위해 외래를 방문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에 제한점이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위암 수술 환자에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2) 본 연구 결과에서 위암 수술 환자의 총 칼로리 섭취량과 총 단백질 

섭취량 계산에 있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공하는 식품교환표(2019)

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 자료집(2020) 및 농촌

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표(2016)를 참고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대

상자의 섭취량 계산의 정확도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

의 영양 섭취도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Can-Pro와 같

은 전문적인 영양 섭취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5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1개 대학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DG)을 

시행 받은 후 1년 이상, 5년 미만 경과한 환자 중 치료나 추후 관리를 

위해 외래를 방문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223명을 대상으로 연구

되었다.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문헌고찰과 Ferrans 등(200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델을 토대로 

모형을 구축한 후 암 관련 요인, 암성 피로, 위장관 증상, 악력, 일상생

활 수행능력,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 인식의 요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로를 설정

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χ2 = 97.044, Normed χ2 

= 2.037, GFI = .949, AGFI = .874, RMSEA = .066, NFI = .923, CFI 

= .958로 확인되어 권장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

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모형검증 결과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영양 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 인

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들에 의해 55.0% 설명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 인식은 영양 상태, 악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해 49.1%의 설명력을 보였다. 영양 

상태는 암 관련 요인과 암성 피로에 영향을 받으며 65.5%의 설명력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암성 피로에 영향을 받아 24.7%의 설명력을 보

였다. 악력은 암성 피로와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아 38.4%의 설명력을 

보였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영양 상태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아 

45.6%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절제술 중 약 70% 

이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아전절제술(DG)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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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암 치료의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였을 뿐

만 아니라,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영양 상태와 사

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간호학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양은 간호 실무적인 측

면에서 중재 가능한 변수로 본 연구 결과는 영양 교육과 영양 상담이 임

상 실무에 적용하여 활성화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임상 및 지역사회 기반으로 위암 수술 후 장기적으로 이들의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추후 이를 통한 위암 수술 환자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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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한 환자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관

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양 교육과 영양 상담의 중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위암 수술 환자의 영양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위전절제술(TG)을 시행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규명을 위한 모형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위암 수술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측면의 요인들을 추가하여 모형을 재구성하고 확인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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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추가분석 

Table 1. Influencing Factors on Meal Preparation among Participants          (N=223) 

Variables B SE β t p 

Gender† .412 .136 .200 3.033 .003 

Education level† .349 .339 .069 1.030 .304 

Job† -.369 .132 -.185 -2.804 .005 

HRQoL -3.320 .430 -.461 -7.718 <.001 

CRF .250 .030 .486 8.277 <.001 

GI symptom .025 .005 .318 4.979 <.001 

Handgrip strength† .676 .154 .283 4.390 <.001 

Activities of daily 

living 
.561 .096 .367 5.858 <.001 

Health perception -.180 .029 -.385 -6.202 <.001 

Social support -.019 .007 -.187 -2.829 .005 

 R2=.60, Adjusted R2=.58, F=49.11, p<.001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RF, Cancer-related fatigue; GI, Gastrointestinal; 

Dummy variables: gender (male=1, female=0), education level (below elementary school=1, 

others=0), job (No=1, Yes=0), handgrip strength (abnormal=1, Norm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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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Gastric Surgery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l Eun-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diagnosed with 

gastric cancer, which is the most common type diagnosed in Korean, is rising due 

to a recent increase in early diagnosis and survival rate of the patients. However, 

most patients experience complications such as those affecting the gastrointestinal 

tract or cancer-related fatigue after undergoing surgery, some of which continue up 

to five years post-surgery and negatively impact thei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se complic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utritional status of patients after 

surgery, and socially isolating them negatively impacts their quality of life. Thus, 

nursing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improve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surgery.  

Based on a previous study by Ferrans et al. (2005) that developed a model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is research designed and examined the validity of a 

hypothetical model that aims to provide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s post-surgery. Cancer-related factors, cancer-related fatigue, 

and gastrointestinal symptoms were included as exogenous variables, while 

handgrip streng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health perception, nutritional status, 

social support,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ere used as endogenous variab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3 to September 29, 2020, targeting adult 

patients over 18 years receiving outpatient care for recovery or postoper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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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aving undergone surgery for gastric cancer, and discharged from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Specifically, patients having undergone distal subtotal 

gastrectomy more than a year ago, but less than five years and who are not 

currently undergoing cancer chemotherapy or radiotherapy were included. 

Questionnaires, 24-hour recalls, and handgrip strength measured twice as well as 

clinical features from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Whil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0 patients, those from 17 were dropped due 

to incomplete data and 223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goodness of fit test on the hypothetical model yielded χ2 = 97.044, Normed 

χ2 = 2.037, GFI = 0.949, AGFI = 0.874, RMSEA = 0.066, NFI = 0.923, and CFI = 

0.958 based on which the model was deemed suitable for research model design. 

The analysis on the hypothetical model resulted in support for 15 out of 23 

hypothesis. Nutritional status, social support, and health perception had direct 

effect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surgery, 

with nutritional status having the greatest direct effect. Such factors explained 

55.0%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after surgery. In contrast, 

cancer-related factors, cancer-related fatigue, handgrip strength,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observed to have indirect effect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hile nutritional status and social support functioned as mediating variables of 

such effect. Thus,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gastric cancer patients after 

surgery was higher when the severity of cancer-related factors and cancer-related 

fatigue was lower; and higher were the handgrip streng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nutritional status, social support, and health perception.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improvements in the nutritional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s well as adequate social support are crucial i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having undergone surgery. Therefore, long-term 

nutritional care through continuous intervention and education are deemed 

necessary. Monitoring of social support through a local-community-based program 

is needed for patients in their chronic phase after surgery, and the methods of 

ensuring these must be identified. Finally, the goal of improving their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post-surgery warrants not only mitigation of symptoms, but 

also programs facilitating improvement in muscle strength and activities of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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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Keywords : Stomach neoplasms, Gastrectomy, Quality of life, Nutritional status,  

-Social support 

Student Number : 2016-30140 



 

151 

 

감사의 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

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논문의 첫 시작부터 마침표를 찍

는 순간까지 저를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진강 교수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제 논문을 검토하시며 아낌없는 조

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스미 교수님, 이경숙 교수님, 우종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영양집중지원팀에서의 인연으로 제가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혁준 교수님과 자료수집

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 외과팀에 동일한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학업과 육아, 일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제 욕심 탓에 박사 과

정은 제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가족들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또한 감사를 경험하고 겸손과 내려놓음을 배우는 시간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저 나

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이 논문임을 알기에 먼저 스스로에게 수고했

노라, 자랑스럽노라고 크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본인들 몸 보다 항상 딸을 더 걱정하며 기도 해 주시는 부모님, 감사

합니다. 두 아이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묵묵히 응원해 준 동생 기

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족한 며느리인 저를 곁에서 조용히 지켜

봐 주시며 기도해주시는 신앙의 선배, 어머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나 답답할 때 저의 편이 되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영양집중지원팀 김은정 선생님과 학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외

롭지 않도록 서로 다독이고 고민해준 지식의 벗 이미선, 남수현, 양은진, 



 

152 

 

조유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멀리 있어 자주 보지 못하지만 존재만으로 

항상 힘이 되는 친구 주채미, 배지혜, 심지연과 믿음의 동역자 김윤희에

게도 동일한 마음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온전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곁에서 저의 정신적 쉼터가 되어준 

존경하는 남편 허준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허은소에게 이 

논문을 선물이라 건네고 싶습니다.   

 

                                                   2021년 8월  

                                                   설은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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