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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진단과 치료과정으로 인해 신체 및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극복력은 이러한 삶의 위기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극복력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

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이를

통해 림프종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

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 소

재 A 상급종합병원에서 2018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호지킨 환자 85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에서 극복력은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을

이용하였고,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Lymphoma

(FACT-Lym) version 4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24.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극복력은 평균 73.11±15.81점이었고 최소 41점에서 최고 100점이

었다.

2.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130.23±20.70점이었고, 최소 79점에서 최대 167점

으로 나타났다.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FACT-G)은 평균 81.36±14.45점으로 최소 52점에서 최대 108점이었다. 하

부 영역별 가장 높은 영역은 신체상태 21.80점이었고 기능상태 20.52점, 사

회/가족상태 19.75점, 정서상태 19.28점 순으로 정서상태가 가장 낮았다. 림

프종 하부척도는 평균 48.87±8.96점이었고 최소 19점에서 최대 6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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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극복력은 연령(F=3.17, p=.047), 종교(t=-3.15, p=.002),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활동수준(F=4.62,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삶의 질은 성별(t=2.76, p=.007), 직업

(t=-2.46, p=.016), 진단 후 경과기간(F=2.80, p=.045), ECOG 활동수준

(F=11.2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극복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72,

p<.001). 삶의 질의 하부영역에서 FACT-G와 극복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r=.74, p<.001)를 보였고, 림프종 하부척도도 극복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1, p=.0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극복력, 성별, 직업, 진단 후 경과기간, ECOG 활동수준을 독립변수로 후진

선택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극복력과 성별, ECOG 활동수준

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53%

이었다(Adjusted R2=.53).

결론적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 정도는 중간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극복력과 성별, ECOG 활

동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극

복력 향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ECOG 활동수준을 사

정하여 ECOG 활동수준을 유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하여 치료와 회복을 돕도록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비호지킨 림프종, 극복력,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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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림프종은 면역계인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혈액학적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하

며 한 해 동안 4,948명의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가 발생하여 암 발생 10위를 차지

하고 있다(Korea Blood Cancer Association, 2018;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4). 암은 조기발견과 새로운 약제의 개발과 수술의 발전, 면역요법

과 같은 치료기술로 생존율이 60%를 넘어 오랜 시간 투병해야하는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NCIC], 2012). 비호지

킨 림프종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46.6%에서 2010∼2014년 69.1%로 매우

향상되었으며(NCIC, 2016)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하

게 되었다.

림프종은 명확한 발생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치가 가능한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비호지킨 림프종은 수십 여종의 조직학적 아형으로 세분

화되며 각각의 아형에 따라 완치율이 다르고, 한 가지 림프종에서도 병기나 예후

에 따라 차이가 있다(The Correct Understanding of lymphoma, 2017). 다양한

분류체계와 타 암종과 상이한 병기기준, 복합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해 진단 시점

부터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상태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혼란스러워 한다(Joo,

2014).

치료방법에는 국소적인 림프종일 경우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보조적으로 시행

되나 재발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전신 치료인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06). 심한 독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외래 통원치료로 진행되고 있고 약물종류와 치료주기에 따라 3

∼4주 간격, 주 2회 등으로 내원하게 된다(Asan Medical Center, 2013). 이는 의

료기관의 입원기간 단축이라는 경영전략과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며(Kim, 2003), 증가하는 암환자 수에 비

해 의료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다수의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후 가정에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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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돌봄을 받을 수 없어 불안정도가 높으며 적절한 증상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다(McCauhan et al., 2000; Park, 2010).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도 항암제에 의해 손상 받은 정상세포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며 다음

병원 방문 예정일까지 몇 주 동안 신체적 부작용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며

(NCIC, 2008) 특히 골수기능저하로 인한 감염, 빈혈,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고, 오

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과 탈모, 구내염, 피로 등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Long, 2007). 이는 가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요구되는 외래환자에 대

한 관심과 간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암환자의 신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질병회복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n, 2005). 특히

림프종 환자들은 목, 겨드랑이, 복부, 골반, 사타구니뿐만 아니라 비장, 흉선, 편

도 등 전신에 걸쳐 분포하는 림프절부위에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신체상 모습의

변화가 함께 동반된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암 재발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여러 증상조절로 인해 의료기관의 주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정상적인 사

회생활 재개에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Park, 2008).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심리적 문제로 보고되었고, 이를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로 지적할 정도로 림프종 환자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Smith et

al. 2008). Thompson 등(2018)의 연구에서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치료 전과 비교

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후 기능상태, 신체상태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

진다고 보고하였고 삶의 질 관리 및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암 치료

의 효과 평가에는 생존율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적응을 돕고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Nam, 2018).

삶의 질은 암환자의 예후에 대한 예측인자이자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주

요 측정영역으로 생존율에 버금가는 치료목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의료진의 관심

도 종양크기의 감소나 생존기간의 연장에서 점차 환자의 삶으로 확대되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Fisher et al., 2010; Gotay,

Kawamoto, Bottomley & Efficace, 2008).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

면, 성인 암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우울증상 경험이 없는 경우,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삶의 질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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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하

여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가져오는 극복력이 제시되었다(Kim, 2002). 극복력은 역

경에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심리사회

적 능력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에 대처하도록 정

신건강과 행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andler et al.,

2007). Choi (2018)의 연구에서는 극복력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Ahn

(2014)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으며 교육수준과 경제상태가 높고 증상과 불확실

성 정도가 낮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암환자에서 암의 발병 및

치료과정과 관련하여 암을 극복하고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극복력은 중요한 변수이다(Choi, 2012).

현재까지 암환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혈액질환 소아환자, 소아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Eilertsen, 2016; Park, 2015)와 유방암, 폐암, 전립

선, 대장암 등의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Ahn, 2014; Chae,

2017; Lee, 2017; Yoon, 2013)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에 관련

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

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간호 중재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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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호지킨 림프종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극복력과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치료와 회복을 돕는 간호중

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의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 삶의 질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과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극복력

(1) 이론적 정의

위험이나 악화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

응 상태이고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역경에서 회복하여

더 힘을 얻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Wolin & Wolin,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 (2003)이 개발하고 이경욱 (2007)이

번역한 한국어판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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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Ferrell, Dow,

Leigh, & Gulasekaram,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ard 등(1999)에 의해 개발된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Lymphoma (FACT-Lym) Version 4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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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암은 인구 고령화, 생활양식의 변화, 흡연 및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원인

이 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h, 2005). 국내 림프종의 약 95% 정도가 비

호지킨 림프종이며, 유병 환자 수는 남자 16,984명, 여자 14,569명으로 남녀 모두

유병률은 전체 암의 9위를 차지한다(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4). 비호

지킨 림프종은 발열, 피로, 체중감소, 야간발한 및 종양의 침범에 의한 국소적인

통증의 악화와 호전이 함께 동반되는 만성적인 질병이다(National Cancer

Institute, 2010). 악성도가 낮은 저등급 비호지킨 림프종은 진단이 되더라도 증상

이 없으면서 종양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반면, 악성도가 높은 고등급의 공격형 림프종은 진행속도

가 매우 빨라 수일 만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진단 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

로 하게 되는 다양한 병태생리와 임상경과를 보인다. 이는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질병 진행의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17). 따라서 림프종은 정확한 진단

과 동시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며, 예후를 판단해야 한다(Yoon, 2008).

비호지킨 림프종의 병기 결정은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데 여포성 림프종의 10%만이 국소적이며 그 외에는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같은

국소치료가 유용하지 못하며 전신치료가 시행되기 때문이다(Anderson et al.,

1982). 하지만 환자의 나이, 병기, 혈청 젖산탈수소효소 증가여부, 전신 수행능력,

림프절 외 질환의 침범 등이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예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다(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17).

림프종의 치료 방법은 한 가지 약제로는 병이 금방 재발하기 때문에 서로 작

용기전과 독성이 다른 약제를 몇 가지 조합하는 병용 항암화학요법이 표준 치료

로 시도되고 있으며,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치료로서 수술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방사선치료의 경우에도

정상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용량을 사용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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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12). 이외에도 단클론 항체 치료,

방사선 면역치료, 면역 조절제 등 새로운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초기 치료 이후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치료 후 호전되었지만 재발

한 경우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인 림프종 환자 중 65세 이하에서는 고

용량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본인

의 조혈모세포를 재취하기 어렵거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이후에 재발한 림프종

의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 성적율을 높이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2017).

림프종은 발생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종양세포가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림

프조직이나 혈액을 통하여 다른 조직 혹은 장기로 이동하게 되는데, 병기가 진행

되면 골수, 간, 비장 등의 침범이 흔하고 백혈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진행된 병기를 갖는 경우 막연한 전신증상이 발생하며, 증상들은 병기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Korea Blood Cancer Association,

2018).

항암화학요법 고용량은 호흡곤란, 설사, 불면증, 재정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Brandt et al, 2010) 치료를 마친 뒤 62.6%에서 후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성에게는 불임, 갑상선 기능장애, 만성 피로가 흔하게 발생하며 남성에

게는 불임, 기분의 심한 변화,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난다(Arden-Close et al,

2010). 특히 20∼54%의 남성은 발기, 사정, 성적 만족도 등 의 성기능의 문제를

경험한다(Arden-Close, Eiser, & Pacey, 2011). Ara-c, Cyclophosphamide와 같은

약물의 사용은 인지적 기능장애를 야기하며, 특히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림프종에서는 뇌척수 강 내 항암약물을 주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이외에도 방사선 직접적인 조사는 직접적 뇌세포 손

상을 일으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Catherine et al., 2005). 새로운 치

료법 도입으로 인해 장기 생존율이 향상되었지만 장기간의 반복된 치료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은 증가되어 치료 종료 이후의 삶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

다(NCIC, 2012).

비호지킨 림프종 886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Smith 등(2008)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유병률은 7.9%로 나타났으며

39%는 적어도 하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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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은 66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B 증상(38 °

C 이상의 발열, 5% 이상의 체중감량 또는 야간 발한)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독

성관련 연구결과, B 증상이 있는 그룹에서 3∼4등급의 심각한 백혈구 감소증, 빈

혈, 혈소판 감소증, 오심과 구토, 설사가 더 자주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B 증상은

염증성 증상으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골수억제에 대한 예측인자라는 것을 보

고하였다(Sharma et al., 2009).

암환자는 치료과정 중 단독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증상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군집화(clustering)라고 한다.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의 종류 및 관련성을 파악하여 어느 하나의 증상을 관리하면 관련된 다른

증상도 완화 될 수 있으며(Kim, 2009), 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만큼 연관된 증상

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Stevens RG, 2005).

암 환자는 암 치료와 암의 진행과정으로 인한 여러 증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많은 부분을 지장을 받게 되며 암 치료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과 함께 삶의

질도 저하된다(Yoon, 2004).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으며 다른 암종과 달리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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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

1) 극복력

암환자의 힘겨운 투병경험은 흔히 암묵적이고 내적인 일로 진행되기 쉬운데,

이는 상황에 대해 미처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때 개인은 가장 취약하고

손상 받기 쉬운 상태에 있게 된다(Coyle, 2006). 질병 진행에 따라 암환자는 불

안, 거부, 고통, 상실, 슬픔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의 대처, 적응, 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가 간호

수행을 저해하여 질병과 싸울 의지를 낮추게 되며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그러나 다양한 스트레스와 상황적 위기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

는 것은 아니다(Yoon, 2013). 최근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식 되었던 암환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겨움을 이겨내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ong, 2009).

극복력은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 사회적 능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처 할 수 있는 개인적 특징을 의미한다(Kim, 2002). 국내에서 Resilience 용어는

회복력(Kang, 2012), 회복탄력성(Kwak & Byeon, 2013), 탄력성(Hong, 2006) 등

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Ahn (2014)의 연구에서 극복력은 악조건이

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는 의미로 암환자에게 질병과 치료, 그로 인해 겪는 고

통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사

용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경요인에 따라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극복이 가능하고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개인이 가진 극복

력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시켜주면 문제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Han, 2004). 암환자에게 극복력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힘든 치료

과정을 극복하면서 질병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Cha et al., 2012).

극복력의 도구를 살펴보면 Wagnild와 Young (1993)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은 체념, 인내력, 자기의존, 의미 있음, 자신의 존재 등 개인적 역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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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문항과 자신의 삶의 수용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은 일반 성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

로 자기 효능, 유머감각, 끈기, 낙관, 신념과 같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

로 개발되었으며 의학과 스트레스를 기초로 광범위한 성인 또는 지역사회 대상

자를 위한 연구에 사용되었다.

암환자의 극복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Haase (2004)의 연구에서는 암환

자의 전반적인 회복과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극복력의

향상을 제시하고 있고 Jung (2012)의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에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극복력은 낮아지고 극복력이 높아질수록 자가간호를

잘 수행하였다. Hong (2009)의 연구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한 극복력 개념 개발

연구로 극복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족지지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암환자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환자의 적응에 핵심적

인 요소라고 하였다(Jung, 2010).

암환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Jun 등(2015)의 연구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 등(2012)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증상이 많을수록 극복력과 삶의 질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극복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 (2013)의 연구에서는 증상부담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극복력은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디스트레

스를 매개로 증상부담과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uss 등(2007)은 극복력이 암환자의 삶의 질과 대처에 중요한 심리적 예측인

자로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극복력은 암환자가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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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정신적·신체적 안녕, 신체상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과 치

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

도를 포함하는 것이다(Ferrell, 1996). 특히 암환자의 경우 만성적이고 생명을 위

협하는 질병 자체 뿐 아니라 치료의 부작용, 회복에 있어서 생존과 더불어 장기

적 치료에 따르는 정서적 고통과 치료비용 및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역할 갈등 등으로 심리사회적 적응 측면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한다. 암환자의 조절되지 않는 증상은 기능상태 및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며(Dodd et al., 2001; Kim et al., 2008), 단순히 생존율과 치료율로

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

상태인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Hur et al., 2003;

Juenger et al., 2002).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암환자들은 절망감과 무력감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저

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암환자들은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 질적인 삶을 사는

것, 가능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며 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Knippenberg et al., 1988).

암은 질병 자체 뿐 만 아니라 치료의 부작용과 재발 가능성으로 삶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생존율로 암 치료의 효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 개념은 암 치

료와 암환자의 간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결과변수로서 대두되고 이

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Oh, 1997). 간호가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전인적 차원에서 최적의 안녕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때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Kim, 2002).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12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Seo 와 Yi (2015)의 연구는 FACT-G를 이

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며, 삶의 질을 하부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사회/가

족 상태를 제외한 신체 상태, 정서 상태, 기능 상태 영역에서 삶의 질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 149명을 대상으로 한 Lee (2017)의 연구에서는



- 12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ECOG 활동수준 2 등급 미만의

대상자일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불확실성, 디스트레

스는 삶의 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극복력과 삶의 질은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암 환자의 삶의 질은 ECOG 활동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

으며, 일상생활에서 ECOG 활동수준과 기능 상태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

인은 사회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더 내면화된 극복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방암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웃음요법을 통한 우울과 삶의 질, 극복력

에 대한 Cho 와 Oh (2011)의 연구, 유방절제술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재

활프로그램을 진행한 Cho (2004)의 연구, 유방절제술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바이

오피드백을 이용한 복식 호흡 훈련을 시행한 Kim (2005)의 연구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집단 프로그램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Lim & Han, 2005). 환자 간호에 있어서 삶의 질 증진은 중요한 간호목표

로 이를 위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652명의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Smith 등(2010)의 연구는 인종에 따라 백인이 아

닌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젊은 나이에 임상연구 대

상자가 되었을 경우,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삶의

질이 낮게 보고되었다. 또한 치료 후 합병증과 치료 강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를 받은 생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되었고, 나이가 어릴

수록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았으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영국

과 미국의 림프종 환자 993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Sarker 등(2017)의 연구에

서는 진단 후 기간이 짧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피로와 우울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공격적인 림프종 환자 701명을 대상으

로 진단시점의 삶의 질이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Thompson 등(2018)

은 연구에서는 치료 전과 비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이후 기능상태, 신체

상태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져서 치료관련 부작용이 환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였다. FACT-G로 측정한 삶의 질 점수가 50점 이하인 환자는

평균 92개월, 50점을 초과한 환자는 평균 121개월의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삶의 질을 예후인자로 평가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림프종 370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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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당시의 삶의 질과 추후 평가된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Kang (2018)의

연구결과 진단 시 고등급 림프종 생존자의 삶의 질 정도는 추후 평가된 시점에

서는 저등급 림프종 삶의 질 수준으로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재발가능성과 두 번째 악성종양의 발생 가능성을 두려워하였으며 고등급 림프종

환자들의 병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존자의 65% 이상은 사회적

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심리 사회적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하였

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급성기 질병의 치료 및 완치를 중점을 두

는 방향에서 장기적이고 예방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의

삶의 질은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Lee, 2012).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료제

도가 다른 외국의 연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의 비호

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한 다

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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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A 상급 종합병원 종양내과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며,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이상으로 병식이 있는 자

2)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자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한 자

단,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statistical power analysis)을 한

프로그램 G*POWER 3.1.9.2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를 이용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α)은 0.05, 검정

력(1-β)은 0.80, 효과 크기 0.15, 예측변수는 선행 연구 고찰시(Chae, 2017; Lee,

2017; Yoon, 2013) 극복력, 직업유무, ECOG 활동수준으로 3개 선택하였다. 산출

결과 77명이 산출되었고 탈락율을 약 10%를 고려하여 최종 8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에는 불충분하게 작성된 설문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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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극복력

본 연구에서는 극복력은 Conner와 Davidson이 2003년에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이경욱(2007)이 번역한 한국어

판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도구를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부정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개인의

강인한 능력,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을 견디는 능력, 변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

능력, 조절능력, 영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0

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이다. 총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CD-RISC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 삶의 질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FACIT)를 통해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Lymphoma

(FACT-Lym) Version 4의 한국어판 도구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FACT-General (FACT-G) 27문항과 림프종 하부척도(lymphoma subscale) 15문

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된다. FACT-G는 신체 상태 7문항, 사회/가족 상태 7

문항, 정서 상태 6문항, 기능 상태 7문항의 총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신체 상태는 신체 상태 및 치료의 부작용에 관련된 문항이며, 사회/가족 상태

는 대인관계 및 주변인으로부터의 지지 정도를, 정서 상태는 투병생활에서의 정

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능 상태는 직업이나 집안일 또는 여가 생

활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림프종 하부척도는 림프종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증과 B증상(발열, 체중감소, 야간발한), 새로운 증상에 대한 걱정과 정서적 어

려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Georgakopoulos, 2013).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거의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는 5점 척도이다. 총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

고 168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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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ual에 따라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FACT-Lym 원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7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3 이었

다.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직업유무, 경

제 상태로 구성하였다. 임상 특성으로는 진단 후 경과기간, 현재 암 치료 여부,

NHL(Non-Hodgkin’s lymphoma) 세포타입, ECOG 활동수준, 동반질환 유무를

포함하였다. ECOG 활동수준은 암 환자의 활동수준을 사정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하고 있는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Performance Status로 측정하였다. ECOG 활동 수준 평가 도구는 0등급은 어떤

제한 없이 병에 걸리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모든 활동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1등

급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제한이 있지만 거동이나 가벼운 성질의 집안일, 사무

실 업무는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2등급은 증상이 있고 모든 자가 간호와 보행이

가능하나, 낮 시간의 50%이상은 침대를 떠나 생활활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등급은 증상이 있고, 자가 간호가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깨어있는 시간의 50%이

상의 시간을 침대 또는 휠체어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4등급은 거동이 불가

능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는 생활을 하는 상태이며, 5등급은 사망을

말한다. ECOG 활동수준 등급이 낮을수록 활동 수행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ECOG 0, 1, 2등급이상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선행연구 결과

ECOG 2등급의 지표가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에 유의한 결과 변수이기 때

문이다(Contr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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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시 소재 A 상급 종합병원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에서 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 2018-0264), 진료과인 종양내과와 간호부에

자료 수집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10

월 31일까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의 외래를 방문하여, 연구 목

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연구자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문지를 읽어주며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자료는 관련법이나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집된 자료의 열

람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연구에 제

공된 귀하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은 컴퓨터 보안 암호화를 통해 엄격하게 비밀

을 보장받게 되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4.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은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극복력, 삶의 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특성에 따른 극복력과 삶의 질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

석하고, Scheffé test로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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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85명으로 남자가 50명(58.8%)으로 많았다. 평균

연령은 54.55세였으며 60세 이상이 38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4명(75.3%), 미혼 21명(24.7%)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는 56명(65.9%)이

었다. 교육 정도는 대졸이상 41명(48.2%)이었고, 고졸은 31명(36.5%), 중졸 이하

는 13명(15.3%)순이었다. 직업은 45명(52.9%)이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 월수입은

월 201만원∼400만원이 33명(38.8%)이었고, 400만원이상 29명(34.1%), 200만원이

하 23명(27.1%)순이었다.

대상자의 임상 특성으로는 처음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 후 경과기간은 평균

2.92년이었고 1년 미만은 45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암 치료를 진행

하고 있는 대상자는 54명(63.5%), 치료가 종결되어 경과 관찰중인 대상자는 31명

(36.5%)이었다. B세포는 75명(88.2%)으로 더 많았고 T세포는 10명(11.8%)이였다.

동반 질환(당뇨, 고혈압, 간염, 고지혈증, 파킨슨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26

명(30.6%), 동반 질환이 없는 대상자는 59명(69.4%)이었다. ECOG 활동수준은 0

등급은 45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1등급은 28명(32.9%), 2등급은 11명

(12.9%), 3등급은 1명(1.2%)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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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50 (58.8)

Female 35 (41.2)

Age(yr) < 50 24 (28.2) 54.55±14.16

50-59 23 (27.1)

≥60 38 (44.7)

Marital status Single 21 (24.7)

Married 64 (75.3)

Religion Yes 56 (65.9)

No 29 (34.1)

Education ≤ Middle school 13 (15.3)

High school 31 (36.5)

≥ College 41 (48.2)

Occupation Yes 45 (52.9)

No 40 (47.1)

Monthly income ≤200 23 (27.1)

(10,000 won) 201-400 33 (38.8)

≥400 29 (34.1)

Time period < 1 45 (52.9) 2.92±1.13

since 1-2 14 (16.5)

diagnosis(yr) 2-3 14 (16.5)

≥ 3 12 (14.1)

Current cancer Completed 31 (36.5)

treatment Ongoing 54 (63.5)

NHL type B cell 75 (88.2)

T cell 10 (11.8)

Comorbidity Yes 26 (30.6)

No 59 (69.4)

ECOG PS 0 45 (52.9)

1 28 (32.9)

2 11 (12.9)

3 1 (1.2)

NHL=Non-Hodgkin's Lymphoma; ECOG PS=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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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의 정도

대상자의 극복력은 평균 73.11±15.81점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소값 41점, 최대값

10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130.23±20.70점이었고, 최소값 79점 최대값 167점으로

나타났다. FACT-G는 평균 81.36±14.45점으로 최소값 52점, 최대값 108점이었다.

하부영역별 신체상태 21.80점, 사회/가족상태 19.75점, 정서 상태 19.28점, 기능상

태 20.52점이었다. 림프종 하부척도는 평균 48.87±8.96점이었고 최소값은 19점 최

대값 6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N=85)

Variables items M±SD

Possible

Range

(min-max)

Range of

scale

(min-max)

Resilience 25 73.11±15.81 41-100 0-100

Quality of Life: FACT-Lym 42 130.23±20.70 79-167 0-168

FACT-G 27 81.36±14.45 52-108 0-108

Physical well-being 7 21.80±5.03 8-28 0-28

Social/family well-being 7 19.75±5.09 1-28 0-28

Emotional well-being 6 19.28±3.95 7-24 0-24

Functional well-being 7 20.52±6.37 5-28 0-28

Lymphoma subscale 15 48.87±8.96 19-60 0-60

FACT-Lym:FACT-G+lymphoma subscale.

FACT-G:Physical well-being+Social/family well-being+Emotional well-being+Function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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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고(F=3.17, p=.047), 사후분석결과 50∼59세가 50세미만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3.15, p=.002),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준, 직업, 가족 월수입에는 차이가 없었다. 임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ECOG 활

동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4.62, p=.013), ECOG 0등급이 ECOG 2∼3

등급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진단 후 경과기간, 현재 암 치료 여부,

세포타입, 동반질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2.76, p=.007),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2.46, p=.016)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가족

월수입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진단 후

경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2.80, p=.045), 사후 분석결과 암 진

단 후 2∼3년된 그룹이 3년이상 그룹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ECOG 활동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11.21, p<.001), 사후 분석결과 ECOG 2

∼3등급이 ECOG 0등급과 1등급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현재 암 치료 여부, 세포타입, 동반질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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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Resil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72.92±16.68 -0.13 .898
135.22±19.66

2.76 .007

Female 73.37±14.70 123.09±20.32

Age(yr) < 50a 67.46±15.08 3.17 .047 126.29±19.52 1.13 .328

50~59b 78.78±16.28 (a<b) 135.26±22.05

≥ 60c 73.24±15.08 129.67±2052

Marital status Single 72.52±15.93 -0.19 .847 127.67±18.85 -0.65 .517

Married 73.30±15.89 131.07±21.35

Religion Yes 76.80±14.55 -3.15 .002 131.47±22.64 -0.85 .400

No 65.97±15.92 127.83±16.44

Education ≤Middle school 72.15±11.12 1.85 .164 126.10±20.56 1.18 .312

High school 77.32±16.25 134.68±21.64

College 70.22±16.33 128.17±19.92

Occupation Yes 75.07±16.67 -1.22 .227 135.29±19.14 -2.46 .016

No 70.90±14.67 124.53±21.15

Monthly ≤200 69.26±14.04 1.17 .315 122.97±19.88 2.13 .126

income 201-400 73.24±14.83 131.64±2045

(10,000 won) ≥400 76.00±17.95 134.38±2084

Time period < 1a 72.27±16.13 0.73 .539 129.04±19.07 2.80 .045

since 1-2b 71.57±13.83 130.21±20.10 (d<c)

diagnosis(yr) 2-3c 78.79±19.51 142.57±18.20

≥ 3d 71.42±11.85 120.75±25.35

Current cancer Completed 70.45±16.54 -1.18 .243 131.17±20.39 0.32 .752

treatment Ongoing 74.63±15.31 129.69±21.05

NHL type B cell 73.45±16.03 0.55 .582 131.39±20.06 1.43 .157

T cell 70.50±14.51 121.50±24.41

Comorbidity Yes 74.31±16.51 0.46 .644 132.31±19.60 0.61 .542

No 72.58±15.60 129.31±21.27

Table 3.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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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Resil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ECOG PS 0a 76.38±15.78 4.62 .013 137.83±18.90 11.21 <.001

1b 72.86±14.30 (c<a) 126.54±18.43 (c<a,b)

2∼3c 61.42±14.69 110.33±17.56

NHL=Non-Hodgkin's Lymphoma; ECOG PS=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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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의 상관성

대상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5, p<.001)를 보여 극

복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 극복력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FACT-G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74, p<.001)를 보였고, 림프

종 하부척도도 극복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1, p=.003)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N=85)

Variables
Resilience

r(p)

Quality of Life .65(<.001)

FACT-G .74(<.001)

Lymphoma subscale .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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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삶의 질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극복력과 일반적 특성 및 임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직업, 진단 후 경과기간, ECOG 활동수준을 더미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고 후진 선택법(Backward eliminat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Durbin-Watson 지수는 2.12로 나타나서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

적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 VIF)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직업과 진단 후 경과기간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어 최종 회귀모형은 성별(p=.004), 극복력

(p<.001), ECOG 활동수준(p=.018)의 3가지 요인으로 구축되었다. 이들 영향 요인

의 전체 설명력 53%(Adj R2=.53)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52, p<.001). 회귀모형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은

극복력(β=.59, p<.001), 성별(β=-.24, p=.004) ECOG 활동수준 순으로(β=-.21,

p=.018)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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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ffect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N=85)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81.75 8.19 9.98 <.001

Resilience .77 .10 .59 7.41 <.001 1.13

Gender

Male ref

Female -9.88 3.29 -.24 -3.00 .004 1.10

ECOG PS

0 ref

2∼3 -12.22 5.10 -.21 -2.41 .018 1.31

Adj, R2=.53, F=24.52(p<.001)

ECOG PS=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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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

었으며, 추후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는 조직학적 아

형에 따라 병기와 예후, 완치율이 다르며,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림프종은

진단과 동시에 즉각적인 치료 대응이 필요한 역동적인 질환으로 힘든 치료과정

속에서 환자들은 골수기능 저하로 인한 감염, 오심, 구토, 체중감소 등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재발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의 평균점수는 73.11점으로 나타났

고, 혈액암 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Kwak (2012)의 연구결과 71.07점과 유사

하였고, 이외에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Ahn

(2014)의 연구결과 70.46점, 유방암 생존자 대상으로 한 Loprinzi 등(2011)의 연구

에서는 73.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암의 종류는 다르지만, 암

진단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증상과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일수 있다. 반면에 통원하는 대장암환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Kim (2013)의

연구결과 83.92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다양한 암 종

의 치료 경과 및 예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추후 암 종별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 수술 및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차이인지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극복력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연

령(F=3.17, p=.047), 종교(t=-3.15,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50～59

세 연령이 50세 미만의 그룹보다 극복력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는데 50대는 사회

생활 등을 통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거나 또는 실패를 경

험하면서 비교적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적, 심리적인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암 환자의 치료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Kim (1999)과 Lee (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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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정서적 영적 지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종류에

따라 극복력 차이를 비교하지는 못했지만,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천주교가 극

복력, 희망, 가족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Choi (2012)의 연구에서 대

상자의 월 소득수준에 따라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Ahn (2014)의 연

구에서는 교육정도, 직업, 경제상태에 따라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ECOG 활동수준(F=4.62,

p=.013)이 좋은 군이 유의하게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Lee (2013)의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ECOG 활동수준 2, 3등급보다 ECOG 활동수준 0등급이 극

복력이 높게 나타나서 ECOG 활동수준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대상자의 극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ECOG 활동수준과 같은 신

체적 측면도 고려해야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은 FACT-Lym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으며, 평균 130.23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652명을 대상으로 한

Crespi 등(2010)의 연구결과 삶의 질 평균점수는 137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호지킨 림프종 생존자 761명을 대상으로 한 Sophia 등(2009)의 삶의 질 연구에

서는 현재 치료중인 그룹 117.1점, 암 진단 후 2∼4년 경과한 그룹 138.2점 ,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그룹 137.1점으로 세 그룹 평균은 134.5점으로 나타나

서 현재 치료중인 그룹을 제외한 경과관찰중인 그룹과 전체 평균점수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63.5%가 치료중이지만 외래 환자 대상으

로 ECOG 활동수준이 대부분 좋아 생존자 대상 또는 경과 관찰 중인 환자의 삶

의 질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Sophia 등(2009)의 세 그룹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룹의 삶이 질이 낮은 것은 암

진단으로 인한 심한 정서적 혼란과 함께 수술, 방사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등으

로 피곤함, 허약감, 탈진, 무기력, 오심, 구토 등의 신체적 부작용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Oh, 1997), 질병의 상태 및 진행정도에 따

라 다양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

울, 고립감, 절망감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Ferrel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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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환자의 대처, 적응, 회복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국내의 다른 암종 환자와의 일반적인 삶의 질 차이를 FACT-G 도구를 이용하

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평균 81.36점으로 나타나서 혈액암환자 197명을 대상

으로 한 Lee (2015)의 연구 결과 74.2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조호르몬요법 중인 유방암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Ha (2015)의 연구결과 74.38점, 갑상선 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Yang (2015)

의 연구결과 74점,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Seo (2015)의 연

구결과 68.51점, 대장암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Yoon (2013)의 연구결과 68.36

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ECOG

활동수준이 0등급과 1등급이 80%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암 진단 후

경과기간이 평균 2.92년이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해와 증상관리 보다는 안정

된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삶의 질이 높을수록, 장기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삶의 질의 향상은 암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Cappiello,

Cunningham, Knobf & Erdos, 2007). 간호의 궁극적 목표가 대상자를 전인적으

로 최적의 안녕상태를 도달하도록 돕는 것으로 볼 때, 삶의 질은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간호 목표이며(Ahn, 2014) 간호사가 환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t=2.76, p=.007), 직

업(t=-2.46, p=.016)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았는데 Kwan (2015)과 Park & Hong (201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취약 계층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74.3%

가 주부로 암을 진단받았어도 가정에서 온전히 쉬지 못하며 집안일과 육아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질이 더 높았는데 Smith 등(2010), Park & Hong (2014) 연

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활동

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으로 여

겨진다. 또한 직업은 소득수준과도 관련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삶의 질의 수준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은 곧 생계를 의미하므로 암 치료 후 장

기간 동안 직장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직업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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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직업 상

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임상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암 진단 후 경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F=2.80, p=.045) 진단 후 3년 이상의 그룹이 2∼3년 사이의

그룹보다 삶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암 진단 후 환자들의 가장 큰 관

심이 생존이었으나 치료를 마치고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와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또한 암 치료의 종료와 함께 자신의 건강

관리와 재발을 스스로 관찰하고 자가 간호를 실시해야하는 비중이 커지며

(Wilson et al., 2000) 동시에 가족이나 일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시 재개해야하

는(Allen et al., 2009) 부담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

다. 암 진단 후 경과기간에 따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여 삶의

질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될 중재계획 필요하다. ECOG 활동수준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1.21, p<.001) 폐암 환자 149명을 대상으로 한 Lee

(2017)의 연구에서도 ECOG 활동수준 2등급 미만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906명의 노인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 (2015)의 연

구에서 암으로 인한 일상 활동 어려움이 우울을 증가시키며 대체적으로 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활동 제한이 있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높게 보고한 결과

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암을 진단받은 시점부터 활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여 관리함이 중요함을 알려주며, 암을 치

료 한 후에 활동을 격려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총 4개의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신체 상태 21.80점, 사회/가족 상태 19.75

점, 정서 상태 19.28점, 기능 상태 20.52점으로 신체 상태는 높게 나타났지만 정

서 상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22명의 여포성 림프종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한 Pettengell 등(2007)의 연구, 42명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Ahn (2009)의 연구, Lee (2015)의 혈액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상태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림프종

하부척도 영역 중 76.1%가 내게 새로운 병증 발현의 걱정, 61.9%가 감염에 대한

걱정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대상자의 암 진단 후 경과기간이 평균 2.92년으로 신체

적 문제보다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의 심리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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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환자의 정서적인 기능 상태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질병의 진행단계 및 치료방법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화인지를 지속적인 관찰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극복력과 삶의 질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5, p<.001)를 보여

극복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여성

163명을 대상으로 Ryu와 Yi (2013)의 삶의 질 관련 연구와 유방암 129명을 대상

으로 한 Ha (2014)의 연구결과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극복력, 성별, ECOG 활

동수준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3%이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극복력은 암환

자가 암 치료 및 어려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적응을 하도록 하는 주요

한 요인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대장암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Lee (2013)

의 연구에서는 ECOG 활동수준이 좋은 군이 유의하게 높은 극복력을 보여주었

고, Hasse (2004)는 여성 환자의 경우 극복력이 성공적인 심리사회적인 적응과

삶에 대한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환자의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암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신체적 증상과 함께 심리적인 요인으로 줄여주고 극복력을 높

일 수 있도록 고안된 전반적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극복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족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Hong, 2009), 특히 배우자가 있을 때 극

복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하여(Kwan, 2012)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

수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사용한 FACT-

Lym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받는 지지와 만

족도, 신체상태, 정서 상태, 기능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림프종 질환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질환별 특성을 볼 수 있

어 유용한 도구이다. Cella 등(2005)의 연구에서 FACT-Lym 도구가 비호지킨 림

프종 환자에게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림프종 하부 척도의 나는

밤에 땀을 흘린다, 나는 가려움 때문에 괴롭다 항목은 질병자체로 발생하는 증상

으로 항암치료 반응률이 높은 림프종에게는 초기항암화학요법을 통해 급격히 감

소하거나 완화될 수 있는 문항이며, 적극적인 암 치료와 관련된 신체적인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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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초기치료 후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초기 치료이후에는 유용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Yost (2013)의 연구에서도 새롭게 진단받고 적극적인 치료

를 받는 림프종환자의 관찰과 치료에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림프종 생존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림프종 하부척도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치료중인 환자가 63.5%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항목들의 점

수가 낮게 나타났다.

매년 9월 15일은 세계 림프종 인식 개선의 날로 비호지킨 림프종은 혈액질환

중 백혈병보다 발생률이 높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으로 인식의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적극적인 치료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외래

통원치료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원 환자에 비해 의료서비

스의 즉각적인 제공이 어렵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직접 스

스로 대처해야 하므로 환자들과 가족에게 부담되는 일이면서 두려움이다. 외래

환자가 상황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극복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며 삶

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FACT-Lym의 도구를 이용하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만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성별, 극복력과 ECOG 활동

수준이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는데 있다. 또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치료과 회복을 돕는 간호중재의 근거자료를 위한 초석을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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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소재 A 상급종합병원 외래로 통원하는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극복력은 평균 73.11±15.81점, 삶의 질은 평균 130.23±20.70점으로 비

교적 중간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삶의 질 하부 영역별 신체 상태 21.80점이었고 기

능 상태 20.52점, 사회/가족 상태 19.75점, 정서 상태 19.28점, 림프종 하부척도는

평균 48.87±8.96점으로 측정되었다.

극복력은 연령(F=3.17, p=.047), 종교(t=-3.15, p=.002), ECOG 활동수준(F=4.62,

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삶의 질은 성별(t=2.76,

p=.007), 직업(t=-2.46, p=.016), 진단 후 경과기간(F=2.80, p=.045), ECOG 활동수

준(F=11.2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삶의 질과 극복력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72, p<.001).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4.52, p<.001) 극복력과 성별, ECOG 활

동수준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3%

이었다. 따라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에 대한 적극적인 사정과 이에 대

한 적절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ECOG 활동수준에 대한 치료시점의

단계별 사정과 ECOG 활동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비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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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치료단계에 따른 극복력, 삶의 질을 규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2)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극복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질의 유지 및 증진 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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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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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도구 사용 승인서

1) Korean Version of CD-RISC



- 46 -

2) FACT-L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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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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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 일반적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질문에 해당되는 번호에

V 로 시하여 주시고 ( )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 )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하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등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무직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상업 ⑤ 전문직 ⑥ 기타( )

7. 귀하의 가족 월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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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특성 설문지 ♠

1. 암으로 진단 받고 치료 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1년~2년 ④ 2년~3년 ⑤ 3년 이상

2. 치료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약물치료(항암치료) ② 방사선치료 ③ 수술

④ 치료중단 ⑤ 치료종결

3.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 중 세포타입은 무엇입니까?

① B세포 ② T 세포

4.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반질환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체크해주십시오)

① 당뇨 ② 고혈압 ③ 결핵 ④ 간염 ⑤ 기타 ( )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범위* (연구자가 측정)

① ECOG 0 : 정상활동이 가능함.

② ECOG 1 : 증상이 있지만 활동은 가능하며 자가간호가 가능함.

③ ECOG 2 : 하루 전체 시간 중 50% 이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자가간호가 가능함.

④ ECOG 3 : 하루 전체 시간 중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⑤ ECOG 4 : 거동이 불가능하며 자가 간호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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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아래의 질문들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지 표시해주십시오. 만약, 최근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평소 느껴왔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답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거의

그렇

지않

다

그저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0 1 2 3 4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날 도와줄 가깝고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0 1 2 3 4

3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가끔 신이나 운명이 도와 줄 수 있다.
0 1 2 3 4

4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할 수 있다. 0 1 2 3 4

5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다루는데 자신감을 준다
0 1 2 3 4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일의 재미있는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7 스트레스 극복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0 1 2 3 4

8
나는 병이나, 부상, 또는 다른 역경을 겪은 후에도 곧

회복하는 편이다.
0 1 2 3 4

9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대부분의 일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라 믿는다.
0 1 2 3 4

10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0 1 2 3 4

11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0 1 2 3 4

12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0 1 2 3 4

13
스트레스/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안다.
0 1 2 3 4

14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나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잘 유지한다.
0 1 2 3 4

♠ 극복력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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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거의

그렇

지않

다

그저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5
타인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3 4

16 나는 실패 때문에 쉽게 용기를 잃지는 않는다. 0 1 2 3 4

17
나는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18
나는 남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어려운 결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0 1 2 3 4

19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0 1 2 3 4

20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때, 간혹 이유 없이 직감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때가 있다.
0 1 2 3 4

21 삶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있다. 0 1 2 3 4

22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 0 1 2 3 4

23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0 1 2 3 4

24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0 1 2 3 4

25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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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측정 ♠

다음은 귀하와 동일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동안에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표 시하여 나타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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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M±SD

Physical well-being(PWB)

I have a lack of energy 2.92±1.04

I have nausea 3.64±0.74

Because of my physical condition, I have trouble meeting the
needs of my family

3.16±1.14

I have pain 3.28±1.05

I am bothered by side effects of treatment 3.34±1.08

I feel ill 3.29±0.99

I am forced to spend time in bed 3.65±0.78

Social/family well-being(SWB)

I feel close to my friends 2.54±1.33

I get emotional support from my family 3.26±1.09

I get support from my friends 2.46±1.33

My family has accepted my illness 3.39±0.94

I am satisfied with family communication about my illness 3.16±1.11

I feel close to my partner (or the person who is my main support) 3.27±0.90

I am satisfied with my sex life 2.44±1.71

Emotional well-being(EWB)

I feel sad 3.27±1.10

I am satisfied with how I am coping with my illness 2.98±1.10

I am losing hope in the fight against my illness 3.76±0.55

I feel nervous 3.27±1.02

I worry about dying 3.39±0.83

I worry that my condition will get worse 2.61±1.31

록 5.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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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M±SD

Functional well-being(FWB)

I am able to work (include work at home) 3.08±1.17

My work (include work at home) is fulfilling 2.83±1.26

I am able to enjoy life 2.89±1.05

I have accepted my illness 3.39±0.80

I am sleeping well 2.65±1.45

I am enjoying the things I usually do for fun 3.00±1.17

I am content with the quality of my life right now 2.68±1.33

Lymphoma subscale

I have certain parts of my body where I experience pain. 3.21±1.13

I am bothered by lumps or swelling in certain parts of my body
(e.g., neck, armpits, or groin)

3.80±0.67

I am bothered by fevers (episodes of high body temperature) 3.80±0.57

I have night sweats 3.60±0.92

I am bothered by itching 3.67±0.71

I have trouble sleeping at night 3.12±1.16

I get tired easily 2.49±1.20

I am losing weight 3.72±0.61

I have trouble concentrating 3.43±0.96

I have a loss of appetite 3.28±1.08

I worry about getting infections 2.84±1.20

I worry that I might get new symptoms of my illness. 2.52±1.28

I feel isolated from others because of my illness or treatment 3.41±0.98

I have emotional ups and downs . 3.09±1.07

Because of my illness, I have difficulty planning for the future 2.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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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Gender Male
83.7±14.31

1.83 .071

Female 77.98±14.20

Age(yr) < 50 80.04±13.05 1.48 .234

50~59 85.74±15.95

≥ 60 79.53±14.15

Marital status Single 80.95±12.25 -0.15 .884

Married 81.49±15.18

Religion Yes 83.29±15.33 -1.74 .086

No 77.62±11.93

Education ≤ Middle school 77.25±11.02 1.31 .275

High school 84.39±16.77

≥ College 80.37±13.31

Occupation Yes 84.31±13.66 -2.04 .045

No 78.03±14.75

Monthly ≤200 76.58±12.83 1.76 .179

income 201-400 83.00±14.50

(10,000 won) ≥400 83.28±15.19

Time period < 1a 81.09±13.32 3.50 .019(d<c)

since 1-2b 80.14±13.85

diagnosis(yr) 2-3c 90.50±13.63

≥ 3d 73.11±15.96

Current cancer Completed 82.01±14.03 0.31 .754

treatment Ongoing 80.98±14.80

NHL type B cell 82.12±14.03 1.35 .181

T cell 75.60±16.95

Comorbidity Yes 82.50±13.79 0.48 .631

No 80.85±14.81

ECOG PS 0a 86.12±13.39 10.07 < .001(c<a,b)

1b 79.71±13.15

2∼3c 67.33±11.76

부록 6.

Difference in FACT-G according to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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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Non-Hodgkin's Lymphoma

Shim, Soon Hee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University of Ulsan

Directed by Professor

Kim, Jeong Hye, RN., Ph.D.

Non-Hodgkin’s lymphoma patients experience various physical and

psychosocial issues as they undergo complex and diverse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Resilience has been reporte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provide a positive attitude and willingnes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us contributing to improve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descriptive analysis to evaluate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in a cohort of Non-Hodgkin’s lymphoma patients as well as to

elucidat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could assist with treatment and recovery of

lymphoma patients.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and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Lymphoma (FACT-Lym) (version 4) were

used for assess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by performing the following

statistical test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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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are the summarizing points of this study:

1. Mean resilience score of the subjects was 73.11±15.81 (range, 41–100).

2. Mean quality of life score in the subjects was 130.23±20.70 (range,

79–167). Mean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FACT-G) score was 81.36±14.45 (range, 52–108). Physical status

(21.80) had the highest mean score, followed by functional status (20.52)

and social/family status (19.75). Emotional status showed the lowest

score with 19.28. The mean score for the subscale assessing

Lymphoma was 48.87±8.96, ranging between 19 and 60.

3. Resilience of the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age (F=3.17,

p=.047), religion (t=-3.15, p=.002), and activity level based on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scale (F=4.62, p=.013).

Meanwhile, quality of life of the subject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t=2.76, p=.007), occupation (t=-2.46, p=.016), time period after

diagnosis (F=2.80, p=.045), and activity level based on the ECOG scale

(F=11.21, p<.001).

4. High resilience of the subjects was associated with high quality of life

(r=.72, p<.001). From the sub-categories of their quality of life, FACT-G

and resilience exhibi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74, p<.001).

Similarly, the subscale for lymphoma also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resilience (r=.31, p=.003).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tcomes showed that resilience, gen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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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G activity level affected the subject’s quality of life,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53% (adjusted R2=.53).

In conclusion, Non-Hodgkin’s lymphoma patients had above average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resilience, gender, and ECOG activity level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ir quality of life.

Therefore, a novel intervention method should be developed to help patients

improve their resilience, resulting in improve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ECOG activity level should be assessed at different therapeutic stages, and

additional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develop a protocol that helps

patients in maintaining or improving their ECOG activity levels, consequently

assisting them with future treatment and recovery.

  

  

Keyword : Non-Hodgkin’s Lymphoma, Resilienc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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