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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식도암 환자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식도암의 불량한 예후, 힘든 치료 과정

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저하에 영

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서울시 소재 A상급종합병원에서 201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식도

암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에서 디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온도계(Distress Thermometer, DT)와

디스트레스 문제 목록(Problem list, PL)을 이용하였고, 삶의 질은 Assessment 

o f  C a n c e r  T h e r a p y - G e n e r a l ( F A C T - G )  v e r s i o n  4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s test,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는 평균 4.06±2.04점이었고 절단점인 4점 이상

중증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는 60명(53.5%)이었다. 디스트레스

문제 목록의 5가지 영역 중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실생활 문제

영역에서는 '치료 결정'46명(76.7%)이 해당되었고 정서적 문제 영역에서는

'걱정' 52명((86.7%), 신체적 문제 영역에서는 '식사' 31명(51.7%)이었다.

2)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66.39±12.86점이었으며, 총 4개의 영역별 삶의

질 점수는 신체적 상태 21.75점, 사회/가족 상태 14.71점, 정서 상태

14.69점, 기능 상태 12.21점 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는 동반 질환(t=-2.55, p=.012)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임상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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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임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직업(t=2.40, p=.018), 암

병기(F=6.09, p<.001), 암 진단 후 시기(F=3.27, p<.001), 암 치료의

종류(t=.1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61,

p<.001)를 보여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인 신체 상태(r=-.54, p<.001), 사회/가족 상태(r=-

.27, p<.001), 정서 상태(r=-.40, p<.001), 기능 상태(r=-.46, p<.001)

에서도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5) 직업, 암 병기, 암 진단 후 시기 및 암 치료의 종류, 디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암 치료의 종류와

디스트레스 변수가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35%이었다.

결론적으로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암 치료의 종류와 디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디스트레스

사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식도암, 디스트레스,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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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계 주요 건강 문제로 인구 및 질병구

조의 변화로 매년 증가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국민

들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 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남자는 5명

중 2명(38.7%), 여자는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Cancer statics, 2015). 국가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

키기 위해 5대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5), 항암제와 수술의 발전, 유전자 치료, 면역 요법과 같은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로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암 진단 자체

가 암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 

의기소침,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Lee, 2000).

이 중 식도암은 위장관에 발생하는 암 중에 세 번째로 호발하는 암으로(Choi 

et al., 2009), 식도의 해부학적 특성 상 장막이 없어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이 없고, 풍부하고 복잡한 림프 순환 체계는 구역 림프절의

단계적 전이를 거치지 않는 비 구역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를 초래하기 쉬워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Cho, 2006; Kang, 2012). 2016년에 발표된 중앙 암 등록

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17,057건의 암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 식도암은 남녀를 합쳐서 2,344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1%였고, 연령대별

로 보면 70대가 33.5%로 가장 많았다. 최근 식도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08년-2012년 31.7%로 2001년-2005년 21.2%에 비해 10.5%로 향상되었으나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4), 식도암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경

우라도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60-70대의 고령층에서 발견되어 다른 암종에 비

해 여전히 상대 생존율은 낮은 수준이다.

식도암의 치료방법은 다른 악성종양의 치료방법과 같이 크게 수술, 방사선치

료, 항암화학요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합하여 치료한다. 증상이 식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나 식도암이 처음

진단되었을 때 이미 주변 조직으로 퍼져있거나 원격 전이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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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최근에는 식도암의 치료를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도 절제와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병합치료를 시행한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5). 그 중 방사선 감수성 증진 효과가 있는 항암제로

5-fluorouracil (5-FU)과 cisplati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두경부암, 식

도암, 폐암 등에서 방사선 치료와 병용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Rich, 2001).

식도암의 치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예후와 어려운 치료과정은 식도암

환자들로 하여금 진단시점부터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게 되고

(Kim, 2007), 치료를 받는 기간 뿐만 아니라 치료 후 경험하는 증상과 회복과정

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기능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Chang, Tsai, Wu & Hsieh, 2014: Scrapa et al., 2013).

식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 연구(Chang et al., 2014)에서 피로, 불면, 식사

하는데 곤란함, 역류 및 구강건조가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식도암의

수술적 치료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ynolds et 

al., 2006)

암 환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암

의 치료 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Zabora, Curbow,Hooker, 

Brintzenhofeszoc & Piantadosi, 2001). 디스트레스는 암과 암 관련 신체적 증

상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심리적(인지, 행동, 

정서 포함), 사회적, 영적으로 다원인적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을 통칭하는 개념

이다(National Comprehesive Cancer Network; NCCN, 2012). 

환자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디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장기간의 디스

트레스는 치료 순응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Fann et al.,2008). 또

한 건강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능력을 방해하며(VanHoose et al., 2015), 나아

가 신체기능과 안녕감, 그리고 삶의 질을 감소시켜(Jeong, Heo, & Tae., 2014) 

암 치료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는 암 사망률과 삶의 질의 주요 예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Park et al, 2014), 암 환자의 여섯 번째 활력 징후로서 반드시 암 진단 및 치

료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한다(Bultz & Carlson, 2005; Thomas & Bultz, 2008; NCCN, 2012). 

국내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Jeon et al., 2010)에서 디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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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병률은 우울 26.3%, 불안 26.3%, 불면 17.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24.3%이었고, 한 가지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는 47.4%로, 이

들은 정상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치료 종료 후 유방암 환

자를 대상으로 한 Kwon & Yi(2012)의 연구에서는 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됨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선행 연구를 통해 암환자가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이 상관관

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디스트레스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식도암의 발생률이 낮

으며, 다른 고형암에 비하여 생존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Choi, 2013)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를 파

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확인

한다.

4)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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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식도암 환자

(1) 이론적 정의

식도암은 식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위치에 따라 경부식도암, 흉부식

도암, 위-식도 연결부위 암으로 나눌 수 있으며(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5), 식도암을 진단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A상급종합병원에서 원발성 식도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 한다.

2) 디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디스트레스란 암과 암 관련 신체적 증상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심리적(인지, 행동, 정서 포함), 사회적, 영적으로 다

원인적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을 통칭하는 개념이다(NCCN,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NCCN (2007)이 개발한 도구로 11점 시각적 상사척도로 되어

있는 디스트레스 온도계(Distress Thermometer, DT)와 39항목으로 구성된 문

제 목록(Problem List, PL)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디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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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Padilla, Ferrell, Grant, & 

Rhiner, 199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FACT-

G) version 4를 이용하여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식도암 환자 110명을 임의 표출하여 식도암

진단 후 환자가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와 이에 대한 영향 요

인을 조사한 연구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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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암환자의 디스트레스

암환자들은 질병의 예후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이 중 식도암은 식도암 수술

후 식도의 특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해부학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Choi, 

2013; Däster et al, 2014), 이로 인하여 식도절제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식사하는데 곤란함, 식욕 저하, 입맛의 변화와 설사 또는 변비를 경험한다

Malmström, Ivarsson, Johansson, & Klefsgård, 2013). 또한 방사선 치료, 항

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요법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

는데, 식도암에 있어 방사선 치료는 식도염과 피로를 경험하게 되며, 항암화학

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분열하는 입 또는 장 점막, 머리카락의 성장

등과 같은 정상 세포에도 손상을 미치므로(NCI, 2007), 이러한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은 오심, 구토, 식욕부진, 탈모 등의 신체적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

처럼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이 적절하게 중재되지 않으면 디스트레스를 유

발하여 환자의 삶을 위협하고 치료 효과를 경감시키거나, 치료 결정을 지연 시

키고, 심지어 가능성이 있는 추후 치료들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다(Carey & 

Burish, 1988). 

또한 질병 진행에 따라 암환자는 불안, 거부, 고통, 상실, 슬픔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의 대처, 적응, 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ar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이러한 암

환자의 정서는 바람직한 자가 간호 수행을 저해하여 질병과 싸울 의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치료의 효과도 감소시켜 질병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

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가간호능력

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생활, 대인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의 많은 요소에 부정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aroll-Johnson, Gorman & Bush, 2006). 그러므로 암환

자의 디스트레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접근과 전인적 관리를 요구한다

(Kwon & Y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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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레스'라는 표현은 단순히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어려움이 환자 자신 또는 의료진에 의해 일상적인 반응으로서 과소평

가되어 간과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정신과적', '심리적'. '정서적' 이라는

단어들보다 더 수용적이고 덜 당황스러우며, 낙인의 염려가 적으므로 환자나 의

료진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Recommendations for Distress 

Management, 2008).

NCCN에서는 바쁜 임상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디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선별도구로 디스트레스 온도계와 문제 목록을 개발하여 디스트레스를 선별할 수

있는 간단한 디스트레스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디스트레스 점수는

디스트레스 온도계로 측정하며, 문제 목록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문제가 되었던

항목을 말한다. NCCN에서도 디스트레스 온도계의 개발 당시에는 최적의 절단점

을 5점으로 권고하였으나 2012년 디스트레스 가이드라인 version 2에서는 4점으

로 재조정하여 4점 미만인 대상자를 경증 디스트레스 군, 4점 이상인 대상자를

중증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하여 중재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Shim 등(2008)이 10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유의

한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선별해내는 디스트레스 온도계의 최적 절단점은 4점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 도구가 불안과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폭넓은 도구임

을 확인하였다.

Choi (2005)의 논문 내용 분석에서 암환자의 디스트레스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울, 피로감, 통증, 삶의 질 등의 관련성으로 보고하였다. 디스트레스 온도계

와 문제목록 도구를 사용하여 디스트레스를 평가한 Park 등(2015)의 연구에서

118명을 대상으로 일차 치료종료 후 유방암환자들의 디스트레스 점수는 10점 만

점에 평균 2.71점으로 4점 이상인 대상자는 34명(28.8%)이었고, 혈액종양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Kim (2017)의 연구에서 디스트레스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

균 4.07점으로 4점 이상의 디스트레스 군은 88명(58.7%)이었으며, 문제목록 중

신체적 문제영역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고찰에서 디트레스는 당혹감, 슬픔, 두려움과 같은 정상적인 감정 반응

에서부터 우울, 불안, 공황, 사회적 고립, 실존적 위기와 같은 심리, 사회적 기

능 손상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2009), 여기에 피로,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들 또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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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문제와 혼합되어 상호 강화적인 작용을 나타냄으로써(Yoo, 1988),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와 문제목록을 사용하여 디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식도암 환자를 대

상으로 디스트레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암 환자의 삶의 질

최근 진단 기술과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 2008년~2012년 갑상선 암을 제외

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0.9%로 1993년~1995년 40.3%와 비교하여 20.6%가 증

가하였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5). '급성 질환'으로 구분

되었던 암이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전에는 이환율, 사망률, 

생존율, 재원기간 등이 중요한 임상적 지표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삶의 질에 대

한 평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서 암 치료의 주요 목적은 암으로 인한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회

복시킴으로써 환자를 치유하는 것과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암의 진행

을 막고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Kang 

et al., 2004). 이처럼 암환자가 치료 중이나 후에도 얼마나 질적인 삶을 영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었는데(Lee et al., 2002), 암환

자 건강수준의 척도가 되는 삶의 질 개념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그 정의도

다양하다(Kwon & Yi, 2012). 

삶의 질이란 인간 삶의 바람직한 상태와 관계가 있으며, 인간의 신체적, 물질

적 수준 뿐만 아니라 문화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Kim et al., 2005).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상태라고 말하면서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사회적 안녕, 영적인 안녕의 4개 영역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Ferrell, Grant, Funk, Otis-Green, & Garcia, 1997). 따라서 삶의 질은 신체

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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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암환자 간호에 있어서도 단순한 수명 연장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삶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Ferrell et al., 1989). 더 나아

가 암환자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간호의 효과, 치료 목표 설정 및 결

과 평가, 예후 측정 뿐 아니라 임상 시험, 건강관련 정책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하나의 지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Padilla & Grant, 1985; Yoon et al., 

2004). 

암환자와 삶의 질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

으로 한 Seo와 Yi(2015)의 연구에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General(FACT-G)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며, 삶의 질 점수는 총 108점 만점에

평균 62.1점으로 신체 상태, 사회/가족 상태, 정서 상태, 기능 상태 총 네 가지

하부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영역은 사회/가족 영역이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입원 암환자를 대상으로 EORCT QLQ-30도구를 사용한 Jeong(2012)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 클러스터가 삶의 질의 가장 큰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증상경

험이 적을수록 기능수준이 좋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암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EORCT QLQ C-30와 FACT-G도구 선택에 관한

Lucjett 등(2011)의 연구에서 EORCT QLQ C-30와 FACT-G도구의 가장 큰 차이는

하부 영역 중 사회/가족 영역으로 EORCT QLQ C-30도구는 사회/가족 역할에 대한

문항만 있지만, FACT-G도구는 사회/가족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족과의 관계

와 지지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식도암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FACT-

G와 Esophageal scale 도구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Gail 등(2006)의 연구

에서 FACT-G 도구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어 치료의 종류가 다른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보고하였다.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식도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식도암 수술 후 2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경우 삶의 질 점수가 9개월 경에 수술 전과 비슷해지고, 9개월이 경과하면 삶의

질 점수가 수술 전에 비해 호전되었음을 보고하였다(Kim, Moon, Kim ,& Park, 

2006). 식도암 환자 363명을 대상으로 선행 동시 항암방사선요법이 수술 후 시

간 경과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본 Noordman 등(2017)의 연구에서 선

행 동시 항암방사선요법이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고, 우울, 불

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영역은 수술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나 수술 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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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신체적 증상이나 피로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weed, Schiech, Barsevick, Babb과 Goldberg (2002)의 연구에서도 역류, 설사

등의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식도 절제수

술 후 환자의 증상 관리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불안, 스트레스, 암 재발 우려(Jeon 

et al., 2010)였으며, 자아 존중감이 보고되었다(Bartoces  et al., 2009). 장

기 여성 암 생존자의 삶의 질 연구(Gwen & Friedman, 1996)에서 장기 생존자들

은 질병과 치료로 인한 신체적 영역의 많은 부분은 해결 하였으나 심리적, 사회

적, 영적 영역의 삶의 질은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Yi 

(2015)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피로, 통증, 우울이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

으며, 갑상선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Yang과 Yi (2015)의 연구에서 삶의 질

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불안, 우울로 58.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와 Kim 등(2016)의 연구에서 식도암 수술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 중

연하 곤란과 식사하는데 곤란함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측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디스트레스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NCCN (2008)에서는 극도의 걱정, 두

려움, 슬픔, 불확실한 사고, 절망, 심각한 가족문제와 재정 문제, 영적 위기들

이 디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최근 암환자가 경험하는 디스트

레스의 여러 요인들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질병 관련 특성에서는 발병 후 경과 기간 즉, 진단시기 이후에서 치료 종료 후

시기까지의 기간을 비교했을 때, 환자들의 삶의 질이 치료시기에 따라 변화 한

다고 보고하였다(Kim, 2006). Kwon과 Yi(2012)의 치료 종료 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신체 상태에 비해서 정서 상태에서 삶의

질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Jeon 등(2010) 유방암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환자는 전체의

47.4%로, 이들은 정상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Kvale 등(2009)의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이용하여 디스

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결과, 총 10점 만점에 2.15점이었고, 디스트레스 정도와

삶의 질 총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삶의 질 하부 영역 중 신체적 영역



- 11 -

과 정서적 영역과 디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nconomou 등(2004)의 암 진단 후 보조항암치료 또는 1차 항암 치료가 계

획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 전과 치료 종료 후 정서적 디스트레스와 삶

의 질을 측정하여 비교해본 결과, 대상자의 1/3이상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기

간 내내 높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며 이중 우울은 전반적인 삶의 질의 강한 예

측인자임을 확인했다. 

이상의 고찰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 등의 디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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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정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A상급종합병원에서 식도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발성 식도암 진단을 받은 자

  2)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자

  3) 만 20세 이상으로 설문지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하거나 응답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자

대상자 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10을 이용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효과크기 0.15, 예측

변수 5개로 하였을 때 92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는 총 110명이 등록되었고, 

대상자 수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 치료방법이 다양하여 항암화

학요법을 단독으로 받은 7명을 제외하고 103명의 결과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디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디스트레스 정도와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파악

하기 위해 미국 NCCN에 의해 개발된 디스트레스 온도계(Distress Thermometer, 

DT)와 디스트레스 문제 목록(Problem list, P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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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레스 온도계는 0(전혀 없다)부터 10(최고 심하다)의 범위의 11점 시상적

사상 척도로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간 대상자가 느낀 디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NCCN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디스트레스 온도계 절단점을

4점으로 디스트레스 점수가 4점 미만인 대상자를 경증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

하며, 4점 이상인 대상자를 중증 디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문제목록은 실생활 문제 6문항, 가족 문제 4문항, 정서적 문제 6문항, 영적/종

교적 문제 1문항, 신체적 문제 22문항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39개 문제 목

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제 항목은 예/아니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경증(4점 미만)의 디스트레스군은 일차적으로 종양팀에서 통상적인 임상적 지지

방법으로 디스트레스를  중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증(4점 이상)의 디스트레

스 군에서는 문제목록을 체크하도록 하여 문제에 따른 개별적 중재를 할 수 있

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도구는 NCCN (www.nccn.org)의 NCCN Permissions Requests Sunmission으

로부터 한국어 버전으로 도구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2)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Cella (1987)에 의해 만성 암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된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FACIT) 

system의 FACT-G(Cella & Tulsky, 1993)의 FACT-G version 4를 사용하였다.

FACT-G는 FACT 공식 웹사이트(www.facit.org)를 통해 도구사용 허가를 받았다.

FACT-G는 신체 상태(7문항), 사회/가족 상태(7문항), 정서 상태(6문항), 기능

상태(7문항)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

점 Likert 척도로서“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보통이

다”2점, “꽤 그렇다” 3점, “상당히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삶

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Yoo 등(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0 이였으며, 신체적 상태.88, 사회/가족 상태.72, 정서적 상태.78, 기능적

상태.84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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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 정도, 경제 상태,

직업 유무에 대해 포함되었으며 임상적 특성으로는 암을 진단받은 시기, 병기, 

암 치료 종류, 동반질환 유무가 포함되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기관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로부터 2016년 5월 연구승인(과제번호:2016-0305)을 받았고, 진료과 교수 및 간

호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 장소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인 A상급종합병원의

입원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중 식도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대

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직접 설문지

를 작성하기 어려워 대상자가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어 주면서 작성하였고 대상자가 스스로 응답할 수 없는 부분은

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자료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 특성은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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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test를 하였다.

3)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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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항암화학요법단독 군 7명을 제외한 총 103명으로 연구 결

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2.9세이었고 성별은 남자는 93명(90.3%), 여자는 10명(9.7%)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98명(95.1%), 미혼은 5명(4.9%)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

가 61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졸이 45명(43.7%)이었고, 중졸

이하는 40명(38.8%), 대졸 이상 18명(17.5%)순이었다.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수

준을 '중'이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95명(92.2%)이었고 '상'이라고 대답한 대상자

는 4명(3.9%)이었다. 현재 직업이 없는 대상자는 52명(50.5%)이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으로는 암 병기는 Ⅰ기가 47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Ⅲ기 28명(27.2%), Ⅱ기 24명(23.3%), Ⅳ기 4명(3.9%)순이었다. 처음 식도암 진

단을 받은 이후 경과기간은 6개월 미만이 76명(73.8%)이었고, 6개월 이상인 경

우가 27명(26.2%)이었다. 치료의 종류는 식도암 진단 후 수술 예정인 군은 59명

(57.3%)이었으며, 동시항암방사선요법 군 44명(42.7%)이었다. 동반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44명(42.7%), 동반 질환이 없는 대상자는 59명(57.3%)이었다(Table 1).



- 17 -

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03)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93(90.3) 

Female 10(9.7)

Age <65 62(60.2)

≥65 41(39.8)

62.9±8.3

Marital status Not married 5(4.9)

Married 98(95.1)

Religion Yes 42(40.8)

No 61(59.2)

Education ≤Middle school 40(38.8)

High school 45(43.7)

≥University 18(17.5)

Perceived High 4(3.9)

economical Moderate 95(92.2)

status Low 4(3.9)

Occupation Yes 51(49.5)

No 52(50.5)

Stage of Ⅰ 47(45.6)

cancer Ⅱ 24(23.3)

Ⅲ 28(27.2)

Ⅳ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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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n(%)

Time period since <6 76(73.8)

diagnosis(month) ≥6 27(26.2)

Comorbidity Yes 44(42.7)

No 59(57.3)

Type of treatment CCRT 44(42.7)

Planned Surgery 59(57.3)

CCRT; Combined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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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1)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사용하여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0

에서 10점까지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4.06±2.04점이었다. 전체

디스트레스 점수 중에서 절단점(cut off score)이 4점 미만인 경증의 디스트레

스를 대답한 대상자는 43명(46.5%)이었고, 중증 이상의 디스트레스인 4점 이상

을 대답한 대상자는 60명(53.5%)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Distress                                         (N=103)

Distress Score n(%)  Mean±SD  

4.06±2.04

Distress Score<4 0 3(2.9) 2.16±0.95

1 7(6.8)

2 13(12.6)

3 20(19.4)

Subtotal 43(46.5)

Distress Score≥4 4 17(16.4) 5.42±1.44

5 23(22.3)

6 8(8.7)

7 3(2.9)

8 6(5.8)

9 1(1.0)

10 1(1.0)

Subtotal 60(53.5)



- 20 -

Figure 1. Frequencies of Distres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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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문제목록

  디스트레스 4점 이상의 중증 디스트레스 군에서 5개 영역 39문항으로 구성된

디스트레스 문제 목록 중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실생활 문제 영역에

서는 치료결정 46명(76.7%)이 해당되었고 정서적 문제 영역에서는 걱정 52명

(86.7%), 신체적 문제 영역에서는 식사 31명(51.7%)이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생활 문제 영역에서 치료결정이 46명(76.7%)

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보험/재정이 22명(36.7%)으로 높

았다. 정서적 문제 영역에서는 걱정 52명(86.7%)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 23명

(38.3%), 두려움 19명(31.7%), 슬픔 19명(31.7%), 일상활동의 흥미상실 18명

(30.0%), 신경질 15명(2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문제 영역에서는

식사가 31명(51.7%), 수면 24명(40.0%)으로 응답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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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blem List of Distress 4 points or more                               (N=60)

Variables Problem List n(%)

Practical Child care 3(5.0)

Housing 8(13.3)

Insurance/financial   22(36.7)

Transportation   11(18.3)

Work/school   14(23.3)

Treatment decision   46(76.7)

Family  Dealing with children 4(6.7)

Dealing with partner 5(8.3)

Ability to have children 0(0.0)

Family health issues 6(10.0)

Emotional Depression 23(38.3)

Fear 19(31.7)

Nervousness 15(25.0)

Sadness   19(31.7)

Worry   52(86.7)

Loss of interest in usual activities   18(30.0)

Spiritual/religious concerns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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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Variables Problem List n(%)

Physical Appearance 3(5.0)

Bathing/dressing 7(11.7)

Breathing 8(13.3)

Chanages in urination 4(6.7)

Constipation 18(30.0)

Diarrhea 3(5.0)

Eating   31(51.7)

Fatigue   22(36.7)

Feeling Swollen   8(13.3)

Fevers   6(10.0)

Getting around   19(31.7)

Indigestion   16(26.7)

Memory/concentration 3(5.0)

Mouth sores 1(1.7)

Nausea    14(23.3)

Nose dry/congested   6(10.0)

Pain    23(38.3)

Sexual   3(5.0)

Skin dry/itchy    8(13.3)

Sleep    24(40.0)

Substance abuse   1(1.7)

Tingling hands/feel    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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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삶의 질

대상자의 삶의 질은 총점 108점에 평균 66.39±12.56점이었고, 영역별 삶의 질

평균은 신체적 상태 21.75점, 사회/가족상태 14.71점, 정서 상태 14.69점, 기능

상태 15.21점이었다(Table 4). 

4개 영역별 삶의 질 항목 중 2점(보통)이하를 보인 것은 사회/가족 상태 영역

에서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1.83점,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1.80점, '성 생활에 만족한다.' 1.85점이었다. 정서 상태 영역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1.90점,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1.67점이었고, 기능

상태에서는 '나는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1.93점이었다

(부록 5).

Table 4. Level of Quality of Life                                                  (N=103) 

                            

Variables M±SD Range (min~max) Range of scale

Quality of life 66.39±12.86 31-105 0-108

  Physical well-being 21.78±5.51 2-28 0-28

Social/family well-being 14.71±3.38 8-28 0-28

Emotional well-being 14.69±3.68 5-24 0-24

Functional well-being 15.21±4.66 3-28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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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지각하는 경제수준, 직업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동반 질환이 있는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55, p=.012), 동반 질환이 없

  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암 치료의 종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2.23, p=.028), 동시항암방사선요법 군

  이 수술예정인 군보다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암 병기, 

  진단 시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40, p=.018),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연령, 결혼상태,종교, 교육수준, 

지각하는 경제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암 병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6.09, p<.001) 사후분

석을 한 결과 Ⅳ기가 Ⅰ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 암 진단 후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3.27, p<.001),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미

만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암 치료의 종류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났으

며(t=0.16, p<.001) 수술 예정인 군은 동시항암방사선요법 군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외에 동반질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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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03) 

                                                                                                                          

Distress Quality of life

Variables Categories n(%)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93(90.3) 4.00±1.20 -0.88 .380 66.91±12.63 0.29 .208

Female 10(9.7) 4.60±2.50 61.50±14.66

Age <65 62(60.2) 4.03±2.23 -0.17 .868 66.10±13.33 -0.28 .779

≥65 41(39.8) 4.10±1.74 66.83±12.26

Marital Not married 5(4.9) 4.40±2.70 0.38 .703 72.40±6.80 0.22 .286

status Married 98(95.1) 4.04±2.02 66.08±13.04

Religion Yes 42(40.8) 3.93±2.19 0.53 .595 64.55±11.50 1.21 .230

No 61(59.2) 4.15±1.95 67.66±13.68

Education ≤Middle 40(38.8) 3.53±1.84 2.43 .093 68.90±11.81 -1.51 .225

High 45(43.7) 4.31±1.95 64.07±13.61

≥University 18(17.5) 4.61±2.50 66.61±12.79

Perceived High 4(3.9) 3.50±2.52 1.86 1.610 65.50±12.76 0.02 .980

economical Moderate 95(92.2) 4.16±2.01 66.46±12.69

status Low 4(3.9) 2.25±2.06 65.50±20.27

Occupation Yes 51(49.5) 3.82±1.20 -1.16 .250 69.39±12.31 2.40 .018

No 52(50.5) 4.29±2.08 63.44±12.83

Stage of Ⅰa 47(45.6) 3.77±2.04 2.46 .067 71.04±10.35 6.09 <.001

cancer Ⅱb 24(23.3) 3.96±2.27 65.29±10.22 d<a

Ⅲc 28(27.2) 4.29±1.56 61.75±15.31

Ⅳd 4(3.9) 6.50±2.65 50.75±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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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d)

Distress Quality of life

Variables Categories n(%) M±SD t/F p M±SD t/F p

Time period <6 76(73.8) 3.91±2.14 -1.26 .212 68.75±12.92 3.27 <.001

since ≥6 27(26.2) 4.48±1.72 59.74±10.26

diagnosis (month)

Comorbidity Yes 44(42.7) 3.63±1.96 -2.55 .012 68.32±12.03 0.43 .077

No 59(57.3) 4.64±2.02 63.80±13.61

Type of treatment CCRT 44(42.7) 4.57±1.83 2.23 .028 60.84±14.14 0.16 <.001

Planned Surgery 59(57.3) 3.68±2.12 70.53±10.10

CCRT; Combined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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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전체의 점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58, 

p<.001)를 보여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삶의 질 하부 영역별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신체 상태(r=-.54, p<.001), 

사회/가족 상태(r=-.27, p=.006), 정서 상태(r=-.40, p<.001), 기능 상태(r=-

.46, p<.001)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Correlations among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N=103)

Variable
Distress

r(p)

Quality of life -0.58(<.001)

Physical well-being -0.54(<.001)

Social/family well-being -0.27(<.001)

Emotional well-being -0.40(<.001)

Functional well-being -0.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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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낸 디스트레스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 관련 특성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직업, 병기, 진단 시기 및 치료 방법을 독립변수로 포함하

여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직

업, 병기, 진단 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하였다. 최종 회귀

모형은 디스트레스, 치료의 종류가 선택되어 구축되었다. 이들 영향 요인의 전

체 설명력은 35%(adjusted R²=.35)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8.08, p<.001).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ple 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Durbin-Watson지수는 1.91로 나타나서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이 1.03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N=103)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89.16 3.46 25.79 <.001

Distress (≥4) -12.35 2.11 -0.48 -5.86 <.001 0.97 1.03

Type of treatment (CCRT) -7.54 2.10 -0.29 -3.59 .001 0.97 1.03

Adj R²=0.35, F=28.0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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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식도암 환자는 음식 및 침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 목소리 변화, 체

중 감소 등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식도암의 불량한 예후, 힘든 치료 과정으

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저하에 영향

을 받는다. 

본 연구는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과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추후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도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06점이었으며 디스트레

스 관리가 필요한 4점 이상을 보고한 중증 이상의 디스트레스 대상자는 60명

(53.5%)이었다. 대상자는 다르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정도를 연구한 Seo와 Yi (2015)의 디스트레스 평

균 점수는 4.01점이었고, 디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디스트레스 군

은 74명(57.8%)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양한 암종의 암환자를 대

상으로 한 Tonsing 와 Vungkhanching (2017)의 연구에서도 중증 이상의 디스트

레스 군이 51%로 주기적인 디스트레스 사정과 디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치료 단계별 디스트레스 정도를 연구한 Jeong(2016)

의 디스트레스 점수는 4.6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에 포함된 대상자의 57.3%가 Ⅰ기로 질병 초기의 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국내에서는 식도암 환자가 지각하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치료의 종류

나 시기에 따른 디스트레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디스트레스 4점 이상의 중증 디스트레스 군에서 문제 목록의 5가지 영역 중 문

제 목록 빈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적 문제, 

실생활 문제, 가족 문제였다. 부인암 환자의 생존단계에 따른 디스트레스에 대

한 Park (2014)의 연구에서 급성 생존단계는 확장 생존단계나 영속적 생존단계

보다 정서적 영역의 문제가 더 많았으며, 치료 종료 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own & Yi(2012)의 연구 또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Ylva 등(2017)의

식도암 환자 218명을 대상으로 HADS도구로 식도 절제술 후 시기별 불안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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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식도 절제술 후 12개월에도 절단점(8점)이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암환자들이 40%로 보고 되었으며, 식도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

에 대한 Dempst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 등과 관련한 정서적 디스

트레스는 치료 후 4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암 환자들은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후에도 불안과 두려움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도암 환자는 치료 과정 중 통증, 구강건

조, 역류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식도암의 불량한 예후에 대한 불안, 우울 등

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삶

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식도암 환자의 정서적 영역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는 가까운 곳에서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의

료진으로서,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

이고 환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 목록에서 정서적 문제 영역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영역은 신체적 문

제 영역으로 중증(4점) 이상의 디스트레스 군에서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하

부 문항은 '식사' 문제였다. 식도암 초기에는 대개 증상이 없으나 진행된 식도

암에서는 연하곤란과 삼킬 때 통증 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식도암 치료와 관련

하여 오심/구토, 변비, 피로 등을 경험하는데, 이에 따라 식사하기가 불편해지

고 식사량도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 체중감소, 영양 불량이 동반될 수 있다.

(Kang, 2012).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Anandavadivelan(2017)의 연구에서

식도 절제술 후 식사하기 어려움과 체중 감소는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증상이라고 하였으며, Donohoe 등(2011)은 연하곤란이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Ha 등(2016)

의 연구에서 식도암 관련 증상과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증상 경험이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근거로 식도암 환자가

경험하는 식도암 관련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생활 문제 영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하부 문항은 치료 결정 문제로 46명

(76.7%)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암을 진단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요

법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의 치료방법을 권유 받게 된다. 암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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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병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치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치료로 인한 신체 일부분

의 상실이나 장애 등 영구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가 가중된다. 암환자의 치료결정은 암의 예후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렵고 복잡

한 과정이다(Leighl et al., 2011). 질병치료에 있어 대부분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를 대상

으로 한 Baek(2009)의 연구에서는 환자 자신이 질환을 알고 있더라도 진행 정도

나 치료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 결정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암 치료 방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암환자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가족 문제 영역은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Kwon과 Yi(2012)의 연구결과

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것과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가 대부분 남자 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FACT-G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삶의 질 점수는 평

균 66.39점이었다. 대상자는 다르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Lee(2007)의 연구에서 삶의 질

점수는 평균 62.1점이었고, Nipp (2017)의 연구에서 진행성 암환자 237명을 대

상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평균 64.41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과 Jang (2012)의

연구에서 삶의 질 점수는 평균 50.64점으로 본 연구보다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

갑상선 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Yang (2015)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점수는

평균 7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

이 다르므로, 단순한 비교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나 암환자라도 암종의 종류와

치료 합병증, 예후 등에 따라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추후 암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총 4개의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신체적 상태 21.78점, 사회/가족상태

14.71점, 정서 상태 14.69점, 기능 상태 15.21점으로 유방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Jo, 2016)에 비해 신체적 상태는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영

역은 다소 낮게 나타났고 그 중 사회/가족상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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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상으로 FACT-B 도구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Jeffe (2016)의 연

구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aek (2013)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하부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영

역은 기능 영역으로 본 연구 결과가 차이가 있었다. 암 치료 중에는 집안일이나

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암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

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상태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사회/가족상태 영역에서 보통(2점) 이하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1.83점,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1.80점이었다. 암환자는 암을 진단 받는 순간부터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

가 일어나며 치료과정 중에 가족과의 격리나 친구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Maxwell(1982)은 암환자가 질병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

고, Caplan(1971)은 배우자와 전문가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Jeong(2008)의 연구에서 환자의 사회적지지 중 가족 및 친척에게서 제공받는 정

서적 지지가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암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다(Shin, 200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높

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치료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t=.16, p<.001), 동시 항암방사선요법 군이 수술 예정 군보다

삶의 질이 낮게 측정되었다. 식도암 환자 363명을 대상으로 선행 항암방사선요

법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본 Noordma 등(2017)에서 동시 항암방사선요법이

수술 후 삶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동시 항암 방사선요법 군에서 방사선 치

료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체적 기능, 식사문제, 정서적 문제, 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2011)의 연구에서 치료 종류에 따라 전체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Jang (2010)의 연구에서는 치료 종류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추후 암 치료 방법에 따라 재확인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식도암 치료 방법 중 항암화학요법 군의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왜곡현상이 우려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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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치료하는 전신적 치료방법으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

어 항암제가 주기적으로 반복 투약되고, 장기간 치료로 인해 암환자들은 오심/

구토, 피로, 식욕 부진,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도 겪으면서 삶의 질이 감소 될 수 있다. 항암화학요

법을 받는 위암 환자의 우울과 영향요인에 대한 Kim (2012)의 연구에서 증상 경

험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소화기암 142명을

대상으로 한 Tavoli 등 (2007)의 연구에서도 57%의 환자가 치료 중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식도암 환자 중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단독으

로 받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와 발생 시기

에 따른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r=-.61,

p<.001)를 보여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Seo & Yi(2015)의 연구에서도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r=-.52, p<.001)를 보여 유사하게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 디스트레스 온도계와 문제목록 도구를 사용하여 암환자의 디스트

레스 정도와 문제를 간편하게 사정할 수 있으며, 암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FACT-G 도구는 암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받는 지지와 만족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체 상태, 정서 상태 및 기능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삶

의 질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따라서 임상에서 디스트레스 온도계와 문제

목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암환자의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식도암 환자

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파악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의한 변수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디

스트레스, 치료의 종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35%였다. 동시 항암방사선요법은

암환자에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작용들을 유발하며, 이러한 증상 경험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예측 요인들 중 하나로 밝혀

져서 환자들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상자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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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 또한 적극

적으로 조절 치료하는 것이 암 환자의 치료경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암 환자

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Miaskowski 등(2006) 암 치료를 받는 외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

로, 수면. 우울, 통증을 포함한 증상경험이 적을 수록 기능수준이 좋고 삶의 질

이 향상됨을 보고하여 증상경험이 암환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hin(2016)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증상 클러스터, 우울, 불안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하여 신체적 증상 및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디스트레스가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치

료 종류가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치료 종류에 따

라 대상군을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른 암종에 비해 발생률이 낮아 흔히 접할 수 없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중 발생하는 현상을 밝혔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식

도암이 다른 암종에 비해 치료과정이 길고, 복합적이어서 치료과정 중 식도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중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

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 상급종합병원 식도암 환자를 임의 표출하여 1

회적으로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

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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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원발성 식도암 환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이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7년 2

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소재 A상급종합병원의 식도암 환자 중 본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 11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단독항암화학요법 군 7명을 제외한 후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

  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 NCCN(2007)에

의해 개발되고 국립암센터에서 번역한 한국형 디스트레스 측정도구인 디스트

레스 온도계와 문제목록을 사용하였고, 삶의 질 측정도구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FACT-G) version 4를 이용하였다. 자

료 분석 방법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s test, 다중회귀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디스트레스 점수 평균은 4.06±2.04점이었고 절단점인 4점 이상

    (중증)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대상자는 60명(53.5%)이었다. 디스트레스 문

    제 목록의 5가지 영역 중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실생활 문제 영

    역에서는 '치료결정' 46명(76.7%)이 해당되었고 정서적 문제 영역에서는 '  

    걱정' 52명(86.7%), 신체적 문제 영역에서는 '식사' 31명(51.7%)이었다.

  2)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66.39±12.86점이었으며, 총 4개의 영역별 삶의

    질 점수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신체 상태로 21.78±5.51점이었고, 정서 상태

    는 14.69±3.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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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스트레스는 동반 질환 유무(t=-2.55, 

    p=.012)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직업 유무(t=2.40, p=.018)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암

   병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09, p<.001). 암 진단 후 시기

   (F=3.27, p<.001), 암 진단 후 치료의 종류(t=.16, p<.001)에 따라서도 차이

   가 있었다.

4) 대상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61, p<.001)

   를 보여 디스트레스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부 영역인 신체 상태(r=-.54, p<.001), 사회/가족 상태(r=-.27,

   p<.001), 정서 상태(r=-.40, p<.001), 기능 상태(r=-.46, p<.001

   에서도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5) 직업, 병기, 진단 시기 및 치료의 종류, 디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

   계별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료의 종류와 디스트레스 변수가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adjusted R²=.35, p=.001).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식도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인 사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병원에서 원발성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

  구자의 편의 추출에 의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38 -

2) 식도암 환자의 치료 종류 및 시기에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종

   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3) 디스트레스 사정을 통해 중증의 디스트레스 군을 선별하여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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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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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version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산전문간호학 석사과정 중인 간호사 주연화입니다.

본 연구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식도암 진단을 받은 후 경험

하고 느끼는 심리사회적 고통 및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 입니다. 

설문지의 문제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문항에 답하

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총 10~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하신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되어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연구자 주연화 올림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서명)

                                            지도 교수: 김 정혜

                                            연구자: 주 연화

                                            이메일: bigmoney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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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주제 : 식도암 환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칸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 이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3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참여하더라

도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까?

□

4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측되는 이익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5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측되는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알

고 계십니까?

□

본인은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건강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며, 동의서 사본 1본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동의서 서명일         년       월      일

r

연구대상자의 대리인 성명:                       (서명)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동의서 서명일         년       월      일

연구자 성명:                       (서명)

동의서 서명일         년       월      일

소속 : 서울아산병원 ,연락처: 02-3010-6255, E-mail: bigmoney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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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Ⅰ. Distress Thermometer (DT)와 problem list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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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FACT- G) version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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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란

    에  V 표시를 하시거나, 적절한 내용을 직접 기입해주십시오.

1. 연령 :만    세(       년생)

2. 성별 : 남 / 여

3. 결혼 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4. 종교 : ① 없음  ② 기독교  ③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

5. 교육 정도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⑦ 기타 (         )

6. 경제 상태 : ① 상     ② 중     ③ 하

7. 현재 직업 : ① 있다   ② 없다

♠ 모든 문항이 끝났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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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자의 질병적 특성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1.처음 식도암을 진단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월

2. 질병의 병기는 몇 기 입니까?

   ① 1기  ② 2기   ③3기   ④ 4기   ⑤ 모른다

3. 식도암 진단 후 귀하가 받는 치료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가능)

   ① 항암화학요법 단독   ② 수술   ③ 방사선치료 단독

④ 항암화학방사선동시요법   ⑤ 기타 (            )

4. 식도암 이외의 다른 만성질환이나 질병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만약 있다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

5. 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모른다

6.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현재까지 치료 횟수는 총 몇 번

   입니까?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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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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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Items Score of Quality of Life                                                       (N=103)

Subscales Mean±SD

Physical well-being(PWB)

  I have lack of energy 2.63±1.16

  I have nausea 3.52±1.01

  Because of my physical condition, I have trouble meeting the 

  needs of my family 3.10±1.01

  I have pain 3.07±1.17

  I am bothered by side effects of treatment 2.99±1.18

  I feel ill 3.14±0.99

  I am forced to spend time in bed 3.33±1.01

Social/family well-being(SWB)

  I feel close to my friends 1.83±0.73

  I get emotional support from my family 2.46±0.73

  I get support from my friends 1.80±0.80

  My family has accepted my illness 2.75±0.71

  I am satisfied my partner communication about my illness 2.32±0.73

  I feel close to my partner(or the person who is my main support) 2.58±0.74

  I am satisfied with my sex life 1.85±0.79

Emotional well-being(EWB)

   I feel sad 2.65±1.09

   I am satisfied with how I am coping with my illness 2.23±0.68

   I am losing hope in the fight against my illness 3.31±0.94

   I feel nervous 1.90±0.97

   I worry about dying 2.92±1.05

   I worry that my condition will get worse 1.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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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Mean±SD

Functional well-being(FWB)

   I am able to work(include work at home) 2.34±0.88

   My work(include work at home) is fulfilling 1.93±0.81

   I able to enjoy my illness 2.03±0.80

   I have accepted my illness 2.78±0.63

   I am sleeping well 2.09±1.01

   I am enjoying the things I usually do for fun 2.00±0.80

   I am content with the quality of my life right now 2.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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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Ju, Yeon hwa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Directed by Professor

Kim, Jeong Hye, R.N., Ph.D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is influenced by the quality of life in a 

multifaceted way including psychosocial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esophageal cancer pati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03 

patients diagnosed with primary esophageal cancer from February to

November, 2017 at the A General Hospital in Seoul, Korea.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a Distress Thermometer(DT)  & Problem List 

(PL) and Functional were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FACT-G) 

version 4 used to measure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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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an distress score of the subjects was 4.06 ± 2.04 out of 10,

    among the participants, 60(53.5%) were in the severe to high distress 

    group (score of 4 or more).Among the 39 problem list, with a response 

    rate of more than 50% was ‘worry’ (86.7%), 'treatment decision'

    (76.7%), 'eating' (51.7%) in the severe to high distress group.

2) The total mean score of quality of life was 66.39±12.86 out of 108, 

    the highest category was physical well-being with a mean item score of

    21.78 ± 5.51, the lowest one was emotional well-being with a mean 

    item score of 14.69±3.68.

3) Di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orbidity (t=-2.55, 

    p=.012)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occupation(t=2.40, p=.018), 

    stage of cancer(F=6.09, p<.001), time period since diagnosis(F=3.27, 

    p<.001), type of treatment(t=.16, p<.001) according to the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4) The levels of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were negatively correlated   

    (r=-.61, p<.001), the higher the distress score,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score.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as explained by type of treatment and distress, accounting

    for 35%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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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was 

relatively low, and the type of treatment and distres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quality of life. Thu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ir 

distress and to provide appropriate interventions.

Keywords: Esophageal cancer, Distres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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