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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도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식도암의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시도된 전향적 종단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

병원의 폐식도 외과 병동에서 식도암 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 49명이었다. 식도

암 증상은 Esophageal Cancer-Specific Core Questionnaire, 불안과 우울은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삶의 질은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OL-C30 Questionnaire를 이용해 환자에게

직접 설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9명으로 남성이 46명(9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 여성은 3명(6.1%)이었다. 평균 연령은 63.0±7.12이었고, 식도암의 수술 전

병기는 0기 2명(4.1%), Ⅰ기 26명(53.1%)), Ⅱ기 10명(20.4%), Ⅲ기 10명

(20.4%), Ⅳ기 1명(2.0%)이었다. 수술방법은 Ivor Lewis operation이 32명

(65.3%)으로 가장 많았고, Mckeown operation이 16명(32.7%), Transhiatal 

esophagectomy 1명(2.0%)이었다. 

2. 대상자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에 연하

곤란(F=13.9, p＜.001), 식사하는데 곤란함(F=18.53, p＜.001), 구강건조

(F=3.16, p=.047), 맛을 느끼기 어려움에서(F=5.86, p=.004) 시기별 변화가 나

타났다. 수술 1개월 후에 수술 전에 비해 모든 증상이 악화되었고 역류, 통증, 

침 삼키기 어려움, 삼킬 때 숨이 막힘, 기침하기 어려움, 말하기 어려움은 수술

시기별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3. 불안(F=59.56, p＜.001)과 우울(F=72.13, p＜.001)은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

월 및 3개월에 시기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기능영역 삶의 질에서 시기별

변화가 나타났다(F=5.23, p=.007). 신체적 기능(F=30.51, p＜.001), 역할 기능

(F=50.13, p＜.001), 인지적 기능에서(F=4.78, p=.011)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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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대상자의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증상영역 삶의 질에서

각 시기별 변화가 나타났다(F=15.05, p＜.00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

전에는 수술 후에 비해 대부분의 증상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증상으

로 인한 불편감이 낮아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를

보인 증상은 피로(F=21.95, p＜.001), 수면장애(F=6.54, p=.005, 통증(F=19.98,

p＜.001), 변비(F=3.2, p=.045), 오심/구토(F=8.57, p＜.001), 식욕저하

(F=21.54, p＜.001), 호흡곤란이었다(F=9.19, p＜.001). 설사와 경제적 어려움

은 각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의 각 시기별 평균 점수는 59.01±20.68, 

50.17±18.67, 65.48±14.73점으로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F=10.42, p＜.001).

본 연구의 결과 식도암 수술환자의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은 수술 후 1

개월후에 가장 심하였고, 수술 3개월 후에 회복 되었으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지속되고 삶의 질은 저하된 상태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경험하

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중재와 중재제공

시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식도암 수술 후 장기간에 걸친 전향적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식도암, 증상, 불안, 우울,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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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한해 동안 국내

에서 217,057건의 암이 발생하였고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7,902명으로 전체 사

망자의 29.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 식도암은 연 2,344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1%이지만, 사망률은 연 1,352건으로 식도암 발생환자의 50%이상이며 전체 암

사망의 10위이며(National Cancer Registration and Statistics System [NCRS],

2014) 췌장암, 간암, 폐암과 더불어 치명적인 암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Zhang, 2013).

이처럼 여러 암 종 중 식도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고 예후가 불량하며 치료하기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다(Davies et al., 2014). 하지만 식도암의 진단,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의 발전과 조기식도암의 증가, 내시경 점막절제술로

인한 치료 증례의 증가에 따라 치료성적은 향상되고 있다(Yang, 2006). 그 결과

최근 5년 상대생존율은 2008-2012년 31.7%로 2001-2005년 상대생존율 21.2% 대

비 10.5% 향상하였다(National Cancer Center [NCC], 2014).

식도암은 수술, 방사선요법 및 항암화학요법 혹은 병합요법이 치료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 중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다(Wu & Posner, 

2003). 식도암 수술은 질병의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식도를 절제한 후 위장 또

는 대장을 이용한 대용 식도를 사용하게 되며(Ivor, 1946) 이로 인하여 원발 부

위 종양 절제에 국한된 다른 위장관 종양수술에 비해 수술 범위가 크다(Choi, 

2013). 복부 및 흉부 때로는 경부절개를 동반하는 큰 수술이고 합병증의 발생률

과 사망률이 높은 편이며 수술 후 여러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Kim, 2007).

식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연하곤란과 삼킬 때 발생하는 통증이며 이에 따라

식사하기가 불편해지고 식사량도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 체중 감소, 영양불량이

동반될 수 있다(Kang, 2012). 수술 후 환자는 통증, 식습관의 변화, 변비, 역류, 

음식 및 침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 구강건조, 미각장애, 기침 및 말하기 어

려움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Blazeby et al., 2003; Malm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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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이는 환자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Lagergren et al., 2007; Masamichi et al., 1997). 또한 식도암 수술 환자의

체중감소 및 영양적인 문제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증가와 치료 효과의 감소

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존율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Kight, 

2008).

식도암의 불량한 예후와 어려운 치료과정은 식도암 환자들로 하여금 진단시점

부터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게 되고, 일부 환자들은 우울하고, 

외롭고, 버려지고, 수술 이후 남은 문제들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된

다(Olsson et al.,2002). 또한 수술은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사건 중 하나이며

수술 후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Mok & 

Wong, 2003). 이러한 암환자의 심리적 정서는 공통적인 문제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대부분의 의료진은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

하고 당연하다는 가정 하에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Thomas et al., 2000).

식도암 환자의 진단 시점부터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나타나는 신체적 및 심리

적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해왔다(Ha, 2015; Hiroko et 

al., 2016; Kim, Moon, Kim & Park, 2006; Kim, 2007; Najib et al., 2009; 

Noleen, Martin, Ceara & Robert, 2009; Pernilla et al., 2006). 수술 전부터

시작되는 증상들은 수술 직후부터 나빠지기 시작하여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

하게 되며 수술 후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증상감소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6개월 혹은 1년까지 증상과 삶

의 질의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식도암 수술 후 초기 3개월과

정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심해지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삶의 질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수술 후 초기 단계에

간호요구도가 가장 많고 이에 따른 간호중재와 지지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식도암 환자가 수술 후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 심리적 변화, 

이로 인한 삶의 질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식도암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을 수술 후 단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조사한 종단적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초기 회복

단계에서 시기별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에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해 식도암

환자의 증상, 우울, 불안 및 삶의 질을 파악하여 추후 식도암 환자의 증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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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식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1개월과 3개월의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불안, 우울의 변화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식도암 수술 환자

(1) 이론적 정의

식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식도암 수술은 증상 완화를

위한 고식적인 수술과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인 수술로 나눌 수 있다

(Enzinger et al.,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인 수술(Curative surgery)을 받

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2) 식도암 증상

(1) 이론적 정의

증상이란 생물학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과 감각 또는 개인의 인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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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며, 정상 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각된 지표이

고 다차원적인 것이다(Harver & Mahler, 1990).

(2) 조작적 정의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EORTC)에서

Blazeby 등(2007)이 개발한 식도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Esophageal Cancer-

Specific Core Questionnaire(EORTC QLQ-OES18)의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심한 것을 의

미한다.

3) 불안

(1) 이론적 정의

긴장이나 위협을 초래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두려움을 내포한 염려,

긴장 등을 말하고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변화하는 개체의

정서적 상태이다(Spielberge, 1972).

(2) 조작적 정의

불안은 Zigmond와 Snaith (1983)에 의해 개발되고, 한국판으로 번역된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HADS)의 불안에 대한 7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우울

(1) 이론적 정의

정신, 신체적 활동의 일반적인 저하가 수반된 저항할 수 없는 정서적 태도로

부적절한 감정과 절망감 같은 일상적인 우울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의 정서장애이다(Zung, 1985).

(2) 조작적 정의

우울은 Zigmond와 Snaith (1983)에 의해 개발되고, 한국판으로 번역된 HADS

의 우울에 대한 7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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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암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완치된 장기 생존자가 암과 관련되어 삶에 영향이

있음을 이해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인지하는 기능

상태와 비교되는 현재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다(EORTC, 2012; Yun, 2011).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EORTC에서 개발한 Quality of Life Core 30(EORTC QLQ-C30)의

한국어 번역판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과 기능관련 삶의 질은 점수는 낮을수록, 증상관련 삶의 질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식도암 수술 환자 49명을 임의 표출하여 식도

암 수술 후 시기별 증상, 우울, 불안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하여 조사한 연

구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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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식도암 환자의 증상

암환자는 질병 자체에서 오는 증상과 치료로 인한 여러 유형의 부작용을 경험

하게 된다. 암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암 치료 이후에도 통증, 사지 저림, 인지

장애, 식욕부진, 구토,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피로, 불안, 우울, 

수면장애, 슬픔, 괴로움, 자존감 저하 등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Brem & Kumar, 2011).

식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연하곤란과 삼킬 때 발생하는 통증이며(Kang, 

2012), 초기의 식도암은 대개 증상이 없으나, 진행된 식도암은 식사하는데 곤란

함, 역류와 가슴이나 등의 통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Wen et al., 2015).

식도암 수술 이후에는 식도의 특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위장 크기 감소로 인한

위장관 내 공급 혈류량이 10-20% 감소하고 위장관 모양이 변형되며 더불어 위문

부 괄약근의 손상, 신경분포의 변화, 대용 식도의 연동 운동능력 감소, 음식물

의 위장관내 정체 시간 감소, 위장의 위치 변화 등 여러 가지 해부학적 변화가

발생한다(Choi, 2013; Däster et al., 2014).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식도암 수

술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특히 식사하는데 곤란함, 식욕저하, 입

맛의 변화와 설사 또는 변비를 발생하고(Malmström et al., 2013) 이러한 증상

은 수개월에 걸쳐 적응과정을 겪어야 한다. 수술과 관련된 변화로 인하여 소화

기능은 수술 후 9개월이 경과한 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되며(Kim, Moon, 

Kim, & Park, 2006) 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하루 6-8회의 식사가 필요하고 경

우에 따라 경관식이를 병행하게 된다.

식도암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장기간의 고통과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수술 후 호흡곤란은 개흉술에 따르는 흉곽운동의 제한이나 흉강

내에 위치한 위장에 의한 폐 용적의 감소, 수술 직후 경험한 폐합병증 등과 관

련이 있을 수 있다(Kim, 2007). Viklund 등(2006)의 식도암 수술 후 삶의 질과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증상은 피

로였고, 그 이유를 광범위한 수술 후 오랜 기간의 회복시간과 남아 있는 신체적

증상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술 후 식욕감소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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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증상으로 상부 위장관의 수술적 재건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인 역류는 수술에 따르는 위 식도 접합부위의 해

부학적 변화와 식도 괄약근의 제거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며(Kim, 2007; Vi-

klude et al., 2006) 미각의 변화와 구강건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수

술 후 발생하는 연하곤란은 문합 부위 협착과 대용 식도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이고(Teoh et al., 2011), 위장 용적의 감소로 인해 식사 시 조기 포만감과 식

후 불편감을 느끼게 되며(Däster et al., 2014), 회귀 후두 신경의 손상으로 인

해 말하기 어려움과 삼킬 때 숨이 막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Gang, 2012; 

Park, 2006; Cho, 2006). 

Kim (2007)은 식도암 증상들은 수술 직후부터 악화되고 수술 후 서서히 호전되

면서 약 1년이 경과하면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호흡곤란, 설사, 식사하는데 곤란함 등의 증상은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수술 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iroko 

등(2016)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 퇴원 후 2-4주, 3개월과 6개월에 총 29명의 식

도암 환자들의 증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수술 전 증상은 연하곤란 10.7점, 식

사하는데 곤란함 14.9점, 역류 6.9점, 통증 7.7점, 침 삼키기 어려움 1.1점, 삼

킬 때 숨이 막힘 8.0점, 구강건조 19.5점, 맛을 느끼기 어려움 13.8점, 기침하

기 어려움 9.2점, 말하기 어려움은 13.8점이었다. 퇴원 후 2-4주에 수술 전과

비교해 통증을 제외한 모든 증상의 점수가 10점이상 높아지면서 악화되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여 수술 후 3개월에는 연하곤란과 통증을 제

외하고 증상이 나아졌으나 수술 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또한, 수술 후 6개

월에도 대부분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었으나 식사하는데 곤란함과 구

강건조는 수술 후 3개월보다 더 악화된 것을 보고하였다. Lagergren 등(2007)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에 환자들이 연하곤란, 식사하는데 곤란함, 역류, 구강건조, 

기침 및 맛을 느끼기 어려움에서 10점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수술 6주후에 모든

증상이 수술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 수술 후 3개월에는 서서히 회복하면서 점수

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수술 후 악화된 대부분의 증상들이 6-12개월 이내에 호

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o 등(201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 직

후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여 수술 2주~4주후에 환자들의 겪는 증상의

정도가 가장 심해졌으며 그 후부터 점차적으로 호전되었다. 특히 비디오 흉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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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를 시행한 환자들은 개흉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회복이 더 빨라서 수술 후 3개월에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해

졌다. Najib 등(2009)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Esophageal 

scoring을 이용하여 선행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후 수술을 시행한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과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수술 후 1개월에 증상

이 가장 심해졌다가 수술 후 3개월이내에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수술 후

회복과정 중에 초기 3개월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Malmstrom, 

Klefsgard, Ivarsson, Roman과 Johansson (2015)는 수술 전부터 식도암 수술 후

2, 4, 6, 9, 12개월 시점에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수술 후 첫 1년중에 증상이 가장 악화되는 시기는 수술 후 2개월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느 시기보다 수술 후 초기 단계의 중재와 지지가 중요함을 제

시하였다.

식도암 및 수술적 치료로 인해 많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치료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며 수술 후 초기에 가장 악화되고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 회복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도암 수술 후 생기는 많은 증상들은 여러 측면에서 일

상생활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잠재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Däster et al., 2014; Teoh et al., 2011).

2. 식도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암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기간, 불확실한 결과 등으로 불안, 우울, 두려움, 심리적

충격, 자신감 저하, 고립감, 절망감 등과 같은 정서 증상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Lee et al., 2001). 이러한 정서적 장애 중 우울과 불안이 주된 문제로 나타

난다(Brigid et al., 2007; Hinz et al., 2010; Nelson et al., 2001). 불안과

우울은 암 환자가 질병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정서

적 반응으로, 국내의 경우 암 환자의 19.8%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NCC, 2012).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의 투병과정은 극도의 우울을 경험하

게 하며 이러한 과정은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한 정서적 상태를 야기하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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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Suh, 2007).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암환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평가와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통증의 5가지 활력 징후에 디스트레스를 6번째 지표로 추가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Wi & Yong, 2012). 또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암의 모든 진행 단계에서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인지하고 즉

각 치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Holland et al., 2001).

Hiroko 등(2016)은 식도암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수술 전, 

수술 후 2-4주, 수술 후 3개월, 6개월째 조사하였고, 수술 후 2-4주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퇴원 후 가정에서 수술 후 발생한 신체적 변화

에 적응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수술

후 3개월과 6개월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수술 전보다 낮은 점수를 보

였다. Bouras 등(2017)은 수술 후 식도암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불안과 우울 발

생 위험이 78%증가하였고, 수술 후 40%이상의 환자에서 식도암 증상이 보고되었

으며, 이는 수술 후 불안과 우울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3가지 이상 있는 환자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 비해 불안과 우울이

5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술 후 불안 및 우울과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 나이

가 젊은 사람과 수술 후 30일이내에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였다. Hellstadius 등

(2016)은 HADS를 이용해 식도암 환자들의 수술 전 불안과 우울 상태를 확인하였

고, 불안과 우울의 평균 점수는 각각 5.78점, 4.19점이었다. 106명의 대상자 중

에 수술 전 불안이 있는 상태는 36명(34%)이였으며 이중에 경증의 불안은 16명

(15%), 중증도의 불안은 15명(14%), 심한 불안은 5명(5%)이었고, 우울이 있는

상태는 24명(23%)였으며 이중에 경증의 우울은 16명(15%), 중증도의 우울은 5명

(5%), 심한 우울은 3명(3%)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이 더 높았고, 활동에 제

한이 있는 대상자가 우울은 6배가 더 높았다. 또한, Hellstadius 등 (2017)은

식도암 수술 후 시간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의 변화와 예측인자를 확인하고자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 12개월에 불안과 우울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각 시기

별 불안의 평균점수는 5.64점, 5.43점, 5.60점이었고 우울은 3.91점, 5.65점, 

5.53점이었다. 불안이 있는 환자는 수술 전 33%, 수술 후 6개월에 28%, 수술 후

12개월에 37%로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을 유지하는 반면 우울이 있는

환자는 수술 전 20%, 수술 후 6개월에 27%, 수술 후 12개월에 32%로 수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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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술 후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수술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 나이가 젊고, 혼자 사는 경우, 연하곤란이

심하다고 보고한 환자에서 불안이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

우,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연하곤란이 심한 환자에게 우울이 더 심했다. 많

은 환자들이 식도암 수술 후 1년동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연하곤란

증상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식도암 수술환자의 지지적 간호요구에 대한 Choi 

(2013)의 연구에서“자립심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암이 퍼질까봐 두려웠다.”의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수술 이후 경험하게 되는 역할갈등, 신체회복과 관

련된 심리적 불안, 사회로의 복귀에 대한 부담감이 대상자의 심리적 요구에 영

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통, 불안, 우울 및 영적

요구를 조사한 Wi 등(2012)의 연구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가 항암

치료보다 수술에 대한 불안과 수술 후 급성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과 우울은 식도암 수술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심리적 문제이며, 이를 조기에 사정, 진단하여 적절한 중재

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적 상황에서의 주관적인 안녕상태이다(An, 2005). 암 환자는 치료

과정 동안 오심, 구토, 피로, 허약, 무기력, 탈진 등의 신체적 부작용뿐만 아니

라 불안, 우울, 소외감, 체념, 무력감 등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암 치료 후유증, 암 재발 가능성, 사회 재개의 어려움, 가정경제

의 부담 등이 가중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Deshields, Potter, Olsen, & 

Liu, 2014).

최근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기술 발달로 암환자의 생존율은 증가하고 암 치료

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생존율뿐 아니라 암환자의 삶의 질도 함께 평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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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암의 치료 및 회복

에 있어 생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동

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Kim et al., 2003). 특히 암은 질병 자체뿐 아니라 치

료의 부작용과 재발 가능성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 개념은 암 치료와 암환자

간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결과변수로서 대두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Park, 2005).

일반적으로 수술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수술에 따른 이환율, 사망률 혹은

생존율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술 후 삶의 질 또한 중요한 결과의 하나로 평가

되어야 한다(Fernando, 2004). 암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과 합병증의 발생률이

감소하고 장기 생존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의 관심의 초점이 암 치료와

관련된 후유증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암 치료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Kim, 2007). 식도암 환자들은 수술 후 많은 변화와 삶의 질의 저

하를 경험하게 된다. 식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Kim (2007)의 연구에서는 호흡곤란, 설사, 식사하는데 곤란함과 같은 문제를 제

외하고는 수술 후 1년 정도가 경과하면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이미

수술 전에 식도암 환자와 일반인을 비교했을 때 삶이 질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낮

은 상태이며, 수술 후 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반인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식도암 수술 후 2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경우 삶의 질 점

수가 9개월경에 수술 전과 비슷해지고, 9개월이 경과하면 삶의 질 점수가 수술

전에 비해 호전된다고 보았다(Kim, Moon, Kim, & Park, 2006). Kang (2012)의

연구에서는 식도암 수술 환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술 후

경과기간, 신체활동 정도, 수술 전과 비교한 식사량이었고, Ha, Kim과 Kim 

(2016)의 연구에서는 식도암 수술 후 2년이내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은 평균 60.5점이고 일반인의 70.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 (2011)의 연구에서는 64.4점,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014)의 연구 결과 72.2점과 비교하면 식도암 수술환

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lazeby 

등(2003)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과 비교해 수술 후 3-4개월에 삶의 질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2년 이상 생존한 군에서는 수술 후 9개월이 경과하면서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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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에 비해 호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e Boer 등(2004)도 식도암 수술

후 삶의 질은 수술 직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 서서히 호전

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Hiroko 등(2016)은 식도암 환자의 수술 후 신체적

활동을 위한 간호사 상담에 대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은 수

술 전 67.5점, 수술 2-4주 후에 55.7점, 수술 후 3개월과 6개월에 각각 64.1점, 

64.3점으로 수술 2-4주후에 가장 나빠지고 수술 후 3, 6개월에 수술전과 비슷하

게 회복된다고 하였다. 신체적, 인지적, 역할적 기능의 삶의 질에서도 같은 결

과를 보였고, 역할 및 사회적 기능의 삶의 질은 수술 후 3개월에 수술 전 수준

으로 회복되었다가 수술 후 6개월에 다시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FACT-E를 이

용한 Najib 등(2009)은 식도암 환자들의 삶의 질은 수술 직후 나빠지기 시작하

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 수술 후 3개월이내에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된

다고 하였다. Malmström, Kelfsgard, lvarsson, Roman 과 Johansson (2015)의

연구에서도 수술 후 첫 1년동안 삶의 질이 가장 악화되는 시기는 수술 후 2개월

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 연

구에서 수술 후 시간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만 확인하고 중재가 필요한 시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술 후 회복과정 중에 삶의 질이 가장 나빠지는

초기 회복단계에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식도암은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Mills & 

Sullivan, 2000) 여러 요인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식도암 환자들은 수술 후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측면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특히 수술 후 초기 회복단계에 가장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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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식도암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는 전향적 종단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

병원의 폐식도 외과 병동에서 식도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 중 수술 후 타원으로 전원 한 환자 1명,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서 설문

에 응답이 어려운 환자 6명, 사망 환자 2명, 소장과 대장을 이용해서 식도를 재

건한 환자 8명, 설문을 거부한 환자 4명까지 총 21명을 제외하고 49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예상 표본수는 G*Power 3.1.6프로그램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이용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를 .25, 검정력 .8, 집단수 1, 측정변수 3회로 산

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28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49명으로 충족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도암을 진단받고 위장을 이용해 식도 재건술을 시행 받은 자

2) 원발성 식도암 환자이며 재발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자

3) 인지능력에 손상이 없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

4)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한 자

단,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자, 설문지 내용 체크가 누락된 환자와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한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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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 특성 17개 문항, 증상 10개 문항,

불안과 우울 14개 문항 및 삶의 질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증상

EORTC에서 개발하고 Yun 등(2004)에 의해 번안된 한국어판 EORTC QLQ-OES18을

EORTC QOL Group의 홈페이지에 연구 주제를 등록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설문

도구와 점수화 방법 자료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4개의 다 문항 척도와 6개의 단일문항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이는 연하곤란(Dysphagia) 3문항, 식사하는데 곤란함(Eating) 3문

항, 역류증상(Reflux) 2문항, 통증(Pain) 3문항, 침 삼키기 어려움(Trouble 

swallowing saliva) 1문항, 삼킬 때 숨이 막힘(Choked when swallowing) 1문항, 

구강 건조(Dry mouth) 1항목, 맛을 느끼기 어려움(Trouble with taste) 1문항, 

기침하기 어려움(Trouble with coughing) 1문항, 말하기 어려움(Trouble talk-

ing)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모든 문항이 1점 ‘전혀 아니다’에서 4

점 ‘매우 그렇다’범위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화 지침에 따라

0-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연하곤란 점수는 역 환산하여 구한 점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Kang (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2 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72 였다.  

2) 불안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

발한 HADS을 Oh, Min과 Pack (199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

를 저자 승인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14개 문항으로 이중 홀수 번호 7

개가 불안 하부척도이며 각 문항은 0점(없음)에서 3점(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Zigmond & Snaith (1983)은 불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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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절단점을 8점으로 제시하였으며 3군으로 나누었다. 0~7점은 불안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불안, 11~21점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뜻한다. Oh, Min

과 Pack (1999)이 번안 시 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였고, 본 연구

는 Cronbach’s α= .92 였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Zigmond와 Snaith (1983)가 개

발한 HADS을 Oh, Min과 Pack (199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

를 저자 승인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짝수 문항 7개가 우울 하부 척도이며

각 문항은 0점(없음)에서 3점(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Zigmond & Snaith (1983)은 우울 도구의 절단점을 8점으로 제

시하였으며 3군으로 나누었다. 0~7점은 우울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증의 우

울, 11~21점은 중증도 이상의 우울을 뜻한다. Oh, Min과 Pack (1999)이 번안 시

우울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 이

었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EORTC QLQ-C30의 한국어판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EORTC QOL 

Group의 홈페이지에 연구 주제를 등록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설문도구와 점

수화 방법 자료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Global health status/QOL)의 일반적인 건강상태 1문항, 삶의 질 1문항으로 총

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이 1점 ‘매우 나쁨’

에서 7점 ‘아주 좋음’범위의 7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화 지침에

따라 0-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기능영역(Functional scale)은 신체적 기능

(Physical functioning) 5문항, 역할 기능(Role functioning) 2문항, 정서적 기

능(Emotional functioning) 4문항, 인지 기능(Cognitive functioning) 2문항,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2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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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역은(Symptom scale) 피로(Fatigue) 3문항, 통증(Pain) 2문항, 오심·구토

(Nausea and vomiting)2문항, 호흡곤란(Dyspnea) 1문항, 불면(Insomnia) 1문항, 

식욕저하(Appetite loss) 1문항, 변비(Constipation) 1문항, 설사(Diarrhea) 1

문항, 경제적 어려움(Financial difficulties) 1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모든

문항이 1점 ʻ전혀 아니다ʼ에서 4점 ʻ매우 그렇다ʼ 범위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화 지침에 따라 0-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척도와 기능영역은 점수가 높고, 증상영역은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un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60-.87이었고, 본 연구의 일반적인 삶의 질의 전체건강상태 /삶의 질 영역

Cronbach’s α값은 .74 이었고, 기능 영역은 .86, 증상영역은 .80 이었다. 

4. 자료 수집

서울시 소재의 A상급종합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승인번호 2016-0236)후 IRB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일반적 정보는 환자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했고, 임상적 특성

은 의무기록을 통해 열람하였다. 수술 1일전과 수술 후 1개월, 3개월에 대상자

를 직접 방문하여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직접 혹은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식별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연구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하며, 추후 연구결과를 출판할 시에도 개인식별정보는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구자료, 증례기록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연구자 개인사무실에 보관 중이며 연구실 내에서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가 다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 17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증상 및 삶의 질 정도는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식도암의 증상과 삶의 질은 EORTC의 점수화 지침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계산하고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우울과 불안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증상, 우울, 불안, 삶의 질의 시기별 변화는 Repeated measure 

ANOVA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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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49 명으로 남성이 46 명(9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성은 3 명(6.1%)이었다. 수술 받을 당시의 평균연령은

63.0±7.12 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2 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36 명(93.9%)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28 명(57.1%)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는 25 명(51.0%)였다. 간호제공자는

주로 배우자 36 명(73.5%)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는

42 명(85.7%)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임상 특성을 살펴보면 식도암의 수술 전

병기는 0 기 2 명(4.1%), Ⅰ기 26 명(53.1%)), Ⅱ기 10 명(20.4%), Ⅲ기

10 명(20.4%), Ⅳ기 1 명(2.0%)이었다. 수술방법은 Ivor Lewis operation 이

32 명(65.3%)으로 가장 많았고, Mckeown operation 이 16 명(32.7%), Transhiatal 

esophagectomy 1 명(2.0%)이었다. 수술 전 선행치료는 35 명(71.4%)의 환자가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 선행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11명(22.4%), 항암화학요법만 받은 환자는 3명(6.1%)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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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sophageal Cancer Patients      (N=4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46(93.9)

Female 3(6.1)

Age(yr) 63.0±7.12

<60 16(32.7)

60-69 25(51.0)

≥70 8(16.3)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22(44.9)

High school 17(34.7)

≥ College 10(20.4)

Marital status Married 47(96.0)

Single 2(4.0)

Religion Yes 28(57.1)

No 21(42.9)

Job Yes 25(51.0)

No 24(49.0)

Caregiver Spouse 36(73.5)

Offspring 13(26.5)

Subjective financial burden Yes 42(85.7)

No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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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sophageal Cancer Patients    (N=49)                  

Variables Categories n (%)

Stage of cancer 0 2(4.1)

Ⅰ 26(53.1)

Ⅱ 10(20.4)

Ⅲ 10(20.4)

Ⅳ 1(2.0)

Type of surgery Ivor Lewis operation 32(65.3)

Mckeown operation 16(32.7)

Transhiatal esophagectomy 1(2.0)

Procedure Open surgery 18(36.7)

Minimally invasive surgery 31(63.3)

Neoadjuvant therapy Chemotherapy 3(6.1)

Chemoradiotherapy 12(24.5)

None 3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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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증상, 우울, 불안 및 삶의 질

대상자의 수술 전 증상의 평균점수는 연하곤란 68.93±30.76점, 식사하는데

곤란함 18.54±20.00 점, 역류 14.97±17.09 점, 통증 10.2±13.77 점, 침 삼키

기 어려움 9.52±21.52 점, 삼킬 때 숨이 막힘 8.16±17.39 점, 구강건조 29.25

±30.91 점, 맛을 느끼기 어려움 11.56±21.03 점, 말하기 어려움 13.61±27.15

점이었다. 

대상자의 수술 전 불안 평균점수는 6.8±4.38 점이었고, 0~7점의 정상 불안상

태는 32명(65.3%), 8~10점의 경미한 불안 상태는 11명(22.4%), 11~21점의 중등

도의 불안상태는 6명(12.2%)이었다. 우울의 평균점수는 6.71±4.01 점이었고, 

0~7점의 정상 우울상태는 29명(59.2%), 8~10점의 경미한 우울 상태는 14명

(28.6%), 11~21점의 중등도의 우울상태는 6명(12.2%)이었다.

대상자의 기능영역 삶의 질의 평균점수는 79.21±14.45 점, 증상영역 삶의 질

은 17.26±12.50 점, 전반적인 삶의 질/건강상태는 59.01±20.68 점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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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N=49)

Variables 
n(%)

or M±SD
Possible range 

Actual 

range

(min-max)

Symptoms

Dysphagia 68.93±30.76 0-100 0-100

Eating problem 18.54±20.00 0-100 0-75

Reflux 14.97±17.09 0-100 0-66.67

Esophageal pain 10.2±13.77 0-100 0-55.56

Trouble swallowing saliva 9.52±21.52 0-100 0-100

Chocked when swallowing 8.16±17.39 0-100 0-66.67

Dry mouth 29.25±30.91 0-100 0-100

Trouble with taste 11.56±21.03 0-100 0-66.67

Trouble with coughing 10.88±19.71 0-100 0-66.67

Trouble with talking 13.61±27.15 0-100 0-100

Anxiety 6.80±4.38 0-21 0-21

0~7(normal) 32(65.3)

8~10(mild) 11(22.4)

11~21(moderate~severe) 6(12.2)

Depression 6.71±4.01 0-21 1-17

0~7(normal) 29(59.2)

8~10(mild) 14(28.6)

11~21(moderate~severe) 6(12.2)

Quality of life

Functional scales 79.21±14.45 0-100 36-100

Symptom scales 17.26±12.50 0-100 0-43.21

Global health status/Quality of life 59.01±20.68 0-100 8.3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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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증상의 변화

대상자의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술 1개월 후에 수술 전에 비해 모든 증상

이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 연하곤란(F=13.90, p＜.001), 식사하는데 곤란함

(F=18.53, p＜.001), 구강건조 (F=3.16, p=.047), 맛을 느끼기 어려움에서

(F=5.86, p=.004) 시기별 변화를 보였다.

연하곤란은 수술 1개월 후에 53.29점으로 수술 전 68.93점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가(F=10.90, p＜.002) 수술 3개 후에 74.15점으로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53.40, p＜.001). 수술 전에 비해 증상의 호전을 보였지

만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식사하는데 곤란함은 수술 1개월 후에 41.67점으로

수술 전 18.54점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F=41.32, p＜.001) 수술 3개월 후

에 29.08점으로 감소하였다(F=18.87, p＜.001). 이는 수술 1개월 후에 비해 의

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F=5.04, p=.029). 구

강건조는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후에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고, 수술 3개

월 후에 18.37점으로 수술 1개월 후의 31.97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6.34, p=.015). 맛을 느끼기 어려움에서 수술 1개월 후에 22.45점으로 수술

전 11.56점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F=8.72, p=.005) 수술 3개월 후에 11.56

점으로 감소하였다(F=10.12, p=.003). 역류, 통증, 침 삼키기 어려움, 삼킬 때

숨이 막힘, 기침하기 어려움, 말하기 어려움은 수술 시기별 유의한 변화가 없었

다.



- 24 -

Table 4. Changes of Symptoms in Esophageal Cancer Patients                                                      (N=49)

Variable
Time 1 Time 2 Time 3

F p
Time 1-2 Time 2-3 Time 1-3

M±SD M±SD M±SD F(p) F(p) F(p)

Dysphagia   68.93±30.76 53.29±16.97 74.15±14.59 13.90 ＜.001 10.90(.002) 53.40(＜.001) 1.34(.252)

Eating problem   18.54±20.00 41.67±18.40 29.08±22.38 18.53 ＜.001 41.32(＜.001) 18.87(＜.001) 5.04(.029)

Reflux   14.97±17.09 21.09±16.24 20.41±15.69 2.38 .105 3.33(.074) 0.09(.771) 2.54(.118)

Esophageal pain   10.20±13.77 10.43±17.77 6.35±14.34 1.32 .273 0.01(.945) 3.63(.063) 1.69(.199)

Trouble swallowing 

saliva
  9.52±21.52 10.88±26.69 10.88±23.95 0.05 .950 0.08(.781) 0.00(1.00) 0.08(.776)

Chocked 

when swallowing
  8.16±17.39 9.52±21.52 8.84±21.27 0.06 .939 0.11(.743) 0.34(.844) 0.03(.864)

Dry mouth   29.25±30.91 31.97±29.63 18.37±27.27 3.16 .047 0.23(.633) 6.34(.015) 3.18(.081)

Trouble with taste   11.56±21.03 22.45±22.96 11.56±19.90 5.86 .004 8.72(.005) 10.12(.003) 0.00(1.00)

Trouble 

with coughing
  10.88±19.71 20.41±24.36 14.29±28.05 2.31 .104 6.00(.018) 1.83(.182) 0.47(.498)

Trouble with talking   13.61±27.15 20.41±27.06 12.24±22.25 1.80 .175 1.82(.184) 5.21(.027) 0.07(.789)

Time 1=Preoperative 1st day, Time 2=Postoperative 1 month, Time 3=Postoperative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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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의 변화

대상자의 시기별 불안과 우울에 대한 변화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F=59.56, p

＜.001)과 우울 (F=72.13, p＜.001) 모두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Table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은 수술 전 6.8±4.38점에서 수술 후 1개월 11.73±

5.76점으로 증가하였고(F=154.71, p＜.001) 수술 후 3개월에 5.92±3.07점

(F=85.62, p＜.001)으로 감소하였다. 우울은 수술 전 6.71±4.01점에서 수술 후

1개월에 12.39±5.60점으로 증가하였고(F=200.93, p＜.001) 수술 후 3개월에

7.06±3.31점(F=91.32, p＜.001)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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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Esophageal Cancer Patients                                        (N=49)

Variables
Time 1 Time 2 Time 3

F p
Time 1-2 Time 2-3 Time 1-3

M±SD M±SD M±SD F(p) F(p) F(p)

Anxiety   6.8±4.38 11.73±5.76 5.92±3.07 59.56 (＜.001) 154.71(＜.001) 85.62(＜.001) 1.74(.193)

Depression   6.71±4.01 12.39±5.6 7.06±3.31 72.13 (＜.001) 200.93(＜.001) 91.32(＜.001) 0.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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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삶의 질의 변화

1) 기능 영역

수술 전과 수술 1개월 및 3개월 후의 기능영역 삶의 질에서 각 시기별 변화를

보였다(F=5.23, p=.007). 대비검정 결과 수술 1개월 후에 72.12점으로 수술 전

79.21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F=8.08, p=.007) 수술 3개월 후에 77.5점

으로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6.75, p=.012).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신체적(F=30.51, p＜.001), 역할(F=50.13, p＜.001), 인지적 기능에서

(F=4.78, p=.011)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적 기능은 수술 전

85.58점으로 좋은 기능상태를 유지하다가 수술 후 1개월에 65.99점으로 감소하

였고(F=47.37, p＜.001) 수술 후 3개월에 77.14점으로 수술 후 1개월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F=30.67, p＜.001). 역할 기능은 수술 후 1개월에 55.44점으

로 수술 전 85.03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가(F=135.97, p＜.001) 수술 후

3개월에 72.11점으로 증가하였다(F=36.75, p＜.001). 인지적 기능의 평균 점수

는 각각 84.35점, 88.78점, 92.18점으로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검정 결과 수술 후 3개월에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F=7.18, p=.010).

수술 1개월 후에는 인지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 영역에서 삶이 질이 악화

되었고, 그 이후부터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여 수술 3개월 후에는 정서적 기능을

제외하고 수술 1개월 후보다 높은 상태를 보였으나 수술 전으로 회복되진 못했

다.

2) 증상 영역

대상자의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증상영역 삶의 질에서 각 시기

별 변화를 보였다(F=15.05, p＜.001). 수술 후 1개월에 29.19점으로 수술 전

17.26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F=32.50, p＜.001) 수술 3개월 후에 20.98

점으로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7.55, p＜.001). 증상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 전에는 수술 후에 비해 대부분의 증상에서 전반

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낮아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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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를 보인 증상은 피로(F=21.95, p＜.001), 수면장애

(F=6.54, p =.005, 통증(F=19.98, p＜.001), 변비(F=3.2, p=.045), 오심/구토

(F=8.57, p＜.001), 식욕저하(F=21.54, p＜.001), 호흡곤란이었다(F=9.19, p

＜.001). 

대비검정 결과 피로(F=50.08, p＜.001), 수면장애(F=13.19, p＜.001), 통증

(F=35.38, p＜.001), 변비(F=2.13, p＜.001), 오심/구토(F=16.94, p＜.001), 식

욕저하(F=21.27, p＜.001), 호흡곤란에서(F=16.48, p＜.001) 수술 후 1개월에

수술 전에 비해 증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술 후 3개월는 수술 후 1개월에

비해 증상에 대한 점수가 낮아졌고 오심/구토를 제외하고 피로(F=11.99, 

p=.001), 수면장애(F=9.72, p=.003), 통증(F=8.92, p=.004), 변비(F=7.65, 

p=.008), 식욕저하(F=44.88, p＜.001), 호흡곤란(F=9.03, p=.004)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수술 전과 비교해 본 결과 피로(F=9.03, p=.004), 통증

(F=11.97, p=.001) 2가지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며 증상이 감소하였다. 설사와

경제적 어려움은 각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삶의 질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

하며, 각 시기별 평균 점수는 59.01±20.68, 50.17±18.67, 65.48±14.73점으로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10.42, p＜.001). 수술 1개월 후에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가(F=6.42, p=.015)수술 3개월 후에는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여(F=26.21, p＜.001) 수술 전보다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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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of Quality of Life in Esophageal Cancer Patients                                               (N=49)

Variables
Time 1 Time 2 Time 3

F p
Time 1-2 Time 2-3 Time 1-3

M±SD M±SD M±SD F(p) F(p) F(p)

Functional scales 79.21±14.45 72.12±16.52 77.5±13.05 5.23 .007 8.08(.007) 6.75(.012) 0.56(.456)

Physical functioning 85.58±12.79 65.99±16.46 77.14±14.08 30.51 ＜.001 47.37(＜.001) 30.67(＜.001) 10.42(.002)

Role functioning 85.03±17.76 55.44±18.13 72.11±22.15 50.13 ＜.001 135.97(＜.001) 36.75(＜.001) 13.53(.001)

Emotional functioning 71.43±23.81 69.9±20.89 74.83±17.22 1.04 .359 0.17(.683) 2.82(.099) 0.80(.376)

Cognitive functioning 84.35±18.76 88.78±18.13 92.18±13.65 4.78 .011 3.34(.074) 2.29(.142) 7.18(.010)

Social functioning 70.41±27.27 64.63±23.23 64.29±19.25 1.50 .230 1.69(.199) 0.01(.923) 2.38(.130)

Symptom scales 17.26±12.50 29.19±14.13 20.98±16.00 15.05 ＜.001 32.50(＜.001) 17.55(＜.001) 2.10(.153)

Fatigue 25.62±17.74 46.26±17.32 35.83±19.55 21.95 ＜.001 50.08(＜.001) 11.99(.001) 9.03(.004)

Insomnia 24.49±30.26 42.18±21.27 30.61±27.08 6.54 .005 13.19(.001) 9.72(.003) 1.03(.316)

Pain 9.52±16.32 32.99±20.27 24.15±23.09 19.98 ＜.001 35.38(＜.001) 8.92(.004) 11.97(.001)

Constipation 16.33±23.69 22.45±23.95 11.56±23.13 3.20 .045 2.13(.151) 7.65(.008) 1.00(.322)

Diarrhea 10.20±18.26 15.65±21.63 13.61±24.46 1.07 .348 1.92(.173) 0.39(.537) 0.71(.404)

Nausea and vomiting 5.44±10.42 18.71±22.47 12.59±17.85 8.57 ＜.001 16.94(＜.001) 3.19(.080) 5.84(.020)

Appetite loss 17.01±26.46 42.18±28.69 14.29±20.41 21.54 ＜.001 21.27(＜.001) 44.88(＜.001) 0.40(.533)

Dyspnea 15.65±22.67 31.97±24.49 21.77±23.13 9.19 ＜.001 16.48(＜.001) 9.03(.004) 2.25(.141)

Financial difficulties 27.89±28.34 31.29±19.73 29.93±24.76 0.31 .708 0.67(.417) 0.14(.710) 0.16(.690)

Global health status/Quality of life 59.01±20.68 50.17±18.67 65.48±14.73 10.42 ＜.001 6.42(.015) 26.21(＜.001) 3.2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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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식도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각 시기별 변화에 맞추어 적절

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식도암 수술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수술 1개월 후에 연하곤란, 식사하는데 곤란함, 역류, 

통증, 침 삼키기 어려움, 삼킬 때 숨이 막힘, 구강건조, 맛을 느끼기 어려움, 

기침하기 어려움, 말하기 어려움의 10가지 증상 모두 악화되었다. 그 중에서

연하곤란, 식사하는데 곤란함, 구강건조, 맛을 느끼기 어려움에서 시기별

변화가 나타났다. Chang, Tasi, Wu 과 Hsieh (2014)의 연구에서도 수술 후

1개월에 침 삼키기 어려움, 삼킬 때 숨이 막힘 2가지를 제외한 모든 증상이

악화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술 후 3개월에는

식사하는데 곤란함, 역류, 침 삼키기 어려움, 삼킬 때 숨이 막힘은 수술 전에

비해 증상이 더 심해졌으나, 연하곤란, 통증 및 구강건조는 호전되는

양상이었고, 기침과 말하기 어려움은 수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식도암 수술환자 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Lagergren 등 (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 전 연하곤란과 말하기 어려움 2가지

문항을 제외한 증상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점수를 나타냈고, 증상의 절반

이상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수술 전부터 수술 후 6주, 3, 6, 

9,12, 18, 24, 36개월까지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수술 후 6주에 모든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 역류, 연하곤란을 제외하고는 증상의 점차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Hiroko 등(2016)의 연구에서도 식도암 증상은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2-4주에 악화되었고, 그 뒤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이었으나

수술 후 3개월에 구강건조, 맛을 느끼기 어려움을 제외하고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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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식도암 환자와 일반인의 식도암 증상의 차이를 보면 모든 증상에서

일반인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기침하기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증상에서

2배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암의 위치와 항암방사선요법으로 인해 수술

전부터 시작되는 증상들은 수술 후 1개월에 더욱 심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는 양상이었다. 이는 수술 후 흉곽 운동의 제한과 폐합병증, 

위장의 저장 용적의 감소와 배출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식도암 환자가 수술 후 단기간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증상과 정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하곤란은 식도암 환자가

수술 전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증상으로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hang, Tsai, Chao 과 Wu (2016)의 수술 전과 수술 후 6개월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연하곤란, 통증, 침 삼키기 어려움, 삼킬 때 숨이 막힘은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6개월에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식사하는데 곤란함, 역류, 

구강건조는 수술 6개월 후에 악화되었다. 38명의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Jo

등(2002)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 수술 후 1, 3, 6, 9개월과 12개월에 FACT-E 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시기별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식도암 증상은 수술

전부터 수술 후 3, 6개월까지 비교적 비슷한 점수를 보였고, 6, 9개월에 일부

증상들은 더 악화된다고 보고했다. 식도암 수술 후 단기간에 걸친 연구들은

대부분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또는 6개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식도암 환자가 수술

후 3개월째에도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식도암 환자의 증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식도암 환자들은 수술 후 여러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이를 돕기

위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Malmström 등 (2016)연구에서는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된 간호사

주도의 지지 프로그램 전화 상담이 환자들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증상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환자들은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면 수술과정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고 수술 후에도 필요 시 상담과 개별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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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하지만 퇴원 후에는 외래 방문과 전화 상담 이외에는 체계적인

의료진의 교육이 없어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식도암 수술 후 경험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퇴원 후에도 증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식도암 수술 환자의 불안과 우울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불안과

우울 모두 수술 후 1개월에 수술 전보다 높아졌으며 수술 후 3개월에는 다시 수

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수술 전과 수술

후 3개월에는 정상수준의 불안과 우울상태였지만 수술 후 3개월에 평균 점수가

11점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불안과 우울 상태였다. Hiroko 등 (2016)연구에서

도 수술 후 2-4주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 후 3개월과 6

개월에는 감소하여 수술 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식도암 수술

후 2주정도에 퇴원을 하고 수술 후 1개월된 시점에 첫 외래 방문하게 된다. 수

술 전부터 발생한 증상이 수술 후에도 바로 해결되지 않고 많은 증상들이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Jo 등 (2002)의 연구에서 수술 후 1년동안 심리적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 전에는 불안과 우울이 없는 상태로 확인된 본 연구와 일부

다른 결과였다.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Bart 등(2015)의 연구에서도 수

술 전 불안은 2.7점, 우울은 2.3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에 불안과 우울

이 낮았던 이유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외래에서 식도암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미 치료를 받아들인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고 또한 수술 전날 의

료진의 자세한 수술 설명과 전문간호사의 개별교육이 환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는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우울로 고통 받을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두 배 높고(Hinz A et al., 2010) 이 중 치명적인 암이 있는 환

자는 정서적인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Brintzenhofe-Szoc, Levin, Li, 

Kissane, Zabora, 2009). Andreassen, Randers, Ternulf과 Mattiasson (2007)의

연구에서는 식도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단받는 것은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죽음의 위협'이라고 표현하였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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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수술 전과 수술 후 6, 12개월에 조사를 한 Hellstadi-

us 등 (2017)연구에서는 세 시점 별 불안이 있는 군이 33%, 28%, 37%, 우울이

있는 군은 20%, 27%, 32%이었다. Kim 과 Choi (2014)의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수술 1일 전, 수술 후 7일 및 1개월의 점수가 7점 이하로

정상 상태의 불안이었고, 반면 우울은 각 시기별 점수가 10점이상의 우울이 있

는 상태로 확인되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물론 본 연구와 질병과

조사한 시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식도암이 위암에 비해 낮은 생존율과 높은 사

망률을 가지고 있고, 수술 후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회복

과정이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ouras 등(2017)은 수술 후 여러 증

상을 경험하는 환자일수록 불안과 우울의 위험이 높고, 식도암 수술 후 첫 외래

방문 시 40% 이상의 환자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술 전 심리적 상태를 확인한 Hellstadius 등 (2017)의 연

구에서 식도암 환자 106명 중에 불안이 있는 상태는 18명(34%), 우울이 있는 상

태는 24명(23%)이었다. 특히 여자와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불안과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술 전, 수술 후 6, 12개월에 불안과 우울의 변화를 확인 한

결과 여자, 혼자 사는 환자, 연하곤란이 심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술 후에도 불안과 우울이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심리적 증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하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대

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의 93.9%가

남자이며, 49명의 모든 환자가 간호제공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배우자가 73.5%

로 나타나서 가족의 지지가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신체적인 증상에 비해 식도암으로 인한 정서적 증상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국내에서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연구도 거의 없다. 

치료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에 대한 선별검사와 지속적인 관

심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 시 전문 의료인의 심리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환자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각 시기별 대상자의 기능척도영역 삶의 질은 수술 후 1개월에 72.12±

16.52점으로 수술 전 79.21±14.45점보다 감소하며 수술 후 3개월에 77.5±

13.05점으로 수술 전과 비슷한 상태로 회복하였다. 먼저, EORTC QLQ-C30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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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술 전 식도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일반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기능

척도 삶의 질 전체영역에서 식도암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신체 및 인지 기능은 84~89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나타났으나 역할, 정서 기능은

평균 5점 이상 차이를 보였고, 사회 기능에서는 20점이상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증상척도영역에서는 식도암 환자들이 피로, 수면장애, 변비, 

식욕저하, 호흡곤란, 경제적 어려움의 대부분의 증상에서 일반인보다 삶의 질이

낮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역시 1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im (2007)의 식도암 수술 후 삶의 질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고, 식도암의 진단과 관련된 심리적 위축을 원인으로 제시

하였다.

수술 전 기능척도영역 5가지 중에서 사회 및 정서 기능에서 삶의 질이 가장

낮았으며, 신체적, 인지, 역할 기능 순이었다. Chang, Tsai, Wu와 Hsieh (2014)

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였으며, 특히 수술 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

이 장기간의 치료과정으로 인해 사회 및 역할 기능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식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의 변화를 살펴본(Gail., 2013; Hao,

Mingxiang, Tan, & Wang, 2010; Najib et al., 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술

후 1개월의 기능척도 전체영역에서 수술 전에 비해 삶이 질이 현저히 낮게 나타

났다. 또한, 수술 전과 수술 후 2, 4, 6, 9, 12개월에 주기적으로 삶의 질의 변

화를 확인한 Malmström, Kelfsgard, lvarsson, Roman 과 Johansson (2015)의 연

구에서도 수술 후 첫 1년동안 삶의 질이 심하게 방해를 받았고, 그 중에서 수술

후 2개월 시점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증상척도 영역에서도 수술 후 1개월에 수술 전에 비해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

가 더 심해졌으며, 설사,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고 10점 이상 많게는 20점 이

상의 차이를 보이며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Lagergren 등 (2007)의 연구

에서도 수술 전부터 피로, 통증, 수면장애, 식욕저하가 발생하였고, 수술 6주후

에 증상영역 전체에서 수술 전에 비해 삶이 질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역시 수술 후 1개월에 50.17±18.67점으로 수

술 전 59.01±20.68점에 비해 10점 가까이 낮아져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수술 이후 환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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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았으며, 그 중 수술 후 초기단계에서 가장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 수술

후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이 시점에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지지와 중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이 질이 점차적으로 나아졌고, 수술

후 3개월에 기능척도영역에서 호전을 보여 수술 후 1개월보다 삶의 질이 좋아졌

지만, 인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수술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9가지의 증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 1개월보다 점수가 낮아져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

이 줄어들고 삶의 질에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피로, 수면장

애, 통증, 호흡곤란, 경제적 어려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Malmström, 

Kelfsgard, lvarsson, Roman 과 Johansson (2015)은 수술 후 첫 1년 중 증상의

악화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는 수술 후 2개월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으

로 증상과 삶이 질이 나아져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인 건강상

태 및 삶의 질 역시 호전을 보였고, 수술 전과 유의한 변화는 없었지만 수술 후

3개월에 65.48±14.73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수술 후 첫 1년에 초점을 맞추거나 2년 이상 생존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

및 삶의 질의 변화를 본 연구들에서 수술 후 초기 1-2개월동안 가장 심한 변화

를 겪었고, 이들 증상들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증상의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고

9-12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수술 전 수준과 비슷해졌다. 하지만, 수술 후 2주부

터 시작하여 좀 더 짧은 간격으로 집중적인 추적을 통해 변화를 조사한 연구들

에서는 3개월 이후부터 증상 및 삶의 질이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 전 암 자체로 인한 고통과 수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

고, 기대와는 달리 수술 후 급격한 변화와 적응과정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감소하

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감소되고,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서 회복되

면서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기간 동안 수술 전날 수술방법을 포함하여 수술 후 주의사항 및 폐합병증 예방

을 위한 운동에 관한 개별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주 식도암 수술환자의 그룹교육

을 통해 수술 방법과 증상 및 영양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식도암 수술 환자들의 증상과 삶이 질이 가장 악화되고 지지적 간호

가 필요한 퇴원 이후 가정에서 증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원 후 초기 회복과정에 병원 방문 시 증상에 대한 세심한 사정과 이

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증상관리에 대한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36 -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식도암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경험

하는 식도암 환자에 대해 신체적 증상뿐 만 아니라 불안,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

증상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고,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3개월 째 단기간의 변화

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종단적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식도암 수술 환자의 각 시기별 증상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37 -

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식도암 수술을 시행한 49명 환자의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및 3

개월의 증상,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전향적 종단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시 소재 일개 상급종

합병원의 폐식도 외과 병동에서 식도암 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 49명이었다. 식

도암 증상은 Esophageal Cancer-Specific Core Questionnaire, 삶의 질은 Euro-

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OL-C30 Question-

naire, 불안과 우울은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도구를 이용해

환자에게 직접 설문하였다.

시기별 식도암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술 1개월 후에 수술 전에 비해 모든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 중에서 연하곤란(F=13.9, p＜.001), 식사하는데 곤란함

(F=18.53, p＜.001), 구강건조 (F=3.16, p=.047), 맛을 느끼기 어려움에서

(F=5.86, p=.004) 시기별 변화를 보였다. 연하곤란은 수술 1개월 후에 53.29점

으로 수술 전 68.93점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가(F=10.90, p＜.002) 수술 3

개 후에 74.15점으로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53.40, p

＜.001). 수술 전에 비해 증상의 호전을 보였지만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식사

하는데 곤란함은 수술 1개월 후에 41.67점으로 수술 전 18.54점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F=41.32, p＜.001) 수술 3개월 후에 29.08점으로 감소하였다

(F=18.87, p＜.001). 이는 수술 1개월 후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F=5.04, p=.029). 구강건조는 수술 전과 수술 후

1개월 후에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고, 수술 3개월 후에 18.37점으로 수술 1개

월 후의 31.97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6.34, p=.015). 맛을 느끼기 어

려움에서 수술 1개월 후에 22.45점으로 수술 전 11.56점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가(F=8.72, p=.005) 수술 3개월 후에 11.56점으로 감소하였다(F=10.12, 

p=.003). 

대상자의 시기별 불안과 우울에 대한 변화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과(F=59.56, p

＜.001) 우울 (F=72.13, p＜.001) 모두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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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은 수술 전 6.8±4.38점에서 수술 후 1개월 11.73±

5.76점으로 증가하였고(F=154.71, p＜.001) 수술 후 3개월에 5.92±3.07점

(F=85.62, p＜.001)으로 감소하였다. 우울은 수술 전 6.71±4.01점에서 수술 후

1개월에 12.39±5.60점으로 증가하였고(F=200.93, p＜.001) 수술 후 3개월에

7.06±3.31점(F=91.32, p＜.001)으로 감소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1개월 및 3개월 후의 기능영역 삶의 질에서 각 시기별 변화를

보였다(F=5.23, p=.007). 대비검정 결과 수술 1개월 후에 72.12점으로 수술 전

79.21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F=8.08, p=.007) 수술 3개월 후에 77.5점으

로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6.75, p=.012).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신체적(F=30.51, p＜.001), 역할(F=50.13, p＜.001), 인지적 기능에서

(F=4.78, p=.011)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적 기능은 수술 전

85.58점으로 좋은 기능상태를 유지하다가 수술 후 1개월에 65.99점으로 감소하였

고(F=47.37, p＜.001) 수술 후 3개월에 77.14점으로 수술 후 1개월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F=30.67, p＜.001). 역할 기능은 수술 후 1개월에 55.44점으로

수술 전 85.03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가(F=135.97, p＜.001) 수술 후 3개

월에 72.11점으로 증가하였다(F=36.75, p＜.001). 인지적 기능의 평균 점수는 각

각 84.35점, 88.78점, 92.18점으로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비검정 결과 수술 후 3개월에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F=7.18, p=.010).

대상자의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및 3개월의 증상영역 삶의 질에서 각 시기별

변화를 보였다(F=15.05, p＜.001). 수술 후 1개월에 29.19점으로 수술 전 17.26

점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F=32.50, p＜.001) 수술 3개월 후에 20.98점으

로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17.55, p＜.001). 증상영역의 구

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 전에는 수술 후에 비해 대부분의 증상에서 전반적

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낮아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를 보인 증상은 피로(F=21.95, p＜.001), 수면장애

(F=6.54, p =.005, 통증(F=19.98, p＜.001), 변비(F=3.2, p=.045), 오심/구토

(F=8.57, p＜.001), 식욕저하(F=21.54, p＜.001), 호흡곤란이었다(F=9.19, p

＜.001). 대비검정 결과 피로(F=50.08, p＜.001), 수면장애(F=13.19, p＜.001), 

통증(F=35.38, p＜.001), 변비(F=2.13, p＜.001), 오심/구토(F=16.9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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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저하(F=21.27, p＜.001), 호흡곤란에서(F=16.48, p＜.001) 수술 후 1개월에

수술 전에 비해 증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술 후 3개월는 수술 후 1개월에

비해 증상에 대한 점수가 낮아졌고 오심/구토를 제외하고 피로(F=11.99, 

p=.001), 수면장애(F=9.72, p=.003), 통증(F=8.92, p=.004), 변비(F=7.65, 

p=.008), 식욕저하(F=44.88, p＜.001), 호흡곤란(F=9.03, p=.004)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수술 전과 비교해 본 결과 피로(F=9.03, p=.004), 통증

(F=11.97, p=.001) 2가지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며 증상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은 시기별 평균 점수는 59.01±20.68, 50.17±

18.67, 65.48±14.73점으로 시기별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10.42, p

＜.001). 수술 1개월 후에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가(F=6.42, 

p=.015)수술 3개월 후에는 수술 1개월 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여(F=26.21, p

＜.001) 수술 전보다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식도암 수술 후 장기간에 걸친 전향적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식도암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임상적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더 많은 표본수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다기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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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자료수집 설문지

귀하와 귀하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몇 가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귀하 스스로 해주시고, 각 문항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 (O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에 기재되

어 있는 질문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귀하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11. 숙면을 취하는데 곤란을 느낀 적이 있

습니까?
1 2 3 4

12. 몸이 허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3. 식욕이 감퇴하셨습니까? 1 2 3 4

14. 속이 메스꺼운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5. 구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십시

오.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무거운 쇼핑 백이나 가방을 옮길 때처

럼 힘을 쓰는 일을 할 때 곤란을 느끼

십니까 ?
1 2 3 4

2. 오래 걷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1 2 3 4

3. 집 밖에서 잠깐 걷는 것이 힘이 드십

니까?
1 2 3 4

4. 낮 시간 중에 자리(침대)에 눕거나 의

자에 기대고 싶습니까? 1 2 3 4

5. 식사 도중 혹은 옷을 입는 동안, 세면

을 할 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누군

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1 2 3 4

6. 일을 하거나 기타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7.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8. 숨이 가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9. 통증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0.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

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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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십시

오.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변비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7. 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18. 피로를 느끼셨습니까? 1 2 3 4

19.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20.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집중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

니까?

1 2 3 4

21. 긴장감을 느끼셨습니까? 1 2 3 4

22. 걱정에 시달리셨습니까? 1 2 3 4

23. 짜증을 느끼셨습니까? 1 2 3 4

24. 우울을 느끼셨습니까? 1 2 3 4

25. 기억력 감퇴를 느끼셨습니까? 1 2 3 4

26. 귀하의 건강상태나 의약치료가 귀하의

가정 생활에 어떤 곤란을 야기 했습니

까?

1 2 3 4

27. 귀하의 건강상태나 의약치료가 귀하의

사회 생활에 어떤 곤란을 야기 했습니

까?

1 2 3 4

28. 귀하의 건강상태나 의약치료가 귀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1 2 3 4

*다음 문항을 읽고 1에서 7까지 번호 중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지난 한 주간의 전반적인 귀하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신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매우

나쁨

2 3 4 5 6 7

아주

좋음

30. 지난 한 주간의 전반적인 귀하의 삶의 질을 평가하신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

당합니까

1

매우

나쁨

2 3 4 5 6 7

아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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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십시

오.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1 2 3 4

32.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1 2 3 4

33. 음료를 마실 수 있었습니까?
1 2 3 4

34. 침을 삼키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5. 삼킬 때, 숨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6. 식사를 즐기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

니까?
1 2 3 4

37. 먹기 시작한 후, 너무 빨리 배가 부

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8. 먹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39. 다른 사람 앞에서 식사하는데, 곤란

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0. 입이 마른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1.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맛이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2. 기침을 하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니

까?
1 2 3 4

43. 말을 하는데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4. 위산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이 있었습니까?
1 2 3 4

45. 먹을 때,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6. 먹을 때,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

까?
1 2 3 4

47.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48. 위부위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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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및 우울 관련 문항

다음 글을 일고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골라

“0”표기를 하십시오.

1. 나는 긴장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낀

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그렇다

8. 나는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2.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

다

0) 똑같이 즐긴다

1)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2) 단지 조금만 즐긴다

3) 거의 즐기지 못한다

9. 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0) 전혀 아니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

3. 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

은 느낌이 든다.

0) 전혀 아니다

1) 조금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2) 있지만 나쁘지는 않다

3)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10.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었다.

0) 여전히 관심이 있다

1) 전과 같지는 않다

2) 이전 보다 확실히 관심이 적다

3) 확실히 잃었다

4.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

다.

0) 나는 항상 그렇다

1) 현재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전혀 아니다

11.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5.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자주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12. 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한

다.

0)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1) 전보다 조금 덜 그렇다

2) 전보다 확실히 덜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6. 나는 기분이 좋다.

0) 항상 그렇다

1) 자주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13. 나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낀

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가끔 그렇다

2) 꽤 자주 그렇다

3) 거의 항상 그렇다

7.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

0) 항상 그렇다

1) 대부분 그렇다

2) 대부분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14. 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젼을

즐길 수 있다

0) 자주 즐긴다

1) 가끔 즐긴다

2) 거의 못 즐긴다

3) 전혀 못 즐긴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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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증례기록지(Case Report Form, [CRF])

1. 일반적 특성

일련번호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세

결혼 유무 ①미혼    ② 결혼    ③ 사별    ④ 이혼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⑦ 기타

종교 ① 무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직업 ① 무    ② 유

주 간호

제공자
① 배우자   ②자녀   ③며느리   ④없음   ⑤기타

경제적 부담 ① 매우 부담이 된다   ② 약간 부담이 된다  ③ 별로 부담이 안 된다  

④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전

식도암의

병기

수술 후

합병증 유무
① 유(                      ) ② 무

수술 전

보조요법
① 항암치료    ② 방사선치료   ③ 항암방사선치료   ④ 무

수술 후

보조요법
① 항암치료    ② 방사선치료   ③ 항암방사선치료   ④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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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tients Underwent Esophageal 

Cancer Surgery

Jung, Ju Ri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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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was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to evaluate the changes 

of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sophageal cancer 

at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1 month and 3 months in patients diag-

nosed with esophageal cancer.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esophageal cancer in the Department of Lung and Esophageal Surgery of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from June 2016 to January 2017. The esophageal 

cancer symptoms were analyzed using Esophageal Cancer-Specific Core Ques-

tionnaire and The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anxiety and depression. Also The QOL-C30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Results

1.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 persons of which 46(93.9%) were male

and 3(6.1%) were female. The mean age at the time of surgery was 63.0± 

7.12. The preoperative stage of esophageal cancer was 2 patients (4.1%) in 

stage 0, 26 patients (53.1%) in stage Ⅰ, 10 patients (20.4%) in stage Ⅱ, 

10 patients (20.4%) in stage Ⅲ. Operative methods were Ivor Lewis opera-

tion in 32 patients (65.3%), Mckeown operation in 16 patients (32.7%) and 

transhiatal esophagectomy in 1 patient (2.0%). 

2. Changes in the symptoms of the subjects were observed before and at 1 

month and 3 months after surgery. Among them, difficulty in dysphagia 

(F=13.9, p<.001), eating problem (F=18.53, p<.001), dry mouth (F=3.16, 

p=.047) trouble with taste (F=5.86, p=.004) showed a change with time. In 

the first month after surgery, all symptoms worsened compared to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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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reflux, esophageal pain, trou-

ble swallowing saliva, chocked when swallowing, trouble with coughing, 

trouble with talking during surgery.

3. Anxiety (F=59.56, p<.001) and depression (F=72.13, p<.001) showed sig-

nificant changes at before, after 1 month surgery and 3 months surgery.

4. There was a change in the quality of life in the functional scale be-

fore surgery and at 1 month and 3 months after surgery (F =5.23, p=.007). 

The contrast tes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F=8.08, p=.007) at 1 

month after surgery and 72.12 points after surgery (F=6.75, p=.012). Spe-

cifically, we could confirm the changes in the physical (F=30.51, p<.001), 

role (F=50.13, p<.001) and cognitive function (F=4.78, p=.011). There was 

a change in the quality of life in the symptom scale before surgery and at 

1 month and 3 months after surgery (F=15.05, p＜.001). Among them, fatigue

(F=21.95, p＜.001), sleep disturbance (F=6.54, p=.005), pain (F=19.98, p
＜.001), constipation(F=3.2, p=.045), nausea / vomiting (F=8.57, p<.001), 

appetite loss (F=21.54, p<.001) and dyspnea (F=9.19, p<.001) showed a 

change with tim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diarrhea, financial 

difficulties during surgery.

The mean scores of the overall health status/quality of life were 59.01 

±20.68, 50.17±18.67, and 65.48±14.73, respectively (F=10.42, p <.001).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sophageal cancer patients were the most severe at 1 

month after surgery and recovered at 3 months after surgery, but various 

symptoms persisted and quality of life decreased. It is necessary to iden-

tify the chang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experienced by the subjects over time and to suggest appropriate in-

tervention and timing of intervention and prolonged prospective longitudi-

nal study after esophageal cancer surgery should be done.

Key Words; Esophagel cancer, Symptoms, Anxiety, Depressi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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