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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본 연구는 위암으로 진단 받고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3
월 31일까지 A대학교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에 의해 개발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백현숙 등(2010)이 번안, 타당화 한
Korean version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는 태영숙(1985)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디스트레스 중 불안과 우울은
Zigmond와 Snaith(1983)가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불안,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를 오세만 등(1999)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 후 그 결과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72.09점±15.81점,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의 평균은 35.45±5.12점, 의료인지지의 평균은 30.24±3.64점,
디스트레스 중 불안은 평균 3.40±2.82점, 우울은 평균 4.73±2.90점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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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t=2.163, p=.033), 치료비 부담을 본인이 하는 경우(t=2.369, p=.020)에 회복탄
력성이 높았다.
3.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r=.472, p<.001), 의료인지지(r=.370,p<.001)와 회복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 디스트레스 중 불안(r=-.515, p<.001)과 우울(r=-.587, p<.001)은 회
복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환자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β=.348, p=.001)였으며, 그다음으로 우울(β=-.213, p=.021)순으로 나
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30.5%이었다.
결론적으로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아전절제술 환
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지지와 우울을 고려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 위암환자, 위아전절제술,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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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의 필요성

Ⅰ 서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발생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
세다. 특히, 위암은 남성의 경우 암 발생률 1위, 여성의 경우 암 발생률 5위에
해당된다(통계청, 2014). 다행인 점은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기술의 발전으
로 암 5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으로, 최근 통계 자
료에 의하면 위암의 경우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73.1%의 생존율을 보였다
(국가 암 정보센터, 2014). 이에 위암은, 조기 진단 및 치료한다면 더 이상 치
명적인 질환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만성적으로 관리하여야할 질환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만, 암 생존자들은 진단에서 치료, 그리고 만성적 질환관리에 이
르는 여러 단계에서 상당 수준의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Annunziata
MA, Muzzatti B & Bidoli E., 2011).
최근 암 생존자들이 극도의 디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하여 위기 상황이나 디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발병 이전
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가 보고 되기 시작했다(곽소영, 2013; 하부
영, 2014). 그 원동력을 회복탄력성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
로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에서 회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이다(김동희, 2002). 회복탄력성은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후
천적인 요소로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며(김주환, 2011), 부정
적인 경험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Baumgardner
et al., 2009). 특히 위암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초기 일개월이 수술 후기보다
신체적, 정신적 증상 호소가 심각하여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며(김진하, 최자
윤, 2014), 수술 초기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추후 회복탄력성이 높게 유지되
므로(Wendy et al., 2010), 위암 수술 후 대상자들의 일개월 내의 회복탄력성
측정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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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탐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
는 관련 요인으로 먼저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회복탄력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암 진단과 치료로 동반되는 불안과 우울 등의 정
서적 디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남경, 2009; 전영희,
2010; 오복자, 이연주, 2007). 암 환자들은 자신의 대처기전을 사용하기도 하지
만, 디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질병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김
연정, 2010; Maxwell, 1982), 배우자와 전문가의 지지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
다고 하였다(Caplan, 1971). 그러므로 암 환자들의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질병으로부터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의료인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회복탄력성의 다른 관련변인으로 디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디스트레스는
암 환자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을 의미한다. 디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여 우울과 불안 등이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이세영 등,
2012), 암 환자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자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Shim, 2011). 암 환자 중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암의 종류에 따라 약 30∼40%로 보고되며, 디스트레스는 회
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Zabora J, BrintezhofeSzoc
K, Curbow B, Hooker C & Piantdosi S, 2001 ; Carlson LE, et al., 2004; 김
은미, 2013).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50%의 대상자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그들이 겪는 디스트레스는 빈번하다
(Tavoli, 2007). 따라서 위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중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
적 디스트레스는 암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측정,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까지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혈액암 환자(곽소영, 변영순, 2013),
재가 뇌졸중 환자(임소정, 2013), 대장암 환자(김지인, 변영순, 2013), 부인암
환자(조현민, 유은광, 2015), 노인위암(방미선, 2017)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외의 경우 암 진단에서 치료단계에 따른 종단적 연구 및 수술 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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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연구 대부분
특정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으며, 특히 위암 수술 후 일개월 내 대상자의 심리 사회적 상태와 회복탄력성
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하부요인
인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의 하부요인인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회복탄력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암으로 위아전절
제술 1개월 후 외래 방문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및 불
안과 우울의 수준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의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대상자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 중재개발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 진단을 받고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
력성과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첫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 한다
셋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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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회복탄력성
1) 이론적 정의
개인이 직면한 역경에 적응하고 오히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사
회·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Connor & Davidson,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하고 백현숙 등(2010)이 번
안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한국형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로 측정
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지지
1) 이론적 정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말한다(Kaplan, Caseel &
Gore, 1977).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를 포괄한
다. 가족지지란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대상자를 돌보아 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가치감을 갖도록 하여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
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Cobb, 1976). 의료인지지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만족되는 욕구로 애정, 존중감, 소속감, 안정감 등의 정서적 지
지와 경제적 도움, 정보 제공 및 충고 등의 실질적 지지로 대변되는 사회적
지지 중 의료인(의사나 간호사)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Kapla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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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태영숙(1985)이 개발한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디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사회적, 영적차원의 불쾌한 경험
을 의미한다(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012). 본 연구에서
디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포괄한다. 불안이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
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두려운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72).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에서 병적인 상태까지의 기분변화로 삶에 대한 실망
으로 발생하는 무력감, 무가치감, 침울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의미한다
(Battle, 197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디스트레스는 Zigmond와 Snaith(1983)가 개발한 도구를 오
세만 등(1999)이 번안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불안은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중 하부척도(HAD-A)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
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은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중 우울 하부척도(HAD-D)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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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A. 암 환자의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인간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로 인해 성장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된다(Connor, 2006). 구
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은 삶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위기와 역경을
맞아 이를 견디고 이겨내는 심리사회적, 관계상황적, 신념적 특성으로 구성되
며, 이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와 나눔의 생
활을 통해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특성이다(홍성경, 2009).
원어인 Resilience는 국내에서는 극복력(임숙빈, 2002; 박미미 2016), 유연성
(이해리, 2009), 자아탄력성(이정미, 2012), 적응유연성(송희영, 2006), 회복력
(김혜성, 1997), 회복탄력성(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등으로 다양하게 사
용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되기도 하나 시간에 따라
변하며 환경,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생
성, 유지 또는 소멸되기도 한다(김주환, 2011). 그래서 개인의 여러 특성에 따
라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강도로 인식하지 않고 다
르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게 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반면, 낮은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
울 같은 정서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새로운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Connor, 2006).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은 외상으로 간주될 만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
제를 초래하는 주요 사건이다. 암 진단 후 정신적 증상의 유발 예방법으로 회
복탄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검사는 회
복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Sabine et
al., 2015). 정신적 증상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 경과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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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리고 수술 후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미
영, 2002).
위암의 경우 진단에서 회복하는 시기마다 신체적 증상이나 정서적 상태의
변화는 상당히 크며, 수술 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체적·정서적 측면의 회
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정아 등, 2010). 회복탄력성의 경우 학
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 가능한 후천적인 요소인 만큼(김주환, 2011), 회복탄력
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위암 수술 환자의
유병률 및 생존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암환자와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
으로 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연구는 대장암 환자(김지인, 변영순,
2013), 암 환자(이은경, 2007; 차경숙, 김경희, 2012), 혈액암 환자(곽소영과 변
영순, 2011), 유방암 환자(김은미, 2014; 하부영 등, 2014; 권안나, 2016) 부임암
환자(조현민, 유은광, 2015), 췌장암 환자(이주희, 2016), 노인위암 환자(방미선,
2017)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 불안, 희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곽소영 & 변영순, 2013; 김성렬 등, 2010;
김지인, 변영순, 2013; 이은경, 2007; 임소정, 2013; 김은미, 2014)등이 확인되었
으며, 우울, 불안(김성렬 등, 2010; 김지인, 변영순, 2013; 임소정, 2013; 김은미,
2014)이 낮을수록, 희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이은경, 2007; 김
지인, 변영순, 2013; 임소정, 2013; 김은미, 2014)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질병 관련 특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다.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 치료비용 부담자가 부모인 것보다 본인, 배
우자, 자녀인 경우가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정선경, 2012), 대장암 환
자의 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최경숙, 2012). 혈
액암 환자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당 수입이 많은 경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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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았고(곽소영, 변영순, 2013), 유방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고, 직업이 있는 경우 회복탄력
성이 높게 나타났다(하부영, 2014). 즉 회복탄력성은 주로 직업, 교육 정도, 월
평균 수입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진단 후 기간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기간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보였던 곽소영과 변영순(2013)
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질병 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는 일반 암환자와 유방암, 대장암, 혈액암, 부인암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를 대상으로
디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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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암 수술환자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란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하는 것으로(박지원, 1985), 스트레스에 노출된 개인에게 상
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김귀분, 석소현,
2010). Cobb(1976)은 사회적 지지에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 가치관을 갖고 존중되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 의사소통망과 상호
의무망에 속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암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며, 불투명한 질병 예후와 치료의 부작용으로
위축되기 쉽고, 병원을 떠나 가족으로 돌아간 후에도 신체적· 기능적 능력의
변화 및 가족들의 태도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김금숙, 2003).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이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돕
는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가 보고되고 있다
(김지숙, 김지수, 2013; 전영희 등, 2010). 암 환자에게 가족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불안 및 우울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주고 감정 변화를 조
절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힘든 치료과정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암
환자에게 적극적인 가족지지가 필요하다(윤혜민 등, 2011).
의료인지지는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 지지체계이며(이정자,
2001),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는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jolander & Bertero, 2008). 그
리고 위암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김영숙, 태영숙(2015)의 연구에서도 가족
과 의료인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위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
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암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조현미(2014)의 연구에
서도 가족지지가 외상 후 성장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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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과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로 혈
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곽소영, 변영순(2013)의 연구와 부인암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조현민, 유은광(2015)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미 등(2015)의 연구와 일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은경(2007)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회복탄력성과 유
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가족 지지가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인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Pentz(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암 수술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
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변인으로서 대상자의 심
리적, 물질적, 자원과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학적인 총괄적인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암 수술 환자에게 사회적 지지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암 수술 환자의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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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위암 수술환자의 디스트레스
암 환자들은 암 그 자제를 하나의 위기로써 질병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극
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암의 진단과 치료는 충격과 불안, 우
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사회적, 영적차원의 불쾌한 경험을 모두 포
함하여 디스트레스라고 한다(NCCN, 2012). 디스트레스에 속하는 불안과 우울
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중재하지 못하면, 삶의 질 저하, 자살 및 자살사고 위
험 증가, 치료 순응도 저하, 암 재발 및 생존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정숙, 오윤정, 2012). 한국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
권고안에 따르면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는 삶의 질의 주요 예측요인이며, 디스
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삶의 질 향상과 치료 순응도가 향상된다고 보
고되고 있다.
디스트레스 중 불안과 우울은 암 진단 이후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더
욱더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최은숙,
1994). 특히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암 환자들은 병원의 낯선 상황과 수술
로 인해 불안을 호소한다(한영림, 2003). 특히 위암 수술 후 경험하게 되는 상
복부 통증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무력감과 불안을 유발
하며(경부순, 2006), 여러 연구에서 수술과 관련되어 급성 통증이 있을 때 불
안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동숙, 이은옥, 1997).
우울은 소화기암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Boyjian, 2010; Lee, Eom, Song, Chae, & Lam, 2008), 암 환자의 약 20∼
25%가 질병과정동안 우울을 경험하고 진행성 암 환자의 경우 58%까지 우울
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Bowers & Boyle, 2003), Hjemdal 등(2011)의
연구에서도 불안 및 우울은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암
환자의 우울은 삶의 질 감소, 자살률 증가, 사망률 상승, 암 치료 순응도 저하,
신체적 고통의 증가 및 입원기간을 연장시킨다. 또한, 암 환자의 심리적 고통
감소에 매우 중요한 정신 사회적 요인은 회복탄력성이며, 암 환자의 경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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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울은 낮아진다고 하였다(Gordana
Ristevska-Dimitrovaska et al.,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위은숙(2012)의 연구에
서 불안과 우울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위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과 수술의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과 체계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질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수술과 관련된 불안과 공포를 걱정하
게 된다고 하였다(유경희, 1993).
따라서 위암 수술환자에서 디스트레스 중 불안과 우울은 암 진단에서 수술
후 치료, 회복하기까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회복탄력성 향상 및 위암 수술 환자의 불안과 우
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디스
트레스(불안 및 우울)는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관계를 통
합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는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위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증
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근거 및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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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불안, 우울)의 수준을 파악하
고,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A 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 후 치료 목적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 후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98명이었다.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최종 회귀분석에 사용된 예
측 변수 5개(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우울, 성별, 치료비 부담여부),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의 크기 .15, 대상자 수 98명을 기준으로 사후 검정력 분석 결과
검정력은 0.83이었다.
연구의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2) 원발성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을 후 1개월 환자
3) 위암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자
4)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연구대상자 제외기준
1) 위암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자(수술 후 출혈, 복강 내 농양, 장 폐쇄,
호흡기계 합병증 등)
2)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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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
적 사항 13문항, 회복탄력성 25문항, 사회적 지지 16문항, 디스트레스(불안 및
우울) 14문항으로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는 Connor와 Davidson에 의해 성인과 외상 후 스트레
스 환자를 대상으로 2003년 개발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백현
숙 등(2010)이 번안, 타당화 한 Korean version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강인성, 인내, 낙관성, 지지, 영성의 5개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
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는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onnor와 Davidson(2003)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는 .89 이었으며, 백
현숙 등(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8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태영숙(1985)이 개발한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지지 8개 문항,
의료인지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 각 문항은
‘전혀 안 해주었다’ 1점에서 ‘항상 해주었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가능
한 총 점수의 범위는 각각 8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와 의
료인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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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구 개발 당시의 가족지지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었으며, 의료인
지지는 Cronbach's α=.8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신뢰도는
Cronbach's α=.98, 의료인지지는 Cronbach's α=.90이었다.
3.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Zigmond와 Snaith(1983)가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불안,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병원 불안-우울 척도(Hospital
Anxiety-Depression Sale, HADS)를 오세만, 민경준, 박두병(1999)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홀수 문항 7개는 불안, 짝수 문항 7개는 우울에 관한 척도이다. 우울과 불안
각 문항은 ‘없음’ 0점에서 '심함' 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는 0점에
서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심함을 의미한다.
Zigmond 와 Snaith(1983)는 불안과 우울 증상 도구의 각각의 절단점을 8점
으로 제시하였으며 3군으로 나누었다. 0∼7점은 불안과 우울 증상이 없는 상
태, 8∼10점은 경증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상태, 11∼21점은 중등도 이상
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오세만 등(1999)이 번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불안이 Cronbach's α=.89, 우
울이 Cronbach's α=.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이 Cronbach's α=.90, 우울
이 Cronbach's α=.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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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에 연구 대상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해당 연구
병원의 기관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AJIRB-MED-SUR-16-17)를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이며 경기도 소
재 A 대학병원에서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 106명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였고 그 중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2명, 보호자 거부 2명, 개인 사
정으로 외래 변경 2명, 입원 2명(오심과 구토, 복통)을 제외한 98명을 임의 표
집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15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 시 대상자가 외래에 방문하여 진료 대기하는 동안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
는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밀이 유지된다는 정보를 받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설문에 응하였으며, 연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하지 않았다. 연구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설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하였다. 위암의 병기
및 치료 방향은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의무기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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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 WIN 21.0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불안, 우울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불안, 우울의 절단점에 따른 분류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
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test와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선행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준 .05이하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
수를 회귀 모형에 투입하고자 하였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불안과 우울
간 상관관계지수가 .86으로 두 변수 간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 두 변
수 중 종속변수인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지수가 높은 우울 변수만 다중회
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최종 회귀분석에 투입된 예측요인은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우울, 성별, 치료비 부담자였다. 이때,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우울이 대상자의 특성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우울을 모델 1
에 투입하였으며, 모델 2에는 모델 1의 변수에 성별, 치료비 부담자를 추
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 다
중공선성은 상관계수,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VIF)로 평가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 공차 한계는 .714∼.896, 분산팽창인자(VIF)는 1.116∼1.393로 다
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회귀분석의 정규성 가정은 Durbin-Watson 통
계량을 확인하였다.
- 17 -

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표1>과 같다. 대
상자 중 남자는 65명(66.3%)이었으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하는 경우가 46
명(46.9%)이었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n(%)
65(66.3)
33(33.7)

성별

남자
여자

연령

50세 미만
50~59세
60세 이상

22(22.4)
26(26.5)
50(51.1)

배우자 유무

유
무(미혼,이혼,사별)

87(88.8)
11(11.2)

종교
교육정도

있다
없다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6(26.5)
72(73.5)
69(70.4)
29(29.6)

직업

유
무

47(48.0)
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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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8)
M±SD

58.18±10.06

미만
가족의 월 평균 수입 350만원
350만원 이상

52(53.1) 332.04±150.37
46(46.9)

동거가족 유무

있다
없다

88(89.8)
10(10.2)

주 간호제공자

가족
기타(간병인,친구)

93(94.9)
5(5.1)

본인
치료비를 부담하는 자
기타(자녀,배우자,부모)

46(46.9)
52(53.1)

진단 받은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0(30.6)
68(69.4)

기저질환* 유무

유
무

45(45.9)
53(54.1)

수술방법

복강경
로봇(다빈치)

78(79.6)
20(20.4)

병기

1기
2기
3기

77(78.6)
10(10.2)
11(11.2)

유
21(21.4)
항암치료 유무
무
77(78.6)
* 기저질환 : 고혈압, 당뇨, 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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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정도는 <표2>와 같다. 회
복탄력성은 평균 72.09점,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의 평균은 35.45점, 의료인
지지의 평균은 30.24점으로 나타났다. 디스트레스 중 불안은 평균 3.40점, 우울
은 평균 4.73점으로 나타났다.
<표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
구분
회복탄력성
강인성
인내
낙관성
지지
영성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
불안
우울

(N=98)
가능범위
0∼100
0∼36
0∼32
0∼6
0∼8
0∼8

M±SD
72.09±15.81
24.54±6.13
24.81±5.29
11.22±2.69
6.36±1.09
5.16±1.24

최소값
36
11
13
4
4
3

최대값
100
36
32
16
8
8

35.45±5.12
30.24±3.64

13
22

40
40

8∼40
8∼40

3.40±2.82
4.73±2.90

0
0

10
12

0∼21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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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mond와 Snaith(1983)가 제시한 절단점에 따르면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불
안 및 우울) 분류는 <표3>과 같다.
불안의 경우 대상자 98명 중 91명(92.9%)이 불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7명(7.1%)이 8점 이상으로 경증 이상의 불안이 있으며, 11점 이상
의 중증도 이상의 불안을 가진 환자는 없었다.
우울의 경우 전체 대상자 98명 중 83명(84.7%)이 우울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 중 11명(11.2%)이 8점 이상으로 경증 이상의 우울이 있으며, 대
상자 중 4명(4.1%)이 11점 이상으로 중증도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3> 대상자의 디스트레스(불안 및 우울) 분류
디스트레스

구분
불안

점수
0∼7(정상)
8∼10(경증)
11∼21(중증도 이상)

n(%)
91(92.9)
7(7.1)
0(0)

우울

0∼7(정상)
8∼10(경증)
11∼21(중증도 이상)

83(84.7)
11(11.2)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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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8)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표4>와 같
다. 회복탄력성은 대상자의 성별(p=.033)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남자의 경우 74.51점, 여자의 경우 67.33
점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더 높았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76.02점, 자녀, 배우자, 부모가 부담하는 경
우에는 68.62점으로 나타나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회복탄력성 점수
가 더 높았다.
그 외 변수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표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관련 특성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교육정도

구분

n(%)
남자
65(66.3)
여자
33(33.7)
50세 미만
22(22.4)
50~59세
26(26.5)
60세 이상
50(51.0)
유
87(88.8)
무(미혼,사별,이혼) 11(11.2)
있다
26(26.5)
없다
72(73.5)
고졸이하
6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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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74.51±15.58
67.33±15.40
72.23±14.46
66.62±15.69
74.88±15.99
72.62±15.21
67.91±20.35
76.85±16.15
70.38±15.44
70.78±15.38

(N=98)

t/F p
2.163 .033
2.406 .096
.931 .354
-1.810 .073
-1.268 .208

대졸이상
직업
유
무
월 평균 수입 350만원 미만
350만원 이상
동거가족 유무 있다
없다

29(29.6)
47(48.0)
51(52.0)
52(53.1)
46(46.9)
88(89.8)
10(10.2)

75.21±16.65
75.32±16.95 -1.968 .052
69.12±14.21
71.37±16.58 .482 .631
72.91±15.03
72.47±15.19 -.693 .490
68.80±21.22

주 간호제공자 가족
93(94.9) 71.80±15.49
기타(친구,간병인) 5(5.1) 77.60±22.41
치료비 부담 본인
46(46.9) 76.02±15.76
기타
(배우자,자녀,부모) 52(53.1) 68.62±15.16
1개월 미만
30(30.6) 71.70±19.02
진단 시기
1개월 이상
68(69.4) 72.26±14.32
기저질환* 유무 유
45(45.9) 73.73±14.14
무
53(54.1) 70.70±17.11
수술방법
복강경
78(79.6) 72.03±15.89
로봇(다빈치)
20(20.4) 72.35±15.91
수술병기
1기
77(78.6) 70.92±16.26
2기
10(10.2) 80.80±12.66
3기
11(11.2) 72.36±13.60
항암치료 유무 유
21(21.4) 76.38±13.54
무
77(78.6) 70.92±16.26
* 기저질환 : 고혈압, 당뇨, 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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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427
2.369 .020
-.145 .885
-.947 .346
-.081 .935
1.756 .178
-1.410 .162

D.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위암환자의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불안, 우울)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위암 환자의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r=.472, p<.001), 의료인지지(r=.370,p<.001)는 회복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스트
레스 중 불안(r=-.515, p<.001), 우울(r=-.587, p<.001)은 회복탄력성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 의료인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높았으며, 불안과 우울
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높았다.
<표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
r(p)
.472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001)
.370
의료원지지 (<.001)
-.515
불안
디스트레스
(<.001)
-.587
우울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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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 의료원지지
r(p)
r(p)
.504
(<.001)
-.372
(<.001)
-.350
(<.001)

-.368
(<.001)
-.415
(<.001)

(N=98)
불안
r(p)

.858
(<.001)

E.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었던 변수인
성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와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 중 우울을 독립변수로,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독립 변수 중 범주 변수인 성별, 치료비 부담자, 우울의 경
우 정상군과 경증 이상의 우울군을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회귀분석 전에 통계학적 가정을 확인하였다. 다중 공선성 여부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하였으며 공차
한계는 .714∼.896으로 0.1이상∼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116∼1.393으로 모든 변수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자료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78
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지지, 의료인지지, 우울이 대상
자의 특성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가
족지지, 의료인지지, 우울을 모델 1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가족지지, 의료인지
지, 우울은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F=13.760 ,p<.001),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0.5%로 나타났다. 모델 2에는 모델 1의 변
수에 성별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F=3.169, p=.047), 회
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0%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형 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가족지지(β=.348, p=.001), 우울(β=-.213, p=.021)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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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98)

Model 분류
B
SE
β
t
Model 1 가족지지
1.060 .310 .343 3.417
의료인지지
.525 .440 .121 1.193
-11.24 3.967 -.257 -2.835
우울a
8
R2=.305, Adjusted R2=.283, F=13.760, p<.001
Model 2 가족지지
1.073 .303 .348 3.535
의료인지지
.451 .432 .104 1.045
우울a
-9.312 3.956 -.213 -2.354
남자b
2.158 3.240 .065 .666
치료비 부담(본인)c 6.945 3.819 .178 1.819
R2=.350, Adjusted R2=.315, F=3.169, p=.047
a reference group : 우울 정상군
b reference group : 여자
c reference group : 치료비 부담(자녀, 배우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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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236
.006
.001
.299
.021
.507
.072

Ⅴ.논의
본 연구는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
지(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우울, 불안)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위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
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근거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자가 66.3%로 2/3을 차지하
였으며 평균 연령은 58.18세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은 위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위은숙, 용진선, 2012)의 남녀 성비와 평균연령이 유사하였다. 또한
2013년 통계청 자료의 위암환자 남녀 성비 2:1과 동일하게 남자가 많았고, 위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이 40.0%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조혜선, 2016). 이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암 환자의 연령이 증가
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남성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위암 원인 중 하나인 흡연과 알코올 섭취량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 이와 같
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 점수는 72.09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회복탄력성 평균 점수는 73.60점(Loprinzi et al.,
2011)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대장암 환자는 83.92점(김지인, 변영순, 2013)으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1개월 시점의 회
복탄력성을 측정하였는데, 위암의 경우 수술 후 덤핑증후군과 역류증상, 설사
등과 관련된 신체적 기능부전과 식이 변화로 인한 체중감소 등으로 인해 회복
탄력성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증상과
회복탄력성과의 연구를 시행하지 못해 추후 연구에서는 위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증상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가족지지의 경우 평균 35.45점, 의료
인지지의 경우 평균 30.24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위암 진단 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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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현미(2015)의 연구 결과 가족지지의 평균 점수
가 33.0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와 비교할 때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의료인지지의 경우 가족지지의 점수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수술 후 1개월 후 외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의료인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가족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암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 1개월 동안 식습관의 변
화 및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가족의 관심이 집중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료인지지의 경우 98명중 3명
이 40점 만점에 40점을 주었으나, 가족지지의 경우 98명중 43명(43.8%)이 만
점을 주어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을 하
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외래 방문 시점에 보호자
를 동반한 상태에서 설문을 작성한 점이 일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수술 후 1개월 환자의 가족지지와 의료인지지의 파악
이 미흡한 실정으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디스트레스 중 불안과 우울을 조사하였는데, 불안의 점수는 평균 3.40점, 우
울의 점수는 평균 4.73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근치적 위절제술 환자의 수술
후 1개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진하, 최자윤, 2014)의 결과 불안은 4.37
점, 우울은 10.9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불안보다 우울의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보다 김진하와 최자윤(2014)의 연구에서 우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진하와 최자윤(2014)의 연구 대상
자 경우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0%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보다 우울의 점수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Zigmond와 Sanith(1983)가 제시한 절단점에 따르면 불안은 7명
(7.1%)이 경증 이상의 불안이 있는 상태였고, 우울은 전체 대상자의 11명
(11.2%)이 8점 이상으로 경증 이상의 우울이 있는 상태였으며, 4명(4.1%)이
11점 이상으로 중증도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환자
를 대상으로 한 조혜선(2016)의 연구에서는 150명 중 52명(34.6%)이 경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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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불안이 있는 상태였고, 26명(17.3%)이 중증도 이상의 불안이 있는 상태
였다. 우울의 경우 81명(54.0%)이 경증 이상의 우울이 있는 상태였고, 28명
(18.7%)이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
자의 경우 1기 환자가 77명(78.6%)으로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
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조혜선(2016)의 연구 대상자의 경우 1기 환자가 41명
(27.3%)이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포함되어 본 연구 대상자보다 경증이상
의 불안과 우울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85%
이상의 환자가 불안과 우울이 없는 정상군이지만 우울의 경우 치료과정동안
환경적 요인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고(Matsushita, Matushima & maryama,
2005), 위암 환자에서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우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
다(Han et al., 2013). 따라서 간호사는 위암 수술 환자의 불안과 우울증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비록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변량 분석에서
성별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하는 경우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74.51점, 여성이 67.33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회복탄력
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암 환자들이 남성 암 환자들에 비해 우
울 정도가 높고,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활동에도 더 많은 장애를 받아 회
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생각한다(김현숙 등, 2001).
치료비 부담의 경우 본인이 하는 경우가 76.02점,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가
하는 경우 68.62점으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60%이상이 남성으로 한가정의 가
장이라는 책임감과 치료기간 동안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줄어든 가계소득
에 대한 걱정으로 빨리 사회복귀를 하고자 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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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안
자영(2014)과 하부영(2014)의 경우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통계
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김은미(2015)의 연구에서 수술 종류에 따른 회복탄력
성의 차이가 있었다.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지인(2013)의 연구에
서 장루유무를 제외한 질병 관련 특성과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노인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미선(2016)의 연구에서 증상경험
을 제외한 질병관련 특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암의 종류에 따라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위암 및 위아전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
여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아전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에서 회복탄력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시행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가족지지(β=.348, p=.001)와 우울(β=-.213, p=.021)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족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
로, 가족 지지의 향상을 위해 대상자의 치료 계획에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병
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대상자를 격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가
족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증상관리 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
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는 자가보고 형식으로 시행하여 본 연구 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해야할 것이며, 일 대학병원의 위암으로 위아전절제
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본
횡단적 조사연구로 표본 수가 작아 연구 결과를 전체 위암 환자에게 일반화하
고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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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및 관련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위암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질병 관련 요인, 사회적 지지, 디스트레스의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위암 수술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위암으로 진단 받고 경기도 수원시 A
대학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 중 연구에 동의한 98명이었다. 자
료수집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
를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sion 21.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8.18±10.06세로, 60세 이상이 51%로 가장 많았다.
질병 관련 특성은 진단받은 시기가 1개월 이상인 경우가 69.4%이었고, 복강경
수술 환자가 79.6%, 1기 환자가 78.6%이었다.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72.09±15.81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의 평균은 35.45±5.12점, 의료인지지의 평균은 30.24±3.64점으로 나타
냈다. 디스트레스 중 불안의 경우 대상자 98명 중 91명(92.9%)이 정상이며 7
명(7.1%)이 8점 이상으로 경증 이상의 불안이 있고 11점 이상의 중증도 이상
의 불안을 가진 환자는 없었다. 우울의 경우 전체 대상자 98명 중 83명
(84.7%)이 정상이며 11명(11.2%)이 8점 이상으로 경증 이상의 우울이 있고 4
명(4.1%)이 11점 이상으로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있었다.
3.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는 대상자의 성별
(t=2.163, p=.033)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t=2.369, p=.020)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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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족지지, 의료인지지), 디스트레스(불
안,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
(r=.472, p<.001), 의료인지지(r=.370, p<.001)와 양의 상관관계, 디스트레스 중
불안(r=-.515, p<.001)과 우울(r=-.587, p<.001)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β=.348,
p=.001)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울(β=-.213, p=.021)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
명력은 30.5%이었다.
결론적으로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아전절제술 환자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가족지지였고, 그 다음으로 우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암으
로 진단받고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변수를 고려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지지 향상을
위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대상자를 격려할 수 있는 지지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 실무에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증상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는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위절제술 1개월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횡
단적 조사연구로 추후에는 암 진단시기부터 치료기간의 회복탄력성과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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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 후 위아전절
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기관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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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제목 :

위아전절제술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이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
성되었습니다. 이래의 정보를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구자에
게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 결정은 귀하의 자유의사
에 달려 있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서명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암 수술 환자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불안, 우울과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횡단적으로 규명하고자 함입
니다. 설문의 내용은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불안 및 우울, 일반적 특성으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암 수술 환자분들의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불안 및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회복탄력성, 사회
적지지, 불안 및 우울,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직면한 역경에 적응하고 오히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지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을 말합니다.
불안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두려운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합니
다.
우울은 정서적인 기분변화로 일상생활에서의 슬픈 감정상태와 근심, 침울함, 실패
감, 상실감, 무력감 및 수치심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의미합니다.
본 설문지는 총 30분정도 소요될 것이며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본 기관의 연구 참
여자 수는 약 106명이 될 것입니다.
3) 연구참여로 인한 위험 및 혜택
본 연구로 인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으며 연구로 인해 귀하가 직접적인
이익을 보거나 어떠한 보상은 없습니다만 위암 수술 환자분들의 회복탄력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4) 개인정보의 기밀 유지
본 연구자는 위암 수술 환자분들의 사생활 침해 및 비밀 보장을 하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암 수술 환자분들의 의무기
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위암 수술 환자분들의 일반적 특성이

- 45 -

자료 분석에 이용 될 예정이며, 위암 수술 환자분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개인 정
보는 비밀로 보장 될 것입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할 경
우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5) 자발적 참여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합
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귀하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를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은 없습니다.
6) 본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사본으로 1부 제공됩니다.
7) 연구에 관한 질문에 연구자가 직접 답변을 할 것입니다.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질문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의문점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부선주 교수 031)219-7032
공동 연구자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김혜정 031)219-6074
또한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면 이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 하십시오.
아주대학교 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031)219-5569,4502

연구 참여자 동의서
연구제목 : 위아전절제술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동의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
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은 이 동의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본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본인은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
니다.
또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서 사본 1부를 수령합
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
연구자
성명 :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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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날짜:

월
월

일
일

<부록> 2. 연구도구

1. 회복탄력성 도구(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지난 한 달간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아래의 질문들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표
시해주십시오. 만약, 최근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평소 느껴왔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답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약간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날 도와줄 가
깝고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3.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
결책이 없을 때에는, 가끔 신이나 운명
이 도와줄 수 있다.
4.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할 수
있다.
5.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
과 역경을 다루는 데 자신감을 준다.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일
의 재미있는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다.
7. 스트레스 극복을 통해서 내가 더 강
해질 수 있다.
8. 나는 병이나, 부상, 또는 다른 역경
을 겪은 후에도 곧 회복하는 편이다.
9.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대부분의
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
는 것이라 믿는다.
10.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인다.
11.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12.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나
는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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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간

매우

이다

그렇다

그렇다

13. 스트레스/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안다.
14.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나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잘 유지한다.
15. 타인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하기보다
는 내가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6. 나는 실패 때문에 쉽게 용기를 잃
지 않는다.
17.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남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어려운 결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19.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불
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잘 처리
할 수 있다.
20.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때, 간혹 이
유 없이 직감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때
가 있다.
21. 삶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있다.
22.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조절하
고 있다.
23.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24.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25.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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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다음 문항은 당신이 주위사람(가족 및 의료인)들로부터 얼마나 지지 받고 있다고 느
끼는 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족지지 정도 측정
지난 몇 개월 동안 귀하가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식, 자매, 기타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은 정도
문항

전

혀

어쩌다

가 끔

자 주

항 상

안

해

해주었

해 주

해 주

해 주

다.

었다.

었다.

었다.

주었다.
1. 내가 희망을 잃고 치료를 중단 하려
할 때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다.
2. 내가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충고 해주었다.
3.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따뜻하게 대해
주고 사랑해주었다.
4.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
었다.
5. 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주었다.
6. 내가 그들과 하루 중 자주 이야기하며
지내도록 해주었다.
7. 나를 존중해주고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해주었다.
8. 나에게 집안문제나 개인문제를 의논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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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인지지 정도 측정
지난 몇 개월 동안 귀하가 의료인(의사, 간호사)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에 관한 내용입
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은 정도
문항

전

혀

어쩌다

가 끔

자 주

항 상

안

해

해주었

해 주

해 주

해 주

다.

었다.

었다.

었다.

주었다.
1. 내가 불평을 할 때 비판 없이 귀를 기
울여 들어주었다.
2. 규칙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를 잘 받았
을 때 칭찬해주었다.
3. 치료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해주며 치료계획에 참여시켜주었다.
4. 내가 규칙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
을 때 왜 안 오는지 알아봐주고 잘못됨을
지적해주었다.
5. 내가 질병치료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일깨워 주었다.
6.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 잘 적응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주거나
만나보도록 주선해주었다.
7.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한 긍정적
인 말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해주었다.
8. 나의 병이 악화되어가고 부작용이 심해
져도 한 인간으로서 조건 없이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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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불안-우울 척도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감정 상태는 자신의 질환이나 상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골라 표시해주십시오.
1. 나는 긴장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 전혀 아니다. ① 가끔 그렇다.
②자주 그렇다.

③ 거의 그렇다.

2. 나는 즐겨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
㉧ 똑같이 즐긴다.

① 많이 즐기지는 못한다.

② 단지 조금만 즐긴다. ③ 거의 즐기지 못한다.

3. 나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전혀 아니다.
① 조금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②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③ 매우 분명하고 기분이 나쁘다.
4. 나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다.
㉧ 나는 항상 그렇다. ① 현재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전혀 아니다.
5.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 거의 그렇지 않다. ① 가끔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항상 그렇다.
6. 나는 기분이 좋다.
㉧ 항상 그렇다. ① 자주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7. 나는 편하게 긴장을 풀 수 있다.
㉧ 항상 그렇다.
① 대부분 그렇다.
② 대부분 그렇지 않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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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 전혀 아니다. ① 가끔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거의 항상 그렇다.
9. 나는 초조하고 두렵다.
㉧ 전혀 아니다. ① 가끔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거의 항상 그렇다.
10. 나는 나의 외모에 관심을 잃었다.
㉧ 여전히 관심이 있다.
① 전과 같지는 않다.
② 이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적다. ③ 확실히 잃었다.
11.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가끔 그렇다.
② 자주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12.나는 일 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한다.
㉧ 내가 전에 그랬던 것 처럼 그렇다. ① 전보다 조금 덜 그렇다.
② 전보다 확실히 덜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13.나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낀다..
㉧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가끔 그렇다.
② 꽤 자주 그렇다. ③ 거의 항상 그렇다.
14.나는 좋은 책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을 즐길 수 있다.
㉧ 자주 즐긴다. ① 가끔 즐긴다.
② 거의 못 즐긴다. ③ 전혀 못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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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만( )세
3. 배우자: ① 있다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동거
4. 종교: ① 없다② 천주교③ 기독교④ 불교⑤ 기타
5. 교육정도: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업③ 중학교졸업④ 고등학교졸업
⑤ 대학교졸업⑥ 대학원이상
6. 직업: ① 무직 ② 회사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주부 ⑥ 학생 ⑦ 기타
7. 가족 의 월평균 수입:( )만원
8. 동거가족: ① 혼자 지낸다.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9. 귀하가 진단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 )년( )월
10. 치료기간 동안 귀하를 주로 보살펴 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간병인 ⑤ 기타
11. 치료비를 주로 부담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자녀 ③ 부모 ④ 기타
12.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 있습니까?
① 고혈압 ② 당뇨 ③ 간질환 ④ 다른 장기의 암 ⑤ 없음 ⑥ 기타(
)
13. 수술방법 :
① 복강경 위부분절제술 ② 다빈치 위부분절제술(로봇) ③ 개복 위부분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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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Factors Affecting Resilience of Patients
One Month after Subtotal Gastrectomy
Hye J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unJoo Boo, RN., Ph.D.)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distress of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gastric cancer
that underwent subtotal gastrectomy one month previously. This study
consisted of 98 patients who underwent subtotal gastrectomy one month
previous at A University Hospital from August 1, 2016 to March 31, 2017.
Resilience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adapted and validated by Baek Hyun-sook et al. (2010).
Social support was measured using a tool developed by Tae Young-sook
(1985) for cancer patients. In addition, distress was measured using a tool
adapted by Oh Se-man et al. (1999) called the Hospital Anxiety-Depression
Scale (HADS) developed by Zigmond and Snaith (1983) to measure the
degree of anxiety and depression of patients visiting a hospita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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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results found :
1. The average resilience of patients who underwent subtotal gastrectomy
one month previous, and found that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medical staff support were 72.09 ± 15.81 points, 35.45 ± 5.12 points and
30.24 ± 3.64 points, respectively.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distress
factors were on average 3.40 ± 2.82 points and average 4.73 ± 2.90 points,
respectively.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were investigated and resilience was high in gender(t =2.163, p
=.033) and in the case of self-pay of medical expenses (t =2.369, p =.020).
3.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distres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amily support
(r =.472, p<.001), medical staff support (r=.370, p<.001) among social
support factors, and anxiety (r=-.515, p<.001) and depression (r=-.587,
p<.001) among distress factors with a negative correlation.
4. The factors that had the most influence on patient resilience after a
subtotal gastrectomy due to gastric cancer were family support (β=.348,
p=.001) followed by anxiety (β=-.213, p=.021), with an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30.5%.
In conclusion, higher family support resulted in higher resilience and lower
depression for patients who underwent subtotal gastrectomy one month
previous due to gastric cancer. This suggest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consider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in order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patients with
subtotal gas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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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gastric cancer patients, subtotal gastrectomy, resilience,
social support,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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