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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f Symptom Severity and Symptom Interference on Sleep 
Disturbance among cancer pati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October 8th to October 25th, 2012. One hundred 
eight cancer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S city in Korea.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and the Sleep Disturbance scales for patients with cancer.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0.0 program. Results: The Sleep Disturbance for cancer 
patien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ymptom Interference and cancer stage.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leep Dis-
turbance were Symptom Severity and Symptom Interference. They explained 40.5% of the variance in stage IV. Conclusion: Patients 
with cancer experienced Symptom Severity and Symptom Interference which led to a negative effect on Sleep Disturbance. The re-
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could improve Sleep Disturbance for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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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암등록 통계결과에 의하면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는 192,561명으로 2008년 

180,465명에 비해 6.7%, 1999년 101,032명에 비해 90.6% 증가하였다. 

암 발생률 증가와 더불어 암환자의 생존율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

되고 있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암환자 자료에 의하면 5년 생

존율이 62.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

이와 같이 암 생존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암과 더불어 살아

가는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암 환자

는 질병 및 치료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부작용을 경험하며 이로 인

해 발현되는 다양한 증상들은 암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여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암 환자는 암 치료과정뿐만 아니라 암 치료 이후에도 통증, 사지 

저림, 인지장애, 식욕부진, 구토, 말초 신경병증 등과 같은 신체적 증

상과 피로, 불안, 우울, 수면장애, 슬픔, 괴로움, 자존감 저하 등과 같

은 정신 · 심리적인 증상을 경험한다.3) 암 환자들은 치료과정 동안 

피로, 통증,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4,5) 특

히 피로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 및 생물치료 등 보조

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의 6199% 정도에서 경험하고6) 암 생존자의 

30%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79)

또한 수면은 충족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요구이지만, 암 치료를 받

고 있는 환자의 3075%가 수면장애를 경험하며,1012) 그 중에서 25

50%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14) 암 환자의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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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울, 불안, 피로, 무력감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10) 이러한 증상들

은 수면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나 암 환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증상들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의료인들에 의해서

도 비교적 경시되고 있는 실정이다.15) 그렇지만 암 환자의 신체적, 정

신· 심리적, 사회적 기능 상태를 저하시키는 수면장애를 비롯한 다

양한 신체적, 정신 심리적 증상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고 치료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16) 따라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암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과 이로 인한 지장 및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암 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외

의 연구에서는 피로, 통증, 우울, 불안 및 삶의 질 등이 관련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17,18) 그리고 국내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피로, 

기분상태,19) 불확실성, 신체상, 자아존중감, 가족지지,20) 신체적 증

상 및 정서적 증상21) 등이 관련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암 환자가 병기별로 경험하는 증상과 증상 관련 

지장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

상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암 환자의 병기별 수면

장애 개선을 위한 간호중재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의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이 대상

자의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 심각

성, 증상 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

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이 수면장애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의 증상 심각성과 증상 관련 지장과 수면장애

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증상 심각성과 증상 관련 지장이 수면장애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

하는 2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에 내원하는 암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암 진단을 받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인지능력에 손상이 없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

3)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한 자

3. 연구도구 

1) 증상 심각성과 증상 관련 지장

암 환자의 질병이나 치료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leeland 등이 2000년도에 개발한 M. D. 

Anderson Symptom Inventory (MDASI)를22) 번안하여 Yun 등23)이 검

증한 한글판(MDASIK)을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 이전에 M. D. Anderson Cancer Center의 증상연구팀

(Symptom Research Team)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MDASI는 증상

에 관한 13가지 항목(통증, 피로, 메스꺼움, 수면장애, 괴로움, 숨가

쁨, 건망증, 식욕부진, 졸음, 입마름, 슬픔, 구토, 무감각하거나 저린 

느낌)과 증상으로 인해 지장을 받는 일상생활에 관한 6가지 항목

(일반적인 활동, 기분, 일, 대인관계, 보행능력, 인생을 즐김)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각의 증상과 증상으로 인해 지장을 받는 일상생활

에 관한 정도는 010점의 점수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이나 지장을 받는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Yun 등23)의 연구에서 

MDASIK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증상 영역이 .91, 지장을 

받는 일상생활에 관한 영역은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MDASIK

의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증상 영역은 .89, 지장을 받는 일상생

활에 관한 영역은 .943이었다.

2) 수면장애 

수면의 질 측정은 1989년 Buysse 등이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Youn24)이 번역한 도구

를 사용하여 검사시점에서 지난 한달 간 수면의 질과 수면기간의 

불편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처음 4개의 문항은 잠

자리에 든 시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기상시간, 실제로 잠잔 시간

을 직접 기입하는 형태이며, 그 이외에 수면 중 발생하는 각종 요소

들과 수면제 복용횟수, 업무방해 등의 빈도를 일주일에 0회, 1회 이

하, 2회, 3회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0에서 3점까지 배정하고, 자각적

인 수면의 질을 ‘매우 좋은’에서 ‘매우 나쁜’까지 나누어 대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문항은 주관적 수면 질, 수면잠복기, 수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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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상적 수면 효율성, 수면 방해, 수면제 사용, 주간기능 장애 등 7

가지 요소로 나누어져 다시 0에서 3점까지 주어지게 된다. 수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0점에서 심각한 수면장애를 나타내는 21점까지

로 나타나며, PSQI 점수가 5점 미만이면 숙면인(good sleeper), 5점 이

상이면 비숙면인(poor sleeper)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점이 5점 

이상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요소 중 최소 2개의 요소 이상에

서 심각한 수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3개 요소 이상에서 중등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7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 

종합볍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

구윤리위원회(IRB 120019호)의 승인을 받고, 본 연구목적과 참여

자의 익명성 보장, 개인의 윤리적 측면 보호를 약속한 후에 대상자

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

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일 때 9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배부된 설문지는 110부이었으며, 이 중 설문에 대한 응

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총 107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자료 분석은 SPSS 20.0 Window pro

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

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및 증상 관련 지장이 수면 장애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 수면 

장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연구대상 107명 중 

46.7%가 남자였고, 여자 대상자는 53.3%였다. 연령은 60세 이상이 

39.8%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대

상자가 79.4%로 가장 많았다. 교육상태는 대학교이상이 39.2%로 가

장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가 79.4%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경

제 상태는 중이 72.9%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유방암이 27.1%로 가장 많았으

며, 현재 질병 단계는 3기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방법은 28.0%

에서 항암화학요법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15.0%에서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수면제를 일주일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15.9%인 것으로 나타났고, 14.0%에서 항 

우울제를 복용한다고 답하였으며, 항 우울제를 일주일 이상 사용

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는 암진단명(t=2.48, p= .04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대상자의 증상심각성정도는 성별(t=2.57, p= .01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대상자가 남성

대상자보다 증상 심각성 정도가 낮았다.

대상자의 증상관련 지장 정도는 나이(t=2.95, p= .044)와 직업유

무(t =2.69, p= .015), 경제적상태(F = 4.37, p= .026), 암진단명(F =3.57, 

p= .014), 암의 병기(F =3.49, p= .020) 및 수면제복용기간(t= 2.17, p=  

.03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가 젊을

수록,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직업이 있는 대상자보다 증상관련 지장

정도가 낮았고, 암의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수록, 수면제 복용기간

이 길수록 증상관련 지장정도가 낮았다(Table 1). 

2.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 증상 관련 지장, 수면장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반적인 증상심각성은 평균 58.93 (범위 

0130)이었으며, 증상 관련 지장은 평균 27.99 (범위 060), 수면장애

는 평균 9.28 (범위 021)로 나타났다. 암 병기에 따른 증상심각성과 

수면장애는 병기가 진행될수록 병기별 평균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고, 수면장애영역에서 수면 약물 이용은 1기는 0.08점, 2기는 

0.33점 3기는 1.02점, 4기는 1.0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 수면 

장애와의 관계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정도, 수면장애를 

확인한 결과 stage I (r= .651, p= .022), stage II (r= .672, p< .001), stage III 

(r= .848, p< .001), stage IV (r= .743, p< .001)에서 증상심각성과 증상

관련 지장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증상이 심각

할수록 증상관련 지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장애는 stage 

III (r= 0.618, p= .021), stage IV (r= .896, p< .001)에서 증상관련 지장정

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암의 중증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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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면장애와 삶의 증상지장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Table 3).

4.  대상자의 병기별 증상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

귀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 암병기와 암진단명을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분석

해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670.97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

자는 1.021.49로 10 이하로 나타나 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 증상심

Table 1. The Difference of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and Sleep Disturbance to Characteristics (N=107)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Sleep disturbance

Mean (SD)
t or F (p) 
scheffe

Mean (SD)
t or F (p) 
scheffe

Mean (SD)
t or F (p) 
scheffe

Sex Male 50 (46.7) 62.30 (27.36) 2.57 (.011)* 32.50 (16.25) 1.17 (.247) 9.72 (4.97) 1.00 (.327)

Female 57 (53.3) 56.12 (26.95) 24.42 (16.25) 8.82 (4.20)

Age <40 8 (7.5) 48.75 (21.94) 0.75 (.526) 20.75 (16.61) 2.95 (.044)* 9.63 (4.43) 1.01 (.398)

40-49 14 (13.0) 61.79 (32.49) 34.57 (18.42) 7.57 (4.20)

50-59 42 (39.3) 56.60 (27.63) 23.88 (14.98) 9.95 (5.28)

≥60 43 (40.2) 62.37 (25.96) 31.72 (16.62) 9.24 (4.59)

Marital status Single 5 (4.7) 76.40 (18.43) 1.22 (.310) 31.20 (22.88) 0.78 (.514) 11.00 (6.21) 0.87 (.460)

Married 85 (79.4) 56.88 (25.16) 27.87 (15.07) 9.42 (4.80)

Widowed 7 (6.5) 69.28 (41.42) 36.00 (25.61) 8.30 (1.80)

Divorced 10 (9.4) 61.20 (34.70) 24.00 (20.31) 7.50 (2.5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5 (23.4) 62.48 (27.04) 0.27 (.773) 31.84 (17.34) 1.15 (.323) 8.52 (4.28) 0.56 (.584)

High school 40 (37.4) 57.68 (23.50) 25.48 (15.36) 9.18 (3.89)

Over college 42 (39.2) 58.21 (30.79) 28.62 (17.40) 9.74 (5.34)

Job No 22 (20.6) 36.14 (15.30) 1.53 (.143) 36.14 (15.30) 2.69 (.015)* 10.14 (4.54) 1.03 (.317)

Yes 85 (79.4) 56.94 (26.84) 26.14 (16.48) 9.01 (4.59)

Income High 1 (0.9) 87.00 0.62 (.545)  38.00 4.37 (.026)*  3 0.94 (.397)

Middle 78 (72.9) 54.51 (25.64) 27.17 (15.71) 9.27 (4.79)

Low 28 (26.2) 70.54 (28.34) 30.68 (16.67) 9.39 (3.92)

Diagnosis Stomach cancer 8 (7.5) 73.38 (35.79) 1.84 (.135) 38.25 (18.38) 3.57 (.014)* 6.63 (2.88) 2.48 (.045)*

Colon cancer 24 (22.4) 57.08 (26.03) 31.83 (14.56) 10.58 (4.70)

Breast cancer 29 (27.1) 49.24 (29.40) 19.24 (15.69) 7.97 (4.00)

Lung cancer 14 (13.0) 63.57 (22.41) 31.43 (13.31) 8.79 (4.06)

others 31 (29.0) 62.97 (23.82) 29.39 (17.61) 10.48 (5.04)

Stage of Stage I 12 (11.2) 48.50 (24.04) 2.29 (.087) 19.83 (15.53) 3.49 (.020)* 7.17 (3.10) 2.37 (.075)

  disease Stage II 30 (28.0) 56.90 (27.81) 24.30 (17.01) 9.00 (4.84)

Stage III 44 (41.1) 57.32 (30.97) 29.27 (17.16) 9.00 (4.33)

Stage IV 21 (19.7) 71.57 (13.14) 36.29 (2.69) 11.29 (4.95)

Treatment Radiotherapy 1 (0.9)  30.00 0.87 (.507)  27.00 1.34 (.264)  9.00 1.45 (.213)

  modality Chemotherapy 30 (28.0) 61.80 (29.56) 28.13 (18.16) 8.97 (5.05)

Chemo+Radiotherapy 14 (13.0) 68.43 (25.69) 36.07 (16.51) 11.71 (5.08)

Operation+Chemotherapy 37 (34.6) 56.89 (26.59) 23.84 (16.06) 8.14 (3.74)

Operation+Chemotherapy+ 
  Radiotherapy

18 (16.8) 56.83 (24.62) 31.83 (13.22) 10.17 (3.93)

Etc 7 (6.6) 49.14 (30.09) 26.57 (19.51) 9.00 (6.25)

Use of sleeping  
  medication 

Yes 16 (15.0) 64.88 (33.53) 0.78 (.447) 34.31 (20.33) 1.35 (.967) 9.69 (5.31) 0.37 (.727)

No 91 (85.0) 57.98 (26.00) 27.12 (15.84) 9.16 (4.47)

Sleeping medication  
  taking period

Less than a week 90 (84.1) 57.20 (25.11) -1.60 (.117) 26.70 (15.42) -2.17 (.034)* 9.09 (4.56) -0.78 (.457)

More than one week 17 (15.9) 68.59 (35.72) 36.12 (20.97) 10.06 (4.76)

Use of Antidepression 
  medication

Yes 15 (14.0) 60.73 (24.75) 0.26 (.795) 28.87 (14.64) 0.17 (.873) 8.87 (4.57) -0.34 (.738)

No 92 (85.0) 58.72 (27.68) 28.09 (17.05) 9.30 (4.61)

Antidepression medication  
  taking period

Less than a week 88 (82.2) 58.24 (26.23) -0.56 (.586) 27.66 (16.63) -0.70 (.496) 9.20 (4.66) -0.20 (.851)

More than one week 19 (17.8) 62.58 (31.82) 30.68 (17.10) 9.42 (4.34)



 김경희 외·암환자의 증상 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   343

www.kons.or.krhttp://dx.doi.org/10.5388/aon.2012.12.4.339

각성, 증상관련 지장에 대한 상태지수 값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2개의 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을 위해 Drubin Watson값을 구한 결

과 1.85로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수

면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델 stage I에서 증상

심각성은 수면장애를 15.4% 설명하고 있으며, 증상관련 지장정도가 

추가되는 경우 1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다소 미

약하였다. 위계적 회귀모델 stage II에서 증상심각성은 수면장애를 

33.9% 설명하고 있으며, 증상관련 지장정도가 추가되는 경우 33.3%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계적 회귀모델 stage III에서 증상

심각성은 수면장애를 38.0%를 설명하고 있으며, 증상관련 지장정

도가 추가되는 경우 3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적 

회귀모델 stage IV에서 증상심각성은 수면장애를 35.6% 설명하고 있

으며, 증상관련 지장정도가 추가되는 경우 4.9%의 설명력이 증가한 

4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암 환자의 병기별 증상심각성, 증상관련 지장 및 수면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병기에 따른 증

상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이 수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암 환자의 증상심각성은 평균 58.93이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 등21)의 연구에

서 보고한 59.75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증상관련 지장은 

27.66으로,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한 Yun 등23)의 연구에서

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PSQI 5점 

이상이므로 비숙면인(poor sleeper)으로 규정25)되며 대상자는 충분

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

면장애는 진단에 대한 스트레스, 죽음이나 전이 및 재발에 대한 불

안, 치료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암 환자가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

라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13,14,25)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Table 2. The Score of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and Sleep Disturbance (N=107)

Possible 
range

Total Stage I Stage II Stage III Stage IV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ymptom severity 0-130 58.93 27.08 48.50 24.03 56.90 27.80 57.31 30.96 71.57 13.13

Symptom interference 0-60 27.99 16.73 19.83 15.53 26.90 17.80 29.27 17.15 36.28 12.33

Sleep disturbance 0-21 9.28 4.57 7.17 3.09 9.00 4.83 9.00 4.32 11.29 4.95

 Component 1

 Sleep quality 0-3 1.45 .86 1.08 .66 1.50 0.86 1.36 0.81 1.76 1.04

 Component 2

 Sleep latency 0-3 1.70 .89 1.42 1.08 1.70 0.79 1.64 0.94 2.00 0.83

 Component 3

 Sleep duration 0-3 1.32 1.18 1.00 1.12 1.30 1.17 1.27 1.18 1.62 1.24

 Component 4

 Habitual sleep efficiency 0-3 0.87 1.12 0.58 0.79 0.93 1.20 0.77 1.05 1.05 1.28

 Component 5

 Sleep disturbance 0-3 1.66 0.71 1.58 0.66 1.50 0.68 1.57 0.72 2.05 0.59

 Component 6

 Use of sleeping medication 0-3 0.72 1.22 0.08 0.28 0.33 0.92 1.02 1.35 1.05 1.39

 Component 7

 Daytime dysfunction 0-3 1.55 .91 1.42 0.79 1.73 0.90 1.36 0.91 1.76 0.94

Table 3. Correlation among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and Sleep Disturbance in cancer stage (N=107)

Cancer stage I Cancer stage II Cancer stage III Cancer stage IV

S.S S.I S.D S.S S.I S.D S.S S.I S.D S.S S.I S.D

Symptom Interference .65 (.022) .67 (< .001) .84 (< .001) .74 (< .001)

   r (p)

Sleep Disturbance .24 (.940) .06 (.831) 1.00 .04 (.814) .10 (.586) 1.00 .31 (.844) .61 (.021) 1.00 .02 (.915) .89 (< .001) 1.00

   r (p)

SS=Symptom Severity; SI=Symptom Interference; SD=Sleep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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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은 휴식과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리적, 정신적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불균형이 있는 신체적, 심리적, 생

리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일상적인 상태일 때 보다 

정서적 혹은 신체적 활동이 많을수록 그리고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수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14) 따라서 암 환자

의 수면장애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건강문제이며 이를 위한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의 7개 하부영역은 병기별로 1기에서는 수

면방해(1.58± 0.66)가 가장 높고 수면 약물 이용이 0.08± 0.28로 가장 

낮았으며, 2기에서는 낮시간 기능장애(1.73 ± 0.90)가 가장 높고 수면 

약물 이용이 0.33 ± 0.92로 가장 낮았고, 3기에서는 수면잠복(1.64 ±

0.94), 4기에서는 수면방해(2.05 ± 0.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병기에 따라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요인으로 다양한 이유

는 나이, 영양상태, 운동, 환경, 심리적 걱정거리, 증상, 환경이 변하고 

스트레스가 다르게 때문이라는 Lee26)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러한 

암환자는 치료 기간 중 계속해서 다양한 수면 장애를 호소하므로 

치료 경과에 다른 수면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암환자의 수

면 장애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증상심각성과 수면장애의 정도는 병기가 진행될수록 평균점수

가 증가하였다. 수면장애 하부영역중 수면약물이용 영역은 1기 0.08

점, 2기 0.33점, 3기 1.02점, 4기는 1.05점이었다. 이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za27)의 연구와 결과에서도 암 병기가 진행될수록 수

면 약물 이용이 높은 것으로 결과가 일치하였는데, 수면약물 이용

이 높아지는 것은 수면장애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임상에서 암환자의 수면장애를 위한 중재는 대부분 

약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은 낮 시간대의 기

면이나 혼돈, 낮 동안의 지나친 수면으로 인한 야간의 불면 등 수면 

장애의 악순환, 습관적인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암환

자의 수면장애를 돕는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간호중재로서 지지

간호나 재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모아야 하겠다.

대상자의 병기에 따른 증상심각성, 증상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1기, 2기, 3기, 4기 등 모든 병기에서 증상심각

성과 증상관련 지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

고 3기와 4기에서는 증상관련 지장과 수면장애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암 병기가 

진행될수록 증상심각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일반적

인 활동, 기분, 일, 대인관계, 보행능력, 인생을 즐김 등에 초래되는 

지장도 심해지면서 더불어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증상과 수면장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16,17) 

및 증상 클러스터가 암환자의 기능상태와 수면의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18)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그리고 

Beck 등28)도 암 환자의 통증, 수면장애, 피로증상 클러스터 연구에

서 통증은 수면의 질과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여러 선행연구는 암 환자가 경험하는 여

러 증상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암 

환자의 수면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동

시다발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증상들을 군별로 분류하여 증상군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대상자의 병기별로 증상심각성, 증상관련 지장이 수면 장애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1기, 2기, 4기 등의 병기에서 증상 심각성

과 증상관련 지장이 수면장애의 인과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3기에서는 증상관련 지장만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증상 심각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

의 증상 심각성의 정도가 1기 48.50, 2기 56.90, 3기 57.31, 4기 71.57으

로 2기와 3기의 증상심각성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다른 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

다. 암 환자의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병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증상 심각성과 증상관련 지장 정도가 수면장애의 인과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za27)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

며 암의 병기는 질병의 진행정도를 나타내주며 암의 예후를 설명해 

Table 4. Effects of Symptom Severity, Symptom Interference, and Sleep Disturbance on the Cancer Stage (N=107)

Selected variables S.E β t p Adj. R2 F p Dubin-Watson

Stage I S.S .04 .39 8.45 < .001 .15 71.34 < .001

S.I .54 .20 3.79 < .001 .15

Stage II S.S .04 .27 5.45 < .001 .33 50.07 < .001

S.I .05 .28 5.05 < .001 .33

Stage III S.S .05 -.05 -0.93 .352 .38 39.67 < .001

S.I .46 .18 3.54 < .001 .37

Stage IV S.S .22 .37 6.00 < .001 .35 46.34 < .001 1.85

S.I .13 .27 4.90 < .001 .40

SS=Symptom Severity; SI=Symptom Interference; SD=Sleep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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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데 진행된 병기를 진단 받은 환자들은 초기 병기를 진단 받은 

환자들과 비교하여 증상심각성이 높을수록 증상관련 지장 정도가 

강해서 수면장애에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암 환자의 수면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암 환자가 치

료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증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병기

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확인하여 이들 증상

군 관리에 중점을 둔 간호중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암 환자의 증상심각성, 증상관련 지장 및 수면장애 정

도와 각 증상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여, 병기별로 증상심각성

과 증상관련 지장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암 환자의 병기별 증상 심각성과 증상관련 지

장 정도는 수면장애의 인과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암 환자의 수면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는 암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증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병기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확인

하여 이들 증상군 관리에 중점을 둔 간호중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증상관리로 암 환자의 

수면장애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료과정에

서 경험하는 하나의 증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확인하여 상호 연관성에 따라 증상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연구와 증상들 간의 직·간접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전과 하나의 증상이 다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제3의 증상과

의 관계를 규명하는 경로분석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안 

마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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