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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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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impact of uncertainty degree and uncertainty appraisal on cancer patients resilience.
Methods: A sample of 181 patients with cancer was recruited from a hospital in Incheon.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 to August
25, 201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2.0 program. Results: The resilience for cancer patien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uncertainty degree
and uncertainty appraisal.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were uncertainty degree and uncertainty appraisal, they explained 26.5% of the variance. Conclusion: Patients with cancer were adversely affected by uncertaint which led to a negative effect
on resilience. The result suggests that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the level of uncertainty among patients could improve the resilience of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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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및 치료환경의 개선으로 암 생존율 역시 증가되어, 암은 오랜 시간
투병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2)

1. 연구의 필요성

암환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신체 기능의 손상, 조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평균

절되지 않는 통증 및 병변부위에 따라 연하곤란이나 호흡곤란 등

수명 76세, 여성의 평균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3명 중 1명

의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절망감, 무력감, 상황에 대한 통제력

(34%), 여성은 4명 중 1명(28.9%)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 등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3) 이러한 암환자의 신체

암 발생은 위암(15.7%), 갑상선암(15.1%), 대장암(12.7%), 폐암(10.5%),

적, 심리적, 사회적 불편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질병회복 과정

간암(8.8%)의 순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은 폐암(21.4%), 간암(16.1%),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위암(14.5%), 대장암(10.2%), 췌장암(5.8%)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렇듯 암 발생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

오랜 시간 투병해야하는 암환자에게 극복력은 전반적인 질병 회
복과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5,6)
Kinsel7)도 암환자의 극복력은 심리적 성공, 사회적응 및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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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들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강점을 강화해 주면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스트
레스나 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암환자는 질병과정에서 치료효과에 대한 불안으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한다.8)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
을수록 극복력은 감소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의욕보다는 두려
움이 앞서게 된다.9,10) 그러므로 질병의 불확실성은 암환자의 질병회
복 과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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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관련이 있는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2)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 평가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험’ 또는 ‘기회’로 의

제기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극복력이

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사고과정으로,21) 본 연구에서는 Mishel과 So-

적응에 미치는 영향,11) 영적건강과 불확실성과의 관계,12) 질병단계

renson10)이 개발한 15문항의 평가척도(Appraisal Scale)를 번안하여

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13) 치료단계에 따른 불확실성과 삶의 질에

사용하였으며, 위험평가와 기회평가의 2개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

14)

15)

16)

관한 연구, 그리고 극복력 개념개발, 치료과정 극복력, 극복력

를 의미한다.

5)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외의 경우에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극복력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17) 불확실성과 극복
력이 적응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7,18)

3) 극복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극복력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시키

서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극복력이 암환자의 치료과정과 적응 및

는 정서적 활기 또는 긍정적 성격 특성이다.23) 본 연구에서는 Wag-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임을 규명하였다.

nild와 Young23)이 개발한 극복력 측정도구를 Song24)이 번역, 수정

그러나 불확실성과 극복력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여
19)

20)

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와 입원아동 어머니 를 대상으로 상관

한 도구로서, 개인의 내적 특성, 자신과 삶의 수용성에 대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있으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불

연구 방법

확실성과 극복력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복력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요인임을 규명하여, 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
회적 적응을 도와주는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간호중재안을 개발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 도시 소재 G종합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혈액종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극복력과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및 불확실성 평가, 극

양내과에서 치료 과정 중이거나 추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 20세 이
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 만 20세 이상이고 암 진단을 받은 자
2)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복력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셋째,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및 불확실성 평가와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

극복력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및 불확실성 평가가

3. 연구 도구
1) 불확실성 정도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Mishel21)이 초기의 불확실성 척도를 수정하여 개

3. 용어 정의

발한 불확실성 척도(MUIS)를 Chung 등22)이 도구 사용 허가를 받

1) 불확실성

아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불확실성의 4개

불확실성은 질병과 관련된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의 하부영역인 애매모호성 13문항, 복잡성 7문항, 불일치성 7문항,

고 느끼는 지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Mishel 이 개발한 질병에

불예측성 5문항과 4개의 하부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1개의 문항으

대한 불확실성 측정도구 MUIS (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MUIS는 5점 척도이고 ‘전혀 아니다’

Scale)를 Chung 등 이 국문 번역한 도구로서, 애매모호성, 복잡성,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범위는 최저 33점에서 최고 165점

불예측성, 불일치성 등 4개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

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ishel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1-.93였으며, Chung 등22)

21)

21)

22)

의 연구에서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www.k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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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방법에 의한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ession)을 이용하여 검

2) 불확실성 평가
불확실성 평가는 Mishel과 Sorenson 이 개발한 평가척도(Ap10)

정하였다.

praisal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평가 척도는 위험평가, 기회평
가 등 2개의 하부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위험평가는 8문항 6점 척도

6. 연구의 윤리적 측면

이며, 기회평가는 7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ishel과 Soren-

본 연구는 인천 소재 G병원의 IRB 승인(GIRBA 2600)을 얻고 해

son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위험평가 Cronbach’s α = .87, 기회평가

당 병원의 간호부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대상자 보호를 위해 설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 영역 모두 .88이었다.

문지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며, 동의서의 내용에는 연구

10)

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익명성 보장, 조사내용 사용범위 등을 제시
3) 극복력

하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Wagnild와 Young 이 개발한 극복력 척도를 Song 이 번역, 수정
23)

24)

한 25문항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에 관한 17문항과 자신과 삶의 수

연구 결과

용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범위는 최저 25점부터 최고 125점까
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 .85,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81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
령은 20-59세 이하가 48.6%, 60세 이상이 51.4%이었다. 성별은 남자
가 72.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97.2%이
었다. 종교는 무교 50.3%, 기독교 25.4% 순이었다. 교육 정도는 중학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5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

교 졸업 이하 51.4%, 고등학교 졸업 35.9%, 대졸 이상 12.7%이었다. 직

시되었다. 인천 소재 G병원의 종양내과 병동에 암 진단을 받고 입원

업은 무직 73.3%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진단 후 경과는 5

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대상자

년 이내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5년 이상이 6.6%이었다. 진

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원

단명은 대장암 34.3%, 위암 33.7%, 폐암 32% 순이었다. 치료방법은 약

하거나 노안으로 설문지 작성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

물+수술이 62.4%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 63%,

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대상자의 응답을 기

자녀 22.7%로 배우자와 자녀가 대부분이었다. 치료비용에 대한 부

록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 8개, 유의수준 .01, 검증력 .80,

담은 본인 43.1%, 자녀 29.8% 순이었다. 질병과 관련된 통증은 유 49.2%,

효과크기 .15일 때 표본수는 147명이다. 대상자 탈락을 고려하여

무 50.8%, 신체적 불편감은 유 56.9%, 무 43.1%, 정서적 불편감은 유

총 198명의 환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53.0%, 무 47.0%이었다.

25)

기술내용이 미흡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총 181부의 설문지가 결
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2.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 평가 및 극복력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 평가 및 극복력의 정도는 Ta-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총 165점 만점에 94.22점(평
균평점 2.94)이었다. 불확실성의 하부영역별 평균은 애매모호성 65
점 만점에 40.95점(평균평점 3.15), 복잡성 35점 만점에 16.68점(평균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불확실성 정도 및 불

평점 2.52), 불예측성 35점 만점에 15.51점(평균평점 3.10점), 불일치

확실성 평가와 극복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

성 25점 만점에 18.5점(평균평점 2.64)이었다. 대상자의 불확실성에

였다.

대한 평가는 총 75점 만점에 42.12점(평균평점 2.63)이었다. 불확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의 평가

성 평가의 하부영역별 평균은 위험평가 40점 만점에 17.67점(평균평

및 극복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점 2.21), 기회평가 35점 만점에 24.19점(평균평점 3.34)이었다. 대상자

분석하였다.

의 극복력은 총 125점 만점에 88.20점(평균평점 3.53)이었다. 극복력

3)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의 평가 및 극복력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ﬃ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은 단계적 변수 선
http://dx.doi.org/10.5388/aon.2012.12.2.139

의 하부영역별 평균은 개인내적 특성 85점 만점에 60.86점(평균평
점 3.58), 삶과 자신에 대한 수용성 40점 만점에 27.34점(평균평점
3.42)이었다.
www.k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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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Age (yr)
Gender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al level

Job

Period since diagnosis
Diagnosis

Type of treatment

Care giver

Cost burden

Pain
Physical discomfort
Emotional discomfort

20-59
≥ 60
Male
Female
Unmarried
Married
Christian
Buddhism
Catholic
None
Others
≤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Regular
Per diem
Unemployed
Within 5 yr
More than 5 yr
Gastric cancer
Lung cancer
Colorectal cancer
CTx
CTx+OP
CTx+RTx
CTx+OP+RTx
Parents
Spouse
Child
Others
Patient
Spouse
Child
Parents
Others
Yes
No
Yes
No
Yes
No

(N = 181)

n

%

88
93
131
50
5
176
46
25
14
91
5
93
65
23
25
23
132
169
12
61
58
62
37
113
18
13
2
114
41
24
78
41
54
1
7
89
92
103
78
96
85

48.6
51.4
72.4
27.6
2.8
97.2
25.4
13.8
7.7
50.3
2.8
51.4
35.9
12.7
13.9
12.8
73.3
93.4
6.6
33.7
32.0
34.3
20.4
62.4
9.9
7.2
1.1
63.0
22.7
13.3
43.1
22.7
29.8
0.6
3.9
49.2
50.8
56.9
43.1
53.0
47.0

CTx = chemotherapy; OP = operation; RTx = radiotherapy.

Table 2. Level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N = 181)

Mean (SD) Item mean (SD)
Uncertainty degree Ambiguity
Complexity
Unpredictableness
Inconsistency
Uncertainty degree
Uncertainty appraisal
Danger appraisal
Opportunity appraisal
Resilience
Individual property
Reception of life and ego
Resilience

40.95 (8.15)
16.68 (3.61)
15.51 (3.18)
18.50 (4.44)
94.22 (14.26)

3.15 (0.63)
2.52 (0.45)
3.10 (0.64)
2.64 (0.63)
2.94 (0.45)

17.67 (7.67)
24.19 (7.29)
60.86 (10.55)
27.34 (4.80)
88.20 (14.70)

2.21 (0.96)
3.34 (0.96)
3.58 (0.62)
3.42 (0.60)
3.53 (0.59)

4.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 평가 및 극복력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평가 및 극복력에 관한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불확실성 정도는 위험 평
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 .38, p < .001), 불확실성 정도
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가 높았다. 불확실성 정도
와 기회 평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56, p < .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불확실성 정도가 낮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기회평가가
높은 것 나타났다. 불확실성 정도와 극복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여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r= -.38, p < .001).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와 극복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보여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가 높을수
록 극복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 -.42, p < .001). 불확실성에 대
한 기회평가는 극복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불확실성에
대한 기회평가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39,
p< .001).

5.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 평가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가 극복
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극
복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는 극복력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이었다. 불확실성 정도(β = -0.18, p = .023), 불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정서적 불편감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2.97, p= .003).

www.kons.or.kr

확실성 위험평가(β = -0.28, p < .001)는 극복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불확실성 기회평가(β = 0.19, p = .026)
는 극복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불확
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위험평가 및 불확실성 기회평가의 극복력에
대한 설명력은 26.5%이었다.

http://dx.doi.org/10.5388/aon.2012.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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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fference of the Resilience to Gener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Mean (SD)
Gender

Male
Female
Age (yr)
20-59
≥ 60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Religion
Christian
Buddhism
Catholic
None
Others
Total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Total
Job
Regular
Per diem
Unemployed
Total
Period since diagnosis Within 5 yr
More than 5 yr
Total

87.84 (14.91)
89.16 (14.23)
87.15 (13.11)
89.20 (16.06)
87.40 (16.89)
88.23 (14.69)
90.37 (13.96)
87.92 (17.70)
83.57 (17.71)
88.56 (13.36)
76.20 (17.37)
88.20 (14.70)
86.31 (15.09)
89.05 (14.15)
93.48 (13.68)
88.20 (14.70)
87.68 (12.13)
87.00 (16.80)
88.60 (14.87)
88.20 (14.70)
88.36 (15.03)
86.08 ( 9.04)
88.20 (14.70)

t or F

p

-0.54

.590

-0.94

.348

-0.12

.902

1.46

.216

(N = 181)

Resilience
Mean (SD)
Diagnosis

Type of treatment

Care giver

2.40

.094
Cost burden

0.28

.837

0.27

.606

Pain
Physical discomfort
Emotional discomfort

Gastric cancer
85.74 (14.62)
Lung cancer
91.67 (13.43)
Colorectal cancer 87.39 (15.51)
Total
88.20 (14.70)
CTx
89.92 (12.59)
CTx+OP
88.04 (15.12)
CTx+RTx
86.61 (14.99)
CTx+OP+RTx
86.92 (17.30)
Total
88.20 (14.70)
Parents
99.00 ( 2.83)
Spouse
88.41 (13.95)
Child
87.78 (15.87)
Others
87.04 (16.84)
Total
88.20 (14.70)
Patient
87.00 (14.29)
Spouse
86.83 (12.75)
Child
90.09 (16.58)
Parents
101.21 (12.45)
Others
93.29 (15.11)
Total
88.20 (14.70)
Yes
86.25 (15.31)
No
90.10 (13.91)
Yes
87.43 (13.60)
No
89.23 (16.06)
Yes
85.22 (14.22)
No
91.58 (14.58)

t or F

p

2.62

.076

0.27

.845

0.43

.736

0.84

.502

-1.77

.078

-0.82

.415

-2.97

.003

CTx = chemotherapy; OP = operation; RTx = radiotherapy.

Table 4. Correlation among Uncertainty Degree, Uncertainty Appraisal and Resilience
Uncertainty degree
A

C

U

(N = 181)

Uncertainty appraisal
I

Total

DA

OA

Resilience
IP

RLE

Total

r (p)
Uncertainty degree

Uncertainty appraisal
Resilience

A
C
U
I
Total
DA
OA
IP
RLE
Total

1
.08 (.215)
1
.17 (.033) .32 ( < .001)
1
.67 ( < .001) .18 (.020) .03 (.377)
1
.89 ( < .001) .42 ( < .001) .42 ( < .001) .79 ( < .001)
1
.36 ( < .001) .14 (.061) .14 (.065) .26 ( < .001) .38 ( < .001)
1
-.55 ( < .001) -.23 (.003) -.12 (.102) -.43 ( < .001) -.56 ( < .001) .48 ( < .001)
1
-.38 ( < .001) -.15 (.049) -.18 (.019) -.25 (.001) -.39 ( < .001) -.42 ( < .001) .39 ( < .001)
1
-.33 ( < .001) -.04 (.350) -.11 (.129) -.21 (.007) -.30 ( < .001) -.35 ( < .001) .34 ( < .001) .81 ( < .001)
1
-.38 ( < .001) -.12 (.109) -.17 (.031) -.25 (.001) -.38 ( < .001) -.42 ( < .001) .39 ( < .001) .98 ( < .001) .91 ( < .001)

1

A = ambiguity; C = complexity; U = unpredictableness; I = inconsistency; DA = danger appraisal; OA = opportunity appraisal; IP = individual property; RLE = reception
of life and ego.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평균 94.22점이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장루 보유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평균 94.18점,26)

본 연구는 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극복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http://dx.doi.org/10.5388/aon.2012.12.2.139

정형외과 수술 환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평균 94.93점27)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유사하였다. 이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입
www.k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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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act of Uncertainty Degree and Uncertainty Appraisal on
(N = 181)
the Resilience

B

S.E

β

t

Collinearity
statistics

p

Tolerance
VIF
limit

(Constant)
124.87 6.85
18.22 < .001
Ambiguity
-0.35 0.18 -0.19 -1.95 .053
Complexity
-0.17 0.31 -0.04 -0.54 .590
Unpredictableness
-0.26 0.34 -0.06 -0.75 .452
Inconsistency
0.14 0.30 0.04 0.46 .649
Uncertainty degree
-0.18 0.08 -0.18 -2.30 .023
Danger appraisal
-0.53 0.14 -0.28 -3.78 < .001
Opportunity appraisal 0.37 0.16 0.19 2.24 .026
Uncertainty appraisal -0.46 0.09 -0.39 -5.09 < .001

.43
.74
.79
.50
.70
.80
.65
.70

2.34
1.36
1.28
1.99
1.43
1.25
1.54
1.43

R2 = .27, F = 10.44, p ≤ .001.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자는 일생 동안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감으로 질병에 대한 불확실
성을 위험으로 인지하여 평가한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극복력은 총 125점 만점에 88.2점으로, 백분위로 환산
하면 70.56점이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암환자의 극복력
백분위 점수 68.8점11)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알코올 중독자 부인의
극복력 백분위 점수 73.4점,30) 재가 신체 장애인의 극복력 백분위 점
수인 75.3점24)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암환자는 죽음에 대한
위협과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신체 기능의 손상, 조절되지
않는 통증 등의 신체적 불편감뿐만 아니라 절망감, 무력감,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의 정서적 어려움3)으로 만성질환자보다 더 극
복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극복력은 스트레스나 역경상태
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면서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
재적인 심리∙사회적 능력이고, 이러한 극복력은 개인의 내적 잠재
능력이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

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단계에서 경험하는 질병에 대한 불확

전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외부 도움 또는 교육이 극복력의 습

실성 정도는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득과 육성에 도움이 된다.11)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암환자의 극

불확실성을 4개의 하부영역별로 비교분석해 보면 애매모호성,

복력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불일치성, 복잡성, 불예측성 순으로 애매모호성이 가장 높게 나타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평가 및 극복력에 관한 상

났다. 이는 Mishel28)의 불확실성의 속성 중 애매모호성이 가장 일반

관관계를 보면 불확실성 정도와 위험평가는 극복력과 유의한 음의

적인 특징이라는 견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암환자는 질병과정에서

상관관계이었고 불확실성 기회평가와 극복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

치료효과에 대한 불안으로 질병의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보

관계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확실성 정도가 높을수록 불확실

고한 Sammarco와 Konecny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암환자들은

성을 위험으로 평가하고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

치료효과 및 치료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다.

가가 높을수록 극복력은 낮아진다고 보고한 관상동맥 우회술 환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료효과 및 치료과정과 관련하여 대상자마다

자를 대상으로 한 Lee29)의 연구와 입원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한 명확하고 명료한 정

Yoo2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과 불확실

보의 부재로 대상자는 질병에 대해 애매모호한 감정을 느낄 수 있

성 평가에 대한 하부영역별 자료분석 결과, 애매모호성, 불일치성의

다. 그러므로 질병과 치료효과 및 치료과정에 대해 불확실성을 인

정도는 위험평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애매모호성, 복잡성,

지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들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불일치성의 정도는 기회평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장루보유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

자를 대상으로 한 Koo26)의 연구에서도 애매모호성, 불일치성의 정

하여 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애매모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는 위험평가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애매모호성, 불일치성

도와주어야 한다.

의 정도는 기회평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관상동맥 우회술 환

대상자의 불확실성 평가의 2개 하부영역인 위험평가는 평균 17.67

자를 대상으로 한 Lee29)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 정도는 위험평가

점, 그리고 기회평가는 24.19점으로 기회평가가 위험평가보다 높게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회평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나타났다.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자는 위험평가 15.87점, 기회평가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암환자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16.14점 으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불확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질병의 불확실성을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실성의 기회평가가 위험평가보다 높은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평가하기보다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장루 보유자는 위험평가 18.49점, 기회평가 14.09점 으로 위험평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질병을 극복해 나가

가 기회평가보다 높아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면서 보다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9)

26)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는 극복력에 영

연구 대상자와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자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인과 암환자의 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인지하여 평가한 반면에, 장루 보유

응과정에서 불확실성은 극복력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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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ishel과 Sorenson10)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그
리고 Yoo 는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 정도와 극복력이 불확
20)

실성 위험평가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와 여러 선행연구 결과
에 근거하면, 암환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는 암환자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이었
다. 따라서 암환자의 극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암환자가 인지
하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감소시키고, 인지한 불확실성을
질병회복을 위한 기회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중재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위암, 대장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암환
자의 불확실성과 극복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
계성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11년 5월 10일부터 8월 25일 사이
에 인천 소재 G병원에서 폐암,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혈액종양
내과에서 치료 과정 중이거나 추적 치료를 받고 있는 만 20세 이상
의 암 환자 181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ﬃcient, 다중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정서적 불
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
성에 대한 위험평가는 극복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불
확실성에 대한 기회평가와 극복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 불확실성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가 극
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불확실
성 정도와 불확실성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는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
는 인과적 요인이었다. 암환자의 불확실성 정도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평가 및 기회평가는 암환자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암환자의 극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암환
자가 인지하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감소시키고, 인지한
불확실성을 질병회복을 위한 기회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
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면 질병을 극복해 나가면서 보다 질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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