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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암환자의 암피로, 수면의 질 및
환경적 수면장애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and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on Comfort in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김희진*, 장희경**

Hee-Jin, Kim*, Hee-Kyung Chang**

요 약 본 연구는 입원한 암환자가 인식하는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및 안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는 J시에 위치한 대학병원 암센터에 입원한 성인 암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안위는 대상자의 교육수준, 암유형, 방사선 치료유무, 평소운동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위는 암피로(r=-.609, p<.001), 수면의 질(r=-.478, p<.001), 환경적
수면장애(r=-.297, p=.0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암피로(β

=-.42, p<.001), 주관적 수면의 질(β=-.30, p=.001), 암유형(β=-.18, p<.015)으로 설명력은 46.1%였다(F=27.24, p<.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 향상을 위해 의료진들의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암피로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한 안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암환자, 안위,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입원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and comfort perceived by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13 cancer patients from a university hospital in J city, Gyengnam, 
from September 17 to November 5, 2019, and analyzed using SPSS 21.0,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subjects’ Comfort 
i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education level, Cancerous type, Radiation treatment status, Usual exercise 
status. The result showed that comfor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ancer fatigue(r=-.609, p<.001), quality of 
sleep(r=-.478, p<.001), and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r=-.297, p=.001).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mfort were cancer fatigue(β=-.42, p<.001), subjective quality of sleep(β=-.30, p=.001), and cancer 
type(β=-.18, p<.015),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6.1%(F=27.24, p<.001).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and to reduce the cancer fatigue by cooperating 
with medical and nursing staff in multidisciplinary ways to enhance the comfort of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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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암발생자의 5년 상

대생존율은 70.6%로, 암환자의 생존율은 상당히 높아졌

으며[1], 암환자의생존율이높아진배경에는국가암검진

사업에 따른 암의 조기 진단율 증가와 표적치료제와 같

은약물의개발그리고지역암센터지정을통한암연구

강화를 들 수 있다 [2].

암환자들은 진단을 받은 뒤 적극적인 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력저하,

구역, 구토와 같은 증상관리 및 치료의 지속효과의 확인

을 위한 검사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은후에도재발여부를확인하

기 위해 3년에서 5년까지의 추적관찰 기간을 가지고, 정

밀검사의 목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된다 [4].

안위는 완화, 편안함, 초월에 대한 인간의 기본 욕구

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며, 암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

은 불치병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이라고 인식이 변화하

였으며, 암환자의 생존을 중요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암

환자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게 되었다 [5.]

암환자는 진단 이후 통증,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며[6], 사회적관

계의 위축도 경험하게 된다[7]. 또한 암은 중증이면서

만성적인 경향을 보여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

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입원의료비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8].

안위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

결해주기 위하여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의 목표나 간

호의 기준을 설정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효율

적인 간호제공에 대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9] 암

환자의 안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

할임을 알 수 있다.

안위 이론에서 안위 증진은 환자의 수면장애,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영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으며,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안위에 신체적,

심리·영적, 사회적, 환경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5] 암환

자의 안위 증진을 위해서는 암환자의 안위 영향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암피로는 암환자의 치료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독

성과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10], 치료 종료 후에도 수년간 지속되어 암환자

의 장기생존율 감소로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부작

용으로 암환자의 안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11].

또한 암환자에게 있어 수면은 치료가 더 좋은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12], 치료기간 중 필요로 하는 것보다 불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입원하는 경우 수면 양상이 더 나빠진다고 하여

[13], 입원 중 암환자의 수면과 안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위를 측정한 연구는 대부분 실험연구였

으며[9, 14, 15], 암환자의 안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특히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위 관련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

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는입원한암환자의암피로, 수면의질, 환경적

수면장애와 안위 정도를 확인하고, 입원한 암환자의 안

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입원한 암환자가 인식하는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및 안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진주시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

고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

정기준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이며,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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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위한 양측

검정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effect size)=0.15, 검정

력(1-β)=.80, 예측변수 8개로 계산한 결과 109명이 필요

하였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30부를 수집하였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7부를 제외하고 총

113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18문항, 암피로 13문항,

수면의 질 18문항, 환경적 수면장애 20문항, 안위 22문

항, 총 91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측정하였

다.

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주보호자, 교육수준, 직업유무, 보험유형, 월 가계소득,

종교 등 9문항, 질병 관련 특성으로는 진단명과 유병기

간, 동반질환유무, 현재 받고 있는 암치료 등 4문항, 병

실유형, 환자, 보호자 및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의 암

피로 정도, 피로의 이유, 피로를 풀기 위한 활동 등 5문

항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이다.

2) 안위

안위란 개인의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며 능동

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신체적, 심리·영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화를 추

구하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이다[5]. 본 연구에

서 안위는 본 연구에서는 Kolcaba[16]가 환자들의 안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General Comfort

Questionnaire (GCQ)를 Choi[17]가 번역하고 Lee[1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안위를 측정한

점수이다. 총 22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 수정·보완
한 도구의 Cronbach's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다.

3) 암피로

암피로란 암 또는 암치료와 관련된 디스트레스이며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피곤 또는 소진의 주

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19]. 본 연구에서 암피로는 암

피로 측정도구는 Yellen 등[20]이 암환자의 피로를 평가

하기 위해 개발한 후 FACIT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 system에 탑재되어 있는

FACIT-fatigue version 4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암피로

를 측정하였다. FACIT-fatigue는 FACT 공식 웹사이트

(www.facit.org)를 통해 도구사용 승인을 받았다. 본 도

구는 총 13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꽤 그렇다” 3

점, “매우 그렇다” 4점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암피로가 심함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5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4)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수면의 깊이, 수면으로 인한 휴식의 정

도, 수면에 대한 만족과 같은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주

관적 느낌을 말한다 [21].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은 수면

의 질 측정도구는 Buysse 등[22]이 수면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하고, Sohn 등[23]이 한글로 번역한

Pittsburg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사용해 대상

자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의 4

점 Likert 척도로, 지난 한 달간의 주관적인 수면장애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혀 어려움이 없다’ 0점, ‘약간 어

려움이 있다’ 1점, ‘비교적 어려움이 있다’ 2점, ‘아주 어

렵다’ 3점으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도구개발 당시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한글로 번역한

도구의 Chronbach's α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9였다.

5) 환경적 수면장애

환경적 수면장애는 소음, 빛, 방의 온도 등과 같이 수

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면장

애로[24], 본 연구에서 환경적 수면장애는 Paik[25]가 개

발한 18문항에 정지연 등[24]이 암환자에 맞게 수정하면

서 암환자에 적합한 2문항를 추가하여 최종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

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

렇다’ 3점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적 수면장애가 높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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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1이었

으며, 수정·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은 .8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7일부터 11월 5

일까지 시행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

자를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유지,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

상자들에 한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

며, 설문지 완료 후에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

였다. 작성된 모든 설문지는 연구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여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암

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및 안위 정도는 실수

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안위,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 평균비교

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안위와 제 변수와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

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연구는자료수집 전경상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 GNUH

2019-07-035-002). 자료수집에앞서 대상자모집장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혈액종양내과과장, 간호부에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대상자에

게설문지작성이전에연구참여기간동안어떠한불이

익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을 것과 언제라도 참여를 거부

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난 뒤 동의서에 서명 받은 후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서면으로 받은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55.8%(63명)로 남성보다 많았

으며 연령은 평균 59.54±11.63세이었으며, 19~39세

5.3%(6명), 40~59세 44.2%(50명)), 60세 이상이

50.4%(57명)였다. 결혼 상태는 결혼 77.8%(88명)이었고.

주보호자는 배우자 59.3%(67명)이었다. 교육수준은 고

등학교 졸업이 40.7%(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없음이 63.7%(72명)로 더 많았다. 보험 유형은 건강보험

92명(81.4%), 의료급여(보호) 21명(18.6%)이었다. 월가

계소득은 200~299만원 38.4%(32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있음이 66.4%(75명)로 더 많았다. 병실 유형은

다인실 84.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은 안하는 대

상자가 64.6%(73명)로 더 많았다. 피로의 이유는 치료를

받고 있어서 55.8%(63명)로 가장 많았으며, 피로를 풀기

위한 활동은 수면 61.9%(70명)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련 특성에서는 암유형은 고형암 59.3%(67명)

과 혈액암 40.7%(46명)이었으며, 유병기간은 평균

20.53±27.50개월이었다. 동반질환은 없는 대상자가

41.2%(51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받은 암치료는 수술

32명(19.4%), 항암화학요법 94명(57.0%), 방사선치료 31

명(18.8%), 호르몬 치료 1명(0.6%), 조혈모세포이식 4명

(2.4%), 종양제거시술 2명(1.2%), 고용량스테로이드 요

법 1명(0.6%)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안위

정도

대상자의 암피로는 평균 28.88±12.19점, 수면의 질은

평균 8.97±3.76점, 환경적 수면장애는 평균 20.91±9.62점

이었으며, 안위는 평균 57.61±9.09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특성및질병관련특성에따른,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안위의 차이

대상자의 암피로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2.41,

p=.018), 교육수준(F=4.63, p=.004), 평소 운동(F=2.69,

p=.050), 피로를 풀기 위한 활동(F=3.74, p=.013)이었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643-653,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47 -

며, 현재 암치료에 따른 암피로는 방사선치료를받는경

우 34.10±9.49점,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26.99±12.44점으로방사선치료를받는경우암피로가높

았다(t=-3.22, p=.002),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t=-2.35, p=.021), 평소 운동(t=2.77, p=.007)이었으며,

현재 암치료에 따른 수면의 질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경

우 10.47±3.37점, 방사선치료를받지않는경우 8.43±3.77

점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수면의 질이 낮았다

(t=-2.60, p=.011). 대상자의 환경적 수면장애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대상자의 안위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육 수준

(F=4.37, p=.006), 암유형(t=-2.55, p=.012), 평소 운동

(t=-2.18, p=.032)이었으며, 현재 암치료에 따른 안위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 53.07±9.31점, 방사선치료를 받

지 않는 경우 59.25±8.47점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안위가 높았다(t=3.34, p=.001) (Table 3).

4. 대상자의 암피로, 수면의 질 및 환경적 수면장애와
안위 간의 상관관계
암피로(r=-.609, p<.001), 수면의 질(r=-.478,

p<.001), 환경적 수면장애(r=-.297, p=.001)는 모두

표 2. 암환자의암피로, 수면의질, 환경적수면장애, 안위정도
Table 2.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Comfort in Patients with Cancer
(N=113)

Variables Range Min Max M±SD

Cancer Fatigue 0-52 3.0 51.0 28.88±12.19

Quality of sleep 0-21 2 19 8.97±3.76

Subjective sleep
quality

0-3 1.66±0.79

Sleep latency 0-3 1.56±0.95

Sleep duration 0-3 1.30±0.91

Sleep efficiency 0-3 0.99±1.18

Sleep disturbance 0-3 1.42±0.59

Use of medication 0-3 0.48±0.96

Daytime dysfunction 0-3 1.57±0.93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0-60 0 49.0 20.91±9.62

Comfort 22-88 36 79 57.61±9.09

Physical comfort 0-16 4 16 9.85±2.82

Psychospiritual comfort 0-32 10 30 20.08±3.85

Environmental comfort 0-20 6 19 12.77±3.44

Sociocultural comfort 0-20 9 20 14.91±2.26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변 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Cancer (N=113)

Variables Categories n(%) M±SD
Gender Men 50(44.2)

Women 63(55.8)
Age
(years)

19~39 6(5.4) 59.54±11.63
40~59 50(44.2)
≥60 57(50.4)

Marital
status

Married 88(77.8)
Bereaved 9(8.0)
Divorced 8(7.1)
Unmarried 8(7.1)

Main
caregiver

Spouse 67(59.3)
Children 29(25.7)
Others 17(15.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2(28.3)
Middle school 19(16.8)
High school 46(40.7)
≥University 16(14.2)

Job state Occupied 41(36.3)
Non-occupied 72(63.7)

Monthly
income
(10,000won)

<100 30(26.5)
100~199 21(18.6)
200~299 32(28.4)
≥300 30(26.5)

Religion Yes 75(66.4)
No 38(33.6)

Usual
exercise

Yes 40(35.4)
No 73(64.6)

Room type
in hospital

Multi-in-room 95(84.1)
Double room 13(11.5)
Private room 5(4.4)

Reason of
fatigue

Because of being
treatment 63(55.8)

Because of lack of
sleep 13(11.5)

Because of lack of
exercise 7(6.2)

Because of cacer
symptoms 30(26.5)

Activities
for relieving
fatigue

Sleep 70(61.9)
Exercise 20(17.7)
Music 16(14.2)
Others 7(6.2)

Cancer type Solid tumor 67(59.3)
Hematologic 46(40.7)

Duration of
cancer (month)

<12 69(61.1) 20.53±27.50
≥12 44(38.9)

Cormobidity
(Multiple
response,
N=124)

None 51(41.2)
Musculoskeletal 25(20.2)
Others 17(13.7)
Endocrine 16(12.9)
Cardiopulmonary 9(7.2)
Psychological 6(4.8)

Current
therapy
(Multiple
response,
N=165)

Chemotherapy 94(57.0)
Operation 32(19.4)
Radiation therapy 31(18.8)
Others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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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면의

질의 하부항목인 주관적 수면의 질(r=-.537,

p<.001), 수면기간(r=-.254, p=.003), 수면효율

(r=-.219, p=.020), 수면방해(r=-.243, p=.009), 수면

제복용(r=-.355, p<.001)도 안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교육수준, 암유형, 평소

운동과 상관분석결과 안위와 관계가 있는 암피로, 수면

의 질, 수면의질 하부항목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기간,

수면효율, 수면방해, 수면제 복용, 환경적 수면장애를 투

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중 명목변수

인 교육수준, 암유형, 평소 운동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

다. 분석 전 오차항들간의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863으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 안위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Comfort according to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Cancer(N=113)

Variables Categories n(%)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Comfort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Gender male 50(44.2) 25.86±12.09
-2.41(.018)

8.06±3.28
-2.35(.021)

20.58±9.59
-0.33(.746)

58.24±8.35
0.65(.514)

Female 63(55.8) 31.27±11.67 9.70±3.98 21.18±9.71 57.11±9.67

Age

(years)

19~39 6(5.4) 35.17±11.63

0.92(.403)

11.17±4.96

1.08(.343)

28.00±5.73

2.58(.080)

51.67±11.57

1.43(.243)40~59 50(44.2) 28.08±11.50 8.88±4.14 21.76±9.72 57.60±8.82

≥60 57(50.4) 28.91±12.67 8.82±3.25 19.42±9.55 58.25±9.00

Marital
status

Married 88(77.8) 28.70±11.90

0.12(.949)

9.08±3.90

0.23(.873)

20.81±9.16

2.09(.106)

57.86±9.14

0.16(.923)
Bereaved 9(8.0) 28.00±13.47 8.11±3.44 15.00±10.76 57.44±9.30

Divorced 8(7.1) 29.50±16.60 8.50±3.07 24.25±13.16 57.00±10.06

Unmarried 8(7.1) 31.13±9.82 9.25±3.62 25.38±7.23 55.63±8.77

Main
caregiver

Spouse 67(59.3) 28.18±12.44

0.31(.735)

8.99±4,01

0.41(.662)

20.51±9.05

0.97(.382)

57.82±9.53

0.05(.956)Children 29(25.7) 30.28±11.12 9.34±3.79 22.90±10.80 57.24±9.01

Others 17(15.0) 29.24±12.88 8.29±2.64 19.12±9.71 57.41±7.79

Education ≤Elementary 32(28.3) 33.31±10.51

4.63(.004)

a>c

10.03±4.36

1.98(.121)

22.69±9.89

1.11(.347)

54.06±9.44

4.37(.006)

a<c

Middle school 19(16.8) 25.63±11.03 7.89±2.87 20.90±9.24 60.32±8.11

High school 46(40.7) 25.30±12.56 8.41±3.54 19.07±9.71 60.09±8.37

≥University 16(14.2) 34.13±11.12 9.75±3.66 22.69±9.10 54.38±8.76

Job state Occupied 41(36.3) 27.71±12.77
-0.77(.441)

8.56±4.01
-0.88(.381)

21.34±9.24
0.36(.722)

57.24±8.46
-0.32(.748)

Non-occupied 72(63.7) 29.54±11.76 9.21±3.62 20.67±9.89 57.82±9.4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30(26.5) 27.30±12.27

0.33(.806)

8.67±2.96

0.38(.767)

20.40±9.34

0.68(.565)

58.03±7.46

0.12(.950)
100~199 21(18.6) 30.43±12.36 9.43±3.47 22.86±11.69 56.81±8.15

200~299 32(28.4) 28.59±11.58 8.59±3.83 19.31±7.58 57.28±10.47

≥300 30(26.5) 29.67±12.73 9.37±4.61 21.77±10.38 58.10±9.96

Religion Yes 75(66.4) 27.80±12.47
-1.33(.186)

8.73±3.68
-0.95(.343)

20.39±9.47
-0.81(.418)

58.53±8.95
1.53(.130)

No 38(33.6) 31.00±11.22 9.45±3.92 21.94±9.96 55.79±9.19

Cancer
type

Solid tumor 67(59.3) 30.09±11.58
1.29(.200)

9.51±3.70
1.84(.068)

20.58±8.99
-0.44(.662)

55.85±8.67
-2.55(.012)

Hematologic 46(40.7) 27.11±12.76 8.20±3.75 21.39±10.56 60.17±9.16

Duration of
cancer
(month)

<12 69(61.1) 28.72±12.16
-0.17(.869)

8.58±3.81
-1.40(.165)

20.32±9.02
-0.82(.415)

57.49±9.26
-0.17(.864)≥12 44(38.9) 29.11±12.16 9.59±3.65 21.84±10.53 57.8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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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ComfortSubjective

sleep quality
Sleep
duration

Sleep
efficiency

Sleep
disturbance

Use of
medication

Daytime
dysfunction total

Cancer Fatigue 1

Subjective
sleep quality

.545
(<.001)

1

Sleep
duration

.289
(.002)

.360
(<.001)

1

Sleep
efficiency

.301
(.001)

.274
(.003)

.644
(<.001)

1

Sleep
disturbance

.353
(<.001)

.335
(<.001)

.208
(.027)

.170
(.071)

1

Use of
medication

.301
(.001)

.327
(<.001)

.214
(.023)

.193
(.040)

.206
(.020)

1

Daytime
dysfunction

.147
(.121)

.013
(.890)

.050
(.598)

-.020
(.836)

.077
(.415)

.334
(<.001)

1

total
.549
(<.001)

.635
(<.001)

.713
(<.001)

.676
(<.001)

.484
(<.001)

.632
(<.001)

.345
(<.001)

1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308
(.008)

.305
(.001)

.274
(.003)

.271
(.004)

.284
(.002)

.304
(.001)

.202
(.032)

.467
(<.001)

1

Comfort
-.609
(<.001)

-.537
(<.001)

-.254
(.007)

-.219
(.020)

-.243
(.009)

-.355
(<.001)

-.121
(.239)

-.478
(<.001)

-.297
(.001)

1

표 4. 대상자의 암피로, 수면의 질 및 환경적 수면장애와 안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Comfort in Patients with
Cancer((N=113)

Variables Categories n(%)

Cancer Fatigue Quality of sleep
Environmental Sleep

Disturbance
Comfort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Current
therapy
(Multiple
response,
N=165)

Chemothe
rapy

Yes 93(82.3) 28.87±11.12
0.01(.992)

8.50±2.98
-0.62(.537)

20.72±10.07
0.56(.581)

58.13±9.02
-1.31(.192)

No 20(17.7) 28.90±14.12 9.07±3.92 21.80±7.30 55.20±9.24

Radiation
therapy

Yes 30(26.5) 34.10±9.49
-3.22(.002)

10.47±3.37
-2.60(.011)

20.47±8.01
0.29(.769)

53.07±9.31
3.34(.001)

No 83(73.5) 26.99±12.44 8.43±3.77 21.07±10.18 59.25±8.47

Operation Yes 33(29.2) 29.09±13.03
-0.12(.904)

9.73±3.58
-1.37(.172)

20.30±8.28
0.43(.668)

57.97±8.10
-0.27(.789)

No 80(70.8) 28.79±11.79 8.66±3.81 21.16±10.16 57.46±9.51

Others Yes 7(6.2) 20.43±15.38
1.93(.056)

6.43±2.15
3.04(.015)

21.29±9.64
-0.11(.916)

61.57±9.80
-1.19(.235)

No 106(93.8) 29.49±11.78 9.14±3.79 20.89±9.66 57.35±9.02

Room
type in
hospital

Multi-in-room 95(84.1) 28.35±12.31
0.64(.237)

8.74±3.60
0.10(.102)

21.25±9.73
0.94(.381)

58.11±9.04
0.90(.130)

Double room 18(15.9) 32.06±10.98 10.33±4.43 19.06±9.33 54.56±9.00

Usual
exercise

Private room 40(35.4) 22.60±10.95
4.40(<.001)

7.80±2.87
2.77(.007)

20.20±9.10
0.58(.563)

59.88±7.15
-2.18(.032)

No 73(64.6) 32.32±11.37 9.62±4.05 21.30±9.93 56.37±9.81

Reason
of
fatigue

treatment 63(55.8) 28.84±11.24

2.69(.050)

8.83±3.82

1.79(.154)

20.86±9.51

0.77(.515)

57.78±9.43

1.04(.380)
lack of sleep 13(11.5) 24.23±12.01 8.31±3.30 21.92±11.14 60.15±7.17

lack of exercise 7(6.2) 21.29±12.92 6.86±2.19 15.86±9.72 60.14±8.67

cancer symptoms 30(26.5) 32.73±12.76 10.07±3.92 21.77±9.25 55.57±9.11

Activities
for
relieving
fatigue

Sleepa 70(61.9) 31.67±11.70

3.74(.013)

a>b

9.53±3.96

1.70(.172)

21.76±9.37

1.39(.250)

56.49±9.35

1.06(.368)
Exerciseb 20(17.7) 22.80±10.67 16.95±8.19 58.55±7.39

Musicc 16(14.2) 26.00±12.95
7.65±3.42

21.81±11.57 60.25±9.27

Othersd 7(6.2) 24.86±11.25 21.71±9.62 6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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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의 분포에 대한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

는 .692~1.000이며 0.1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VIF는

1.000~1.446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안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암피로(β=-.42, p<.001), 주관적 수면의 질(β=-.30,

p=.001), 진단명(β=-.18, p=.015)으로 나타났으며, 암피

로가 낮을수록, 주관적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암유형은

혈액암인 경우 안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

모형은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7.24,

p<.001), 전체 설명력은 46.1%였다.

Ⅳ. 논의

암환자들은 치료 중 통증, 피로, 구역, 구토, 우울, 불

안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을 경험하면서 안위를 저해

받게 된다.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암은 불치병

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게 되면

서 암환자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암환자의 안위는 57.61점(100점 만점 환산 점수:

65.47)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로 집중치료실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14]에서 5점 만점에 실험군 2.46점(100점

만점 환산 점수: 49.2), 대조군 2.39점(100점 만점 환산

점수: 47.8)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240점 만점에 실험군

167.93점(100점 만점 환산 점수: 69.97), 대조군 166.51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69.38)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

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집중치료실 환자들에 비해 중

증도가 낮으며, 비교적 익숙한 공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신체적, 심리·영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불편

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위를 한 연구[26]에서는 안위가 매우 개인

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와 예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안위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인의 질병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안위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위와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암피로, 수면

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가 안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

였으나 안위와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웠다.

그러나 안위는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으로[27], 입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피로와 삶의 질의 관

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29]에서 피로와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

한 결과 피로는 삶의 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피로는 암환자의 안위에도 중요한 영

향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자의 안위는 환자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가 제공되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15], 수면은 인간의 중요한 기본요

구 중 하나로 암환자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어 건강증

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2]. 이를 통해 수

면의 질과 안위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안위와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의 관

련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안위의 주요한 영양요인은 암피

로, 주관적 수면의 질, 암유형이었다. 피로와 수면방해

는 원인과 기전과 상관없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 동

시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증상군으로 분류되어 사용되

고 있어[30]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관이 있는 증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위 선행연구는 안위증

진프로그램이 안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연

구가 대부분이고 대상자들은 유방암 환자[9], 집중치료

실 입원환자[14],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15]으로 다양

하였으며, 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위의 영향요인을 조사

한 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추후 암피

로, 수면의 질이 암환자의 안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 암피로를 낮추고 주관적 수면의 질을 높여 암환

자의 안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안위증진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적 수면장애와 안위는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중 회귀분석에서

는 안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환경적 수면장애와 안위와의 관계를 본 연구

가 없어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어려웠으나, 항암화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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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환경적

수면장애가 삶의 질과는 상관과계가 있었지만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던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환경적 수면장애가 60점 만점에 평균

20.91점으로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병

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로 환경의 변화가 생겨 수면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였으나, 암환자의 특성상 잦은 입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환경적 수면장애가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노화로 인하여 자극의 수

용과 처리 능력의 약화되어[31], 수면 시 환경적인 영역

에 대한 방해를 적게 받는 것은 보인다. 따라서 환경적

수면장애를 줄이기 위해 병원의 환경적인 영역의 관리

를 통해 연령별 병실 배정의 차별화를 두어 환경적 수

면장애의 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위는 완화, 편안함, 초월에 대한 인간의 기본 욕구

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며,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신체적, 심리·영적, 사회적, 환경적인 영역으로 구분

된다[5]. 암환자는 치료 중 통증, 피로, 구역, 구토와 같

은 신체적 부작용을 경험하고[32],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암환자는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를 받

게 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

회적 변수(우울, 불안 등)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심리사회적 변수와 안위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도

없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변수와 관련성을 파악하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

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를 설문조사 내용을 읽고 이

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였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등 암치료를 받고 있는 성임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암피로, 주관적 수면의 질이 입원 암환

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

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 향

상을 위해 의료진들의 다학제적으로 협력하여 암피로

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한 안위 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피로, 수면의

질, 환경적 수면장애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암피로, 주관적 수면의

질, 암유형이 입원한 암환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안위를

약 44.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암피로,

주관적 수면의 질, 암유형이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서 안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일 대

학병원의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

로 추후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암환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이는 심리사회적 변수(우

울, 불안 등)를 추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

다. 셋째,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

으로 입원한 암환자를 위한 안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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