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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cancer survivors residing in the 
community based on the shared care model, and evaluate its effectiveness. Methods: A quasi-experimental trial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35 cancer survivors with completed intensive cancer therapy at the cancer 
hospital. The intervention group (n=20) and the control group (n=15) were recruited from among a district home cancer 
patient registrations.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an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based on the 
MAPP (Mobilizing for Action through Planning and Partnership) development process. The program consisted of 
physical, psycho-social and body image units.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before the program, and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ly 1 and September 2, 2018 using FACT-G quality of life (QOL), 
distress thermometer (DT), and resilie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forming a x2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test, and ranked ANCOVA using SPSS. Results: The intervention group reported a higher QOL overall 
and significantly higher social/family well-being than the control group. Distress was significantly lower in interven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Resilienc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base on the shared care model and MAPP development 
process could be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social/family well-being and the QOL, and reducing distress of 
cancer survivors at home. Community health center nurses need to provide intervention to support self-care 
competency for cancer survivors’ comprehensive care with physical, psycho-social, and body image to help them 
adjust their life to a moderate risk group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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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만 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치료 후 생활이 더 어렵다는 

재가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1]. 재가암 환자는 암치료 후 원

발암과 합병증 관리, 암 이외의 동반질환과 생활습관 관리, 우

울, 불안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2], 신체적, 심

리사회적 상태에 따른 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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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암과 관련된 건강증진정책을 실시하여 사망률이 

27% 감소하였고, 5년 생존율은 66% 증가하였다[4]. 캐나다는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암생존자 삶의 질 향상을 국

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5]. 한국은 암 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0.4%로 10년 전보다 16.3% 증가하였고, 5년을 초과하는 암생

존자는 187만 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55.7%에 해당한다[1]. 

재가암 환자는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자로 암 단계

에 따른 자가관리, 영양 및 운동관리를 포함하는 건강증진, 불

안, 우울에 대한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3,6-8]. 재가암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사용

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 신체 기능장애, 불편과 통증, 외모

변화를 경험하고, 암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고통과 사회복귀 실

패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2,7-9]. 재가암 환자의 삶

의 질은 치료계획 결정시 임상적 지표보다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된다[3,9].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면 재발과 입원

이 감소하고[5,7],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동반질환과 

합병증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8]. 재가암 환자의 삶

의 질은 자가관리 역량 예측 요인으로[2,3], 지역사회에서 행해

지는 암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3,7,9].

암 환자에게 제6의 활력증후로 분류되는 디스트레스(di-

stress)는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의미

한다[4]. 디스트레스로 부르는 이유는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스트레스 또는 정신과적 문제와 구별되고 암치료 후

에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 90% 이상의 

재가암 환자는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30%는 중증으로 나타

났고, 디스트레스 경험자 중 70%는 사회복귀에 실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0,11]. 재가암 환자에게 디스트레스가 장기적으

로 지속되면 면역력과 생존율이 저하되고 재발율이 증가하여 

암 치료비용이 증가하고, 디스트레스가 관리되면 암 치료비용

이 23.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11]. 미국종합암네트워

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에

서는 디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4], 캐나다암관리전략협의회(Council of the 

Canadian Strategy for Cancer Control)는 디스트레스를 정

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국가암전략계획에 포함시키

고 있다[5]. 디스트레스 관리는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2-5,12]. 

국내에서는 암 환자의 60.6%가 디스트레스 중재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으나, 암전문병원은 디스트레스를 관리할 자원

과 체계가 부족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 

14]. 디스트레스는 면역체계와 내분비체계에 영향을 미쳐 암

의 진행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므로[4,13,14], 디스트레스 온도

계를 이용한 빠르고 효과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다[4,14-16].

극복력은 삶을 위협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노출된 사람이 

변화나 불행에 대처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가암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이다[17]. 극복력은 실천적 역량을 향상시켜 긍정적 대처를 통

해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포괄적 건강관리의 연

속선상에서 필요한 능력으로[3,17,18], Yang 과 Kim [18]은 극

복력이 높은 암 환자는 암으로 인한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암치료 과정에서 85%는 외모 변화를 경험한다

[12,19]. 재가암 환자의 변화된 외모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

하고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요소로 포괄적 건강관리에 불확실

성을 증가시킨다[2,3,19,20]. 극복력은 변화된 외모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향상시켜 심리사회 문제와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8,13,17,18]. Brederecke와 Zimmerman 

[21]는 변화된 외모에 대처할 수 있는 바디이미지 관리의 중요

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재가암 환자에게는 신체관리 및 심리사회 관리와 

외모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바디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재

가암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는 신체적, 심리사

회적, 바디이미지 영역을 고려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

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의 대부분은 병원중심으로 진단 직후 심리교육 프로그

램[15], 항암치료 중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16], 근육이완 프로그램을 병원단위로 진행하였다[22]. 지역

사회에서는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 불안, 우울 등

의 중재를 실시하였다[2,6].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재가암 환자의 증가는 병원중심 

암관리에서 탈병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2,3]. 암전문병원에서 암 치료와 생존자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생존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상태에 따른 치료와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 따른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3]. 암전문병원과 지역사회 보건기관이 구분된 역할

에 따라 건강문제를 세분화하여 개입할 수 있는 협업돌봄모형

은 재가암 환자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2,3]. 암 치료 후 다양한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재가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기관에서 협업돌봄모형에 근거한 

암과 관련된 통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가암 환자를 대상

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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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효과를 규명하여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 기틀 마련에 기

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암 환자를 대상

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재가암 환

자의 삶의 질, 디스트레스,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삶의 

질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디스

트레스 점수는 대조군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3.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극복

력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3. 연구의 개념틀

협업돌봄모형은 암 환자 관리를 암전문병원과 일차의료기

관이 구분된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2,3], 

본 연구에서는 암 관리의 연속선상에서 포괄적 돌봄을 제공하

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개념틀로 사

용하였다. 모형은 재가암 환자의 자가관리역량 향상을 목표로 

암관리와 관련된 복잡성과 중증도에 따라 고위험집단과 중위

험집단으로 분류한다[3]. 고위험집단은 치료후유증과 원발암 

및 동반질환 관리가 필요한 집단으로 암전문병원이 암관리와 

함께 생활가이드를 제공한다. 중위험집단은 가정에서 생활하

는데 필요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 적응이 필

요한 재가암 환자 집단으로 보건기관에서 삶의 질 향상, 스트

레스 감소, 사회복귀에 필요한 실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를 측정한다

[2,3,8]. 

협업돌봄모형에서 중위험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은 Die-

trich 등[23]의 3구성 체계 요소를 적용하여 교육요소, 개별상

담요소, 정신건강관리요소의 체계를 갖춘다. 교육요소는 소인

요인, 가능요인, 강화요인을 포함하고 개별상담요소는 암과 관

련된 건강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상담과 피드백을 

실시한다.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관리요소는 신체적, 심

리사회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집단으

로 의뢰하거나 중위험집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3,24]. 모형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진행은 교육과 

개별상담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2시간 30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23]. 보건기관은 건강증진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

램을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구성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암 관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3,6,8]. 

협업돌봄모형은 성과를 측정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3]. 성과 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로 삶의 질, 스

트레스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모형을 검증한다[4,14,23,24]. 모형의 장점은 지역사회에서 소

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재가암 환자

가 경험하는 암 치료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위험도에 따라 개

입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2,3,23,24](Figure 1).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개발한 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비동등성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암관리법 재가암 환자 정의에 따라 가정에

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 환자이다. 암 진단을 받고 암 전문병

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종료하고, 치료 후 5년 미만, 5년이 경

과되었어도 S보건기관에 재가암 환자로 등록된 자는 연구대

상에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 협업돌봄모형의 중위험집단에 해

당되는 자[3]이다. 대상자는 다음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

다. 1) 암 전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경험한 자, 2) 

치료받은 병원에서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필요한 자, 3) 최근 6

개월 동안 보건기관에서 유사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4) 정신과적 문제, 또는 인지장애 문제가 없는 자, 5) 교

육과 질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 한 자이다. 제외 기준은 

원발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된 자 또는 이차암이 발병되어 적극

적 치료 중인 자는 제외하였다. 

실험군은 프로그램에 참석이 가능한 자, 연구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

기를 희망한 자는 35명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중 암과 

관련되거나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자, 질환으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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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참여가 어려운 자, 적절한 이동수단이 없어 정기적으로 참석하

지 못하는 자, 원하는 프로그램에만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 암 

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싫어하는 자, 프로그램에는 참여

하지만 설문지 작성은 거부하는 자는 모두 제외하였다. 프로그

램 시작과 종료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의 조건을 충

족한 최종대상자는 20명이었다. 

대조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에만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실험군과 동수 배정하여 35명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어 사후 설문조사를 거부한 

자,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설문조사를 거부한 자, 암 

환자라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중도포기를 원하

는 자, 설문지 작성을 위한 가정방문 및 보건기관 방문을 거부

한 자, 가족이 연구참여를 알고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

을 원하지 않는 자, 부실한 응답을 한 자는 제외되었다. 프로그

램 시작과 종료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대상자는 15

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은 참여를 원하지 않는 자로 비뚫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조군 선정 시 재가암 관리 대상자로 보건기관

에 등록된 자 중에서 선정하였고, 중도탈락자를 분석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 분석을 이용하여 암 환자 프로그

램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15]와 암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t-test를 위한 효과크기 .80, ⍺ .05, Power .5로 계산하였을 

때 실험군 14명 대조군 14명이었다. 디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프로그램 효과 선행연구[15]에서, 도출된 실험군과 대조

군 디스트레스 점수 비교에서 실험군 5.40±3.03 대조군 4.63± 

2.26로, STATA 14.2를 이용하여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실험군 

20명, 대조군 15명으로 계산되었다(Figure 2). 

3. 연구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ella와 Tulsky [7]이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FACT-G) 

version 4 사용을 승인받았다. FACT-G는 신체영역(7문항), 사

회/가족영역(7문항), 정서영역(6문항), 기능영역(7문항) 등 총 

5개의 하부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

다’ 1점, ‘보통이다’ 2점, ‘꽤 그렇다’ 3점, ‘상당히 그렇다’ 4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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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diagram of the study.

로 최저 0점 최고 10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

을 의미한다[7]. Seo [26]의 연구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는 .86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 영역 .84~.88, 

사회/가족영역 .86~.88, 정서영역 .67~.85, 기능영역 .86~.86

이었다.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87~.94였다. 

2)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정도는 NCCN [4]이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빠르고 간단하면서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디스트

레스 온도계 사용을 승인받았다. 디스트레스 온도계는 한 문항

으로 ‘괴로움 없음’ 0점에서 ‘극심한 괴로움’ 10점까지 0~10점 

척도로 구성된 온도계 모양 시각적 척도로 오늘을 포함하여 지

난 일주일 간 대상자가 느낀 디스트레스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다. 점수가 높을수록 디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디

스트레스 점수가 4점 미만인 대상자는 경증 디스트레스, 4점 

이상인 대상자는 중증 디스트레스로 분류한다. 

3) 극복력

극복력은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의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고 사용을 승인받았다[17]. 총 10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 4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합산하며, 점수범위

는 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5였고, Yang과 Kim 

[18]의 연구에서 극복력의 Cronbach’s ⍺는 .94였다. 이 연구

에서 Cronbach’s ⍺는 .94~.91이었다. 

4) 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질병 및 건강 관련 특성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를 포함

하여 3문항이다. 질병 관련 특성은 진단받는 암, 치료 병원, 정

기적 방문을 포함하여 3문항이다. 건강 관련특성은 현재 전반

적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쁘다’까지 5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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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로 ‘1년 

전보다 매우 좋다’부터 ‘1년 전보다 훨씬 나쁘다’까지 5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 돌봄 제공자 문항은 주돌봄 제공자를 표시하도

록 하였다. 

4. 자료수집

참여자 모집과정은 구청, 보건소, 지역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보건소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보건소 재가암 

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시 소개를 원한다고 의사표현을 한 자에게는 연

구자가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안내하였다. 연

구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실시하였다. 연구보조

원은 간호사로 재가암관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본 연구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자였다. 연구자는 설문지 작성방법과 

주의점을 교육하였고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

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2018년 7월1일부터 9월2일

까지 S보건소에서 진행하였다. 질병 및 개인적인 사항은 비

을 유지하고 설문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

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실험군은 첫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사후 조

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동일한 시기에 가정방문 또는 보건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

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개인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처리하였으며, 기 유지를 위하여 공개적으

로 열람되지 않음을 밝히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 시작 전에 연구목적, 절차, 내용 및 참여로 예상되는 이

점과 단점, 비 보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서

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

단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를 중단하여도 원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에 따라 연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

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저자가 속한 

대학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 No. SWCN-201805- 

HR-005) 받았고, 연구대상자 사전 동의를 승인받았다. 

6.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프로그램 개발은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Mobilizing for 

Action through Planning and Partnership (MAPP) 모형의 

개발 절차를 따랐다(Figure 3). MAPP 절차는 건강문제를 규

명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보건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모형으로, 6단계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원이 문제해결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7]. 

1 단계는 지역사회 조직화와 파트너십 개발(Organizing and 

Engaging Partners)로, 재가암 환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을 기획, 개발하는 단계이다[27]. 본 연구는 개발과정에서 주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에 관심 있고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자, 

보건기관 전문가,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총 14명으로 구성되었

다. 위윈회에서는 암 관리의 연속선상에서 재가암 환자 관리를 

위한 보건기관 역할의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협업돌봄모형에

서 중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함을 논의하였다. 

2단계는 비전설정(visioning) 단계이다[27]. 본 프로그램의 

비전은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재가암 환자가 자가관리역

량을 갖추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 비전을 공유 확산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선출하는 단계이므로

[27], 위원회 소속 지역주민 중에서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퍼실리테이터로 선출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

기로 하였다. 

3단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Collecting And 

Analyzing Data)이다[27]. 강점은 주민들이 취약계층 건강향

상에 관심이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재가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에서 포괄적 돌봄 

제공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지역보건의료체계(local public 

health system assessment)는 민간과 공공이 유기적으로 결

합하고, 위원회는 지역의 경험, 역량, 특성을 분석하였다. 변화

요인(force of change assessment)은 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

이 재가암 환자에게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한 중재 필요성

을 공유하였다.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3단계에서 나타난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포괄적 돌봄은 신체 관리, 심리사회 

관리, 변화된 바디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는 전략적 이슈를 확인하는 단계(Identifying and 

Prioritizing Strategic Issues)로[27],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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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chart of the six phases of the MAPP process.

달성을 위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복귀에 필요

한 실천적 역량이 필요하고, 삶의 질 향상, 디스트레스 감소, 극

복력 향상을 전략적 이슈로 확인되었다. 

5단계는 목적, 전략, 실행계획을 개발하는 단계(Develop-

ing Goals, Strategies, and an Action Plan)이다[27]. 위원회

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으로 신체영역, 심리사

회영역, 바디이미지영역으로 구성하여 12회로 운영하고, 성과

파악을 위해 삶의 질, 디스트레스, 극복력을 측정하기로 하였

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간호학교수 2인, 재가암 환자 2

인, 사회복지전문가 1인, 보건기관 담당자 2인으로 구성된 전

문가 및 사용자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프로

그램은 연구자와 해당 전문가가 운영하고 일정, 장소 및 구체적 

내용을 정하였다. 

6단계는 실행단계(Taking and Sustaining Action)이다[27].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기적 또는 필요시 환류

와 재계획을 위한 회의를 총 15회 개최하였다. 매회 만족도와 

참여도를 확인하여 만족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이유를 파악하

여 반영하였고, 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미참여자에게 불참 

이유를 확인하여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프로그램에 반영하였

다.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에 삶의 질, 디스트레스, 극복력

을 측정하였다.

2)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용 및 특성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MAPP 모형 절차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은 간호학교수 2인, 지역사회간호사 3인, 보건사업진

행자 2인, 지역활동가 2인이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지역활동가

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이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신체영역, 심리사회영역, 바디이

미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교육요소, 개별상담요

소, 정신건강관리요소의 3구성 체계요소를 갖추어 구성되었

고, 운영시간은 교육, 상담과 피드백을 포함하여 시작과 마무

리까지 2시간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3시간까지 진행되었다. 프

로그램 중간에 휴식 시간을 포함하였고 휴식 시간에는 음료수

와 간식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주 1회 또는 2회

로 8주 12회로 운영되었다. 

신체영역은 신체활동과 영양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은 

재발과 이차암 예방에 중요하다[2,20,22]. 신체활동 프로그램

은 선행연구에서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관절

가동, 유연성 향상, 통증감소로[9,12,22], 본 프로그램에서는 



5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윤희상 · 황은아

스트레칭, 통증완화 마사지, 숲트레킹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

칭은 운동처방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였다. 운동처방사가 시

범을 보이고 해당되는 근육과 관절을 설명하고 동작을 따라하

고 개인 지도를 병행하였다. 통증완화 마사지는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였다. 림프절 중심 마사지로 부위와 효과를 

설명하고 시범 후 따라 하도록 구성하였다. 숲 트레킹은 저강도 

유산소운동으로, 진행은 숲치유 해설사가 보건소 인근 둘레길

이 조성된 산에서 진행하였다. 영양은 재가암 환자가 가장 관

심이 많은 영역이지만 과도한 식이조절과 잘못된 식생활로 영

양불균형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므로[2,12], 본 

프로그램에서는 영양사가 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식이정보를 

소개하고, 제철재료로 요리하고 식사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영

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사가 주방시설이 있는 보건지소에서 

진행하였다. 

재가암 환자는 암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치료보다 크고, 

암 치료가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원인이므로[2,7,13], 심리사

회영역은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기술을 향상시켜 암

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명상, 마음챙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합창으로 구성하였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심리적 안녕을 위해 재가암 환자에게 사용

되는 보완대체요법이다[4,11,12]. 명상은 부정적 정서를 삶의 

기억과 생각에서 없애므로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

고[4,12,25], 마음 챙김은 명상에 집중과 통찰 과정이 추가되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킨다[12]. 합

창은 집단중재를 통한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2]. 본 프로그램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은 보건소에서 명

상전문가가 진행하였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정신간호학 

전공자가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보

건소에서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합창은 보건소 강당에

서 암에서 회복된 뮤지컬 배우가 대중가요를 합창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바디이미지영역은 암 치료 후 나타나는 외모변화가 사회복

귀를 방해하는 요인이므로[19,21], 사회복귀에 적극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외

모변화는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고 암의 위중함을 본인과 타인

에게 계속적으로 지각하게 하여 사회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19,20]. 본 연구에서는 항암뷰티 관리, 목욕탕이벤트, 외

모극복 경험 공유로 구성하였다. 항암뷰티 관리는 보건소에서 

뷰티전문가가 진행하였다. 변화된 외모관리를 위해 머리카락 

관리, 피부변색과 변화에 따른 메이크업 방법을 교육과 실습으

로 진행하였고, 개별적으로 항암뷰티 상담을 진행하였다. 목욕

탕 이벤트는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변화된 신체를 서로 노출하

고 공유하여 변화된 외모를 받아들이기 위함으로, 지역 내 목

욕탕에서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외모극복 경험공유는 외모관

리방법과 정보를 알려주고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 대처하는 방

법과 변화된 외모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진행자는 암치

료 후 이전 직장으로 사회 복귀한 방송관계자가 보건소에서 진

행하였다. 

7.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분석은 SPSS/WIN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건강 및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검증은 

Cronbach’s ⍺ 계수를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효

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 점수와 동질성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연령과 건강상태 변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비모수 공분

산분석(Ranked ANCOVA)를 실시하였다[28]. 건강상태와 일

년전 건강상태는 다중공선성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성별, 종교, 암전문병원 정기적 방문, 돌봄 제공자 항목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암전문병원 정기적 방문은 실험군

의 65%, 대조군의 33%가 정기적 방문을 하였다. 돌봄 제공자

는 실험군은 배우자 35%, 가족 25%, 자녀 10% 순이었다. 대조

군 53.3% 돌봄 제공자가 ‘없다’로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3명은 복지관, 이웃, 요양보호사이었다. 대상자의 암 종

류는 유방암, 대장암, 방광암,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척수암, 

난소암, 혈액암, 담도암의 순으로, 진단받은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다. 암 이외에 고혈압, 심장질환, 위장질환, 근

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Table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에서 연령, 건강상태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질병 관련 특성인 정기적 병문방문과 돌봄 

제공자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질, 디스트레스, 극복력 사전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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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and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35) Exp. (n=20) Cont. (n=15)

  x2 or Z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Sex Male
Female

 5 (14.3)
30 (85.7)

 2 (10.0)
18 (90.0)

 3 (20.0)
12 (80.0)

0.70†  .631

Age (year)  
≤60
61~70
≥71

66.9±12.6
12 (48.0)
 8 (32.0)
15 (60.0)

60.6±2.3
10 (50.0)
 5 (25.0)
 5 (25.0)

75.2±2.6
 2 (13.3)
 3 (20.0)
10 (66.7)

3.42 ＜.001

Religion Yes
No

26 (77.1)
 8 (22.9)

15 (25.0)
 5 (75.0)

12 (80.0)
 3 (20.0)

0.12† .727

Health status  3.14±1.67 2.60±1.04 3.86±0.92 3.73  .001

Health status (1 year ago) 2.91±1.18 2.55±1.23 3.47±0.92 3.31  .001

Hospital visiting Regular
Irregular or none

18 (51.4)
17 (48.6)

13 (65.0)
 7 (35.0)

 5 (33.3)
10 (66.7)

3.44  .092

Caregiver
 

Yes
No

21 (60.0)
14 (40.0)

14 (70.0)
 6 (30.0)

 7 (46.7)
 8 (53.3)

1.94
 

 .163
 

Quality of life
 Physical well being
 Social/family well-being
 Emotional well being
 Functional well-being

 66.00±18.23
19.66±6.49
13.00±5.98
16.74±4.42
16.40±6.36

 69.95±14.19
21.40±4.58
13.60±5.64
17.80±3.86
17.15±6.44

 60.27±21.82
17.33±7.97
12.20±6.52
15.33±4.85
15.40±6.32

1.35
1.52
0.79
1.49
0.82

.179

.131

.438

.139

.419

Distress  3.60±2.48  3.85±2.10  3.43±3.01 1.14 .253

Resilience 25.26±9.11 25.30±6.79  25.20±11.78 0.37 .730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Fisher's exact test.

2.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효과는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 삶의 질 점수는 실험군 69.95점에서 76.05점으로 상

승하였고, 대조군 60.27점에서 54.4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56, p=.460). 하부영역 중 신체

영역에서는 실험군은 21.40점에서 22.20점으로 상승하였고 대

조군은 17.33점에서 17.66점으로 변화가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26, p=.769). 정서영역은 실험군 17.80

점에서 19.05점으로, 대조군 15.33점에서 16.07점으로 실험군

에서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06, 

p=.807). 기능영역에서는 실험군 17.15점에서 19.10점으로 상

승하였고, 대조군 15.4점에서 12.7점으로 하락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34, p=.564). 하부영역 중 사회/

가족영역에서 실험군은 2점 상승하였고 대조군은 4점 감소하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사회/가족영

역에서 일부 지지되었다(F=4.15, p=.050). 디스트레스 변화는 

실험군 1.85점 감소, 대조군 1.93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F=4.05, p=.005),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극

복력은 실험군은 3점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4.8점 감소하였으

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3은 기각되었다(F= 

1.10, p=.301)(Table 2). 

논 의

본 연구는 암관리의 연속선상에서 포괄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 적용한 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통합건강증

진 프로그램은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MAPP 모형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신체영역, 심리사

회영역, 바디이미지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요소, 개별상담

요소, 정신건강관리요소의 3구성요소 체계를 갖추었다. 프로

그램은 협업돌봄모형의 중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삶의 질, 디스트레스, 극복력을 측정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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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Resilience,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pExp. (n=20) Cont. (n=15) Exp. (n=20) Cont. (n=15) Exp. (n=20) Cont. (n=15)

M±SD M±SD M±SD M±SD M±SD M±SD

Quality of life 69.95±14.19 60.27±21.82 76.05±13.47 54.47±20.80 6.10±3.21 -5.8±4.89 0.56 .460

Physical well-being 21.40±4.58 17.33±7.97 22.20±4.66 17.66±8.31 0.80±4.79 0.33±8.46 0.26 .769

Social/family well-being 13.60±5.64 12.20±6.52 15.70±4.96  8.00±5.71 2.10±5.06 -4.05±5.58 4.15 .050

Emotional well-being 17.80±3.86 15.33±4.85 19.05±3.49 16.07±6.65 1.25±3.57 0.73±5.23 0.06 .807

Functional well-being 17.15±6.44 15.40±6.32 19.10±5.12 12.70±6.86 1.95±6.74 -2.82±8.21 0.34 .564

Distress  3.85±2.10  3.43±3.01  2.10±2.25  5.57±3.27 -1.85±2.25 1.93±2.51 4.05 .005

Resilience 25.30±6.79 25.20±11.78 28.35±5.44 20.40±6.16 3.05±6.54 -4.80±10.28 1.10 .30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재가암 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증상, 구토, 피로, 관절가동 

제한과 같은 신체영역과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

된 사회/가족영역, 우울, 불안 등의 정서영역, 일상생활활동, 

가사노동과 같은 기능영역을 포함하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

적, 기능적 측면의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7]. 협업돌봄모형

에서 삶의 질 측정은 프로그램 성과파악을 위한 지표로[3,8], 

Colombo 등[9]은 포괄적 돌봄 연속선상에서 FACT-G가 암과 

관련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FACT-G의 사회/가족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

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사회/

가족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하여[1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Colombo 등[9]의 연구에서 사회/가족 영역의 점수가 먼저 

상승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사회/가족 영

역에서 유의하였다. ParaAs-Bravo 등[22]은 FACT-G 점수 변

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중재 후 신체, 정서, 기능영역은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가족/사회 영역은 0.01점 하락하여 본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ParaAs-Bravo 등[22]의 연구는 대

조군 없이 진행되어 연구설계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Ahn 등[16]의 생활습관중재에 따른 FACT-G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 실험군은 71.36점에서 75.32점으로 상승하였고, 대

조군은 74.6점에서 71.68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사회/가족 영

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가족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은 참가

자들이 프로그램 중 고통, 불안, 정기 병원 방문에서 느끼는 감

정을 공유하였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

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인 것

을 인정하였고, 진행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용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협업돌봄모형의 3구성요소 중 개별상담요소

를 적용하여 부정적 정서와 두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관리요소를 적용하여 고위험집단으로 

의뢰가 필요한 자를 구별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

되면서 자신의 신체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반응하였다. 이는 

참가자가 표현하는 두려움을 수용하고 경험을 공유하였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실험군은 삶의 질 신체, 정서, 기능영역에서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암 환자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발암 부위, 인구학적 특성, 중

재방법, 중재 지속 기간, 수면의 질, 피로 등 다양하게 보고된다

[2,9,13]. 본 연구에서도 원발암 부위와 일반적 특성이 다양하

고,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재기간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은 암과 관련된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요소

이므로[3,7,9], 장기적인 중재와 주기적인 성과 측정을 통한 환

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프로그램 참여 후 디스트레스가 감소

하였다. 심리사회 영역 프로그램이 명상, 마음챙김, 의사소통, 

합창으로 디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가 효과적이었던 것으

로 사료된다. 중위험집단 재가암 환자에게 디스트레스는 신체

적, 심리사회적 문제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하다[23].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등[15]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는 5.40점, Seo [26]의 연

구에서는 4.01로 본연구보다 높았다. Park 등[15]의 연구에서

는 실험군은 중재가 주어지면서 2.52점, 1.88점으로 감소하였

다. Park 등[15]은 디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지적 관리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심리사회 중재는 생존기간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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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디스트레

스가 관리되면 항암반응이 지속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스트레

스 반응이 증가하여 항암면역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12].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디스

트레스 점수가 상승하였다. 대조군에게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방해요

인을 파악하고, 암 관리의 연속선상에서 고위험집단으로 의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 종

료 후 계속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이 형성

되었다. 자조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고, 원하는 대상

자에게 스노즐렌을 제공하여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적 

기능을 향상하고 디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극복력은 재가암 환자에게 치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변화

된 바디이미지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산으로

[21], 실천적 역량에 영향을 주어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17-19]. 극복력 향상은 심리적 영역과 바디이미

지 영역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을 때 효과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본 연구에서 극복력은 프로그램 

시작 전 실험군, 대조군 25점으로 유사하였으나, 프로그램 진

행 후 실험군의 극복력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극복력이 유의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이 단기적

으로 운영되었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재가암 환자 대상 프로그램은 

장기 운영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25],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18], 이를 고려한 중재를 

차기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암 종류에 따라 특화된 설문지, 많은 수의 대

상자,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효과적이었다[25,30]. 본 연구에서

는 암 환자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암 환자끼리 모이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여 재가암 환자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

었다. 진행 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험군 대상자가 암이 진

행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강상

태가 발생하였다. 참여자들은 서로 위로하는 과정에서 의도하

지 않게 감정적 갈등이 생겼고, 대상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대비하지 못

한 상황으로, 향후에는 재가암 환자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 진행 중 대조군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였으나 이동

수단 부재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조군은 연

령이 많고 지지체계가 없어 보건기관의 보살핌과 사회적 지지

가 필요하였으나 차량과 이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이동수단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조군은 연령이 많고 가정에 머무르며 병원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9]와 유사하였다. 노인암 

환자는 디스트레스가 높고 외로움과 우울을 높게 지각하므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29]. 본 연구에서 디스트레

스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연령이 높고, 돌봄제공자가 없고 사회

적 지지가 낮았다. 프로그램 종료 시기에 지지체계가 없는 대상

자에게 적극적인 돌봄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군은 참여를 원하는 자이고, 대조군

은 참여를 원하지 않는 자였다. 데이터 수가 적고 한 지역 보건

기관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그러나 Colombo 등[9]은 본 연구처럼 대상자수가 적

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하므로[30] 일반화하였다. 본 연

구에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연구참여를 중단한 이유는 

보건기관에서 재가암 환자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참여를 주저하는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암 환자라는 것

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자, 아픈 사람끼

리 모인다는 등,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였다. 차기에는 

인식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 진행 시기가 섭씨 38도까지 상승하는 폭염기이었

다. 본 연구는 디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연구이고 연구대상자 중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 많으므로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었

고,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재가암 환자가 포괄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증가하는 재가암 환자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한

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 MAPP모형 절차에 따라 개발되

어 한정된 자원으로 보건의료 접근성과 소속감을 향상시킨 것

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MAPP모형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

에서 보건기관, 주민, 연구기관이 함께 조직화 과정을 가졌고, 

지역주민이 보건사업 기획자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협업돌봄모형을 기반으로 재가암 환자에게 보건

기관이 암관리의 연속선상에서 포괄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

여 MAPP 모형 절차에 따라 신체영역, 심리사회영역, 바디이

미지영역으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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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삶의 질, 디스트레스,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

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삶의 질 중 사회/가족 영역, 디스

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연구결과에서 

일부 검증되었다. 암전문병원의 적극적 치료 후 가정에 돌아온 

재가암 환자에게 신체영역, 심리사회영역, 바디이미지영역으

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있으므로 반복 연구를 

통하여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 환자는 진단과 치

료로 생존에 집중하므로 일상생활로 돌아온 재가암 환자는 추

후관리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가정에 돌아온 재가암 환자를 고

위험집단과 중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고위험집단은 암전문

병원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중위험집단은 보건기관에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암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신체

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포괄적 돌봄을 제공한 것은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로 사용한 협업돌봄모형은 보

건기관에서 증가하는 재가암 환자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가암 환자 관리를 보건기관 

간호사가 위험도에 따라 개입할 수 있으므로 재가암 환자 간호

가 협업을 중심으로 임상현장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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