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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advanced practice nurse-led psychoeducational program on distress, anxiety, 

depression, coping with cancer (CWC), health promotion behavior (HPB), and quality of life (QOL) among colorectal cancer survivor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The participants 

were survivors of colorectal cancer who underwent follow-up care. There were 39 survivors: 1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a psychoeducational program for 120 minutes per session, once a week for a total of 

six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routine education and counseling. Distress, anxiety, depression, CWC, HPB, and QOL were in-

vestigated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4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ver. 24.0,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time and group for distress and anxiety. In addition, CWC inter-

acted with the total of CWC and interpersonal coping, and QOL interacted with the total of QOL and functional statu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pression or HPB score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xpect that this pro-

gram can be us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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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장암 유병률은 

13.0%로 전체 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5년 생존율이 74.3%

로 전체 암의 70.7%보다 높으며, 대장암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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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 암 생존자는 암으로 진단받은 이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며 살

아간다[2].

대장암은 암의 발생위치와 병기에 따라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2], 생존자

들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통증과 배변, 성기능 문제, 항암화학

요법 후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다[2,3]. 대장암은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발하거나 전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4], 이 시기의 생존자들은 재발에 대한 불안

감이 높으며[5],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문제를 경험하기도 한

다[6]. 또한 질병 과정 동안 사회와 가정에서 역할의 변화와 재정

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장암 생

존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치료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7,8]. 그러므로 대장암 생존자를 돕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다
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지가 필요하다[9]. 적극적

인 암 치료 후 추적관찰 중인 생존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 의사에게 호소하기를 주저하며[10], 오
히려 간호사를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11], 간호사

는 암 생존자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대형병원 암센터를 

중심으로 종양전문간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

로 치료 중인 환자의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12], 암 생

존자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

임감은 있지만 의료기관의 관심부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부

재로 전문간호사 주도의 중재가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3].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암 생존자의 만족도와 건강관리 습관을 향

상시키고, 신체적인 증상과 부정적인 정서의 완화에 도움이 되었

다고 하였으나[14,15], 국내에서는 전문간호사 주도로 암 생존자 

관리를 시행한 연구가 없었다. 종양전문간호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서 암환자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이므로 암 생존자 관리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전문간호사가 주도하여 암 생존자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암 생존자 관리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 중 

하나인 심리교육(psychoeducation)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해결

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다[16]. 심리교육은 암 생존

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를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로 심리학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간

호사가 기여하고 있다[17]. 조기유방암 환자[18]나 부인암 환자

[19]에게 간호사가 주도한 심리교육을 적용한 결과 디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되었으며,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적응능력 및 삶의 질

이 향상되었다. 또한 대장암과 항문암 생존자는 심리교육을 통하

여 삶의 질이 증가하고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17]. 이와 

같이 간호사가 주도한 심리교육이 암 생존자에게 긍정적인 도움

을 주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심리교육은 전문간호사가 암 생존

자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심리교육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모두 국외에서 시행된 것으로 국

내에서 대장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 생존자의 요구

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가 주도하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여 대장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을 

낮추고 암에 대한 대처능력과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켜 궁극적

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치료 후 추적관찰 중인 대장암 생존자를 

위하여 전문간호사가 주도하는 심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

용하여 디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울, 암에 대한 대처능력, 건강증

진행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1) 가설 1. 대장암 생존자를 위한 전문간호사 주도의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디스트레

스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과 우울의 변화 양상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 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암에 대한 대처능력의 변화 양

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건강증진행위수준의 변화 양상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장암 생존자에게 전문간호사 주도의 심리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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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Figure 1).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대

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종료한 후 외

래에서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만 19세 이상으로 대장암 진단에 대한 병식이 있고, 
진단 당시 대장암 병기 1~3기이며, 현재 재발이나 전이가 없고 

치료를 종료한 지 2년 이내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참여에 동

의한 경우이다. 대장암 이외의 다른 암으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

하고 있는 경우 및 다른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고, 유의수준 0.05, 검정

력 0.9, 중간효과크기 0.25, 그룹 수 2, 측정 횟수 3회,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0.5로 했을 때 각 군당 18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

률 20%를 고려하여 집단별로 21명을 모집하였다. 2017년 8월부

터 2018년 9월까지 서울성모병원 대장암센터 외래 진료실에 본 

연구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프로그

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를 실험군에 배정한 후 실험군의 나

이와 성별, 병기 및 과거치료 방법을 고려하여 짝짓기로 대조군

을 편의추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실험군 2명과 사

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1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19명, 대조군 20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암과 암 치료로 발생한 불쾌한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Compre-

hensive Cancer Network (NCCN)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선별

도구인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디스트

레스 온도계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괴로움의 정도를 표시하

는 것으로 0점(괴로움이 없음)부터 10점(극심한 괴로움)으로 구

성된 시각적 상사척도이다. 4점 이하는 경증의 디스트레스, 4점 

초과는 중증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의미한다.

2) 불안과 우울

불안과 우울은 Zigmond와 Snaith [21]가 개발한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 (HADS)로 조사하였다. 이 도구는 

전체 14문항 중 홀수 번호 7개가 불안척도이며, 짝수 번호 7개가 

우울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없음은 0점, 심함은 3점으로 응

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또는 우울이 높음을 의미

한다. 0~7점은 불안 또는 우울이 없는 상태, 8~10점은 경한 불

안 또는 우울, 11~21점은 중등도 이상의 불안 또는 우울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HADS를 한국어로 표준

화한 Oh 등[22]의 연구에서 불안이 .89, 우울이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이 .80, 우울이 .89였다. HADS는 Granada 

Learning Education Group (www.gl-assessment.co.uk)에서 

Experimental group (n = 19)

Control group (n = 20)

Pre-test
Psychoeducational program

(6 weeks)

Post-test (I)
(just after

intervention)

Post-test (II)
(4 weeks after
intervention)

- General

characteristics

- Distress

- Anxiety

- Depression

- Coping with cancer

- Health-promotion

behavior

- Quality of life

<Group session>

120 min/session, 5 session

once a week for 5 weeks

<Individual session>

Survivorship care plan

120 min/session, 1 session

- Distress

- Anxiety

- Depression

- Coping with cancer

- Health-promotion behavior

- Quality of life

Usual care

Routine care & counseling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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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고 Mapi Research Trust (https://eprovide.mapi-trust.

org/)에서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3) 암에 대한 대처

암에 대한 대처는 Moorey 등[23]이 개발하고 Kim 등[24]이 

한국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Cancer Coping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K-CCQ)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의 4점 척도로 개인 내 대처(14

문항)와 대인 간 대처(9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내 대처는 

개인의 긍정적 재구조화와 적극적 대처 및 계획세우기로 구성되

었고, 대인 간 대처는 배우자나 동거가족의 지지와 격려, 의사소

통, 감정표현 및 도움요청으로 구성되어 있다[24]. 각 문항에 대

하여 전혀 하지 않음은 1점, 매우 자주함은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Kim 등[24]의 연구에서 

.72~.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등[25]이 건강증진행위의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1987년에 개발하고 1996년에 수정보완한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를 Kim [26]이 수정한 도

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사량관련 

부분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활동 가이드북[27]을 바탕으로 수

정한 후 대장암 환자를 담당하는 영양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대장암 생존자 5명에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

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최종 도구는 총 52문항의 4점 척도로 

건강책임(9문항), 신체활동(8문항), 영양(9문항), 영적성장(9문

항), 대인관계(9문항), 스트레스 관리(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는 4점으

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수준이 높음

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Kim [26]의 연

구에서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5) 삶의 질

삶의 질은 Ward 등[28]이 개발한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Colorectal (FACT-C)의 한국판(FACT-C_

KOR) Version 4를 원 개발자인 FACIT (https://www.facit.org)

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였다. FACT-C는 Kim 등[29]이 한국어로 

검증한 FACT-general 도구에 대장암 특이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장기 생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36

문항의 4점 척도로 신체상태(7문항), 사회/가족상태(7문항), 정

서상태(6문항), 기능상태(7문항) 영역과 대장암 특이영역인 기타

상태(9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는 0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FACT-C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4.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심리교육은 환자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치

료와 교육을 통합한 방법으로[30], 질병의 치료방법과 증상, 이
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및 문제해결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다[31].

1)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치료를 종료하고 추적관찰 중인 대장

암 생존자 115명을 대상으로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tool in cancer (CNAT) 도구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

였다[32]. 대장암 생존자는 의료진의 관심과 공감 및 질병상태에 

대한 솔직한 설명을 원했으며, 지원 서비스와 식생활 및 운동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재
발의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32]. 이를 바탕으로 대장암 생존자의 질병상태에 대

한 전문가의 설명과 상담,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심리적 지지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Fawzy 등[33]의 암환자를 위한 구조화된 심리

교육 중재를 기본틀로 하여 구성하였다. 심리교육 중재의 기본틀

은 건강교육(health education)과 대처기술 훈련(coping skill 

training; included enhancement of problem-solving tech-

niques),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및 심리적 지지

(psychological support)로 구성되어 있다[33].

건강교육의 주제는 국내외 암 생존자관리 프로그램[34,35]을 

바탕으로 대장암 생존자의 정의, 신체적 건강문제와 심리사회적 

문제, 재발이나 전이, 이차암의 조기발견, 영양과 운동, 재정과 

법률 및 사회적 지지체계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구성하였다. 대처기술 훈련은 인지행동적 접근과 문

제해결적 접근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개발한 국립암센터 스트레

스 관리 프로그램(National Cancer Center–Stress Management 

Program, NCC-SMP) [30]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NCC-

SMP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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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저자의 허락을 받고 대장암 생존자에게 적합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Lindquist 등[36]이 제시한 

복식호흡을 적용하였으며, 심리적 지지는 대상자 주변의 지지자

원을 확인하고 새로운 자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포함하였고, 동
료환자와 소통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심리교육 중재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대장암 생

존자에게 필요한 건강교육과 대처기술 훈련,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지를 위한 집단교육(5회)과 개인의 특성과 질병상태를 

고려한 건강교육과 심리적 지지를 위한 개별교육(1회)으로 구성

하였다. 개별교육은 대장암 치료계획지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는

데, 암 생존자의 치료계획지는 생존자와 생존자를 관리하는 의

료진에게 치료 전, 후 질병관련 정보와 치료내용 및 추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는 미국임상암협회의 대장암 생존자를 위한 치료계획지[37]를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치

료계획지의 치료 전 정보는 대장암 진단당시의 병기와 발병위치 

및 대장암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과 가족력이 포함되

었고, 치료 후 정보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 시행한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수술은 수술명과 수술방법 

및 수술 후 결과,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의 종류와 치료일정 및 

관련 부작용, 방사선요법은 치료부위와 치료용량 및 관련 부작용

으로 구성하였다. 추후관리에 대한 정보는 개인별 정기검진일자

와 시행하는 검사의 일정표 및 관리사항이 포함되었고, 생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목록을 제시하였다. 심리교육 프로그

램은 4~12회기로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직접 대상자를 만나서 

시행하는 단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문헌[38]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을 총 6회기로 구성하였다(Table 1).

3)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프로그램에 대하여 암환자 간호경력 10년 이상이며 박사

학위를 소지한 종양전문간호사 4인, 간호대학 교수 2인과 대장항

문외과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프로그램의 각 주제별 11개의 항목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 5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를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모든 항목의 

content validity index가 0.8 이상이었다. 추가 의견으로 환자들

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늘리고,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기당 시간을 100분에서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120분으로 수정

하였다.

4) 사용자 타당도 검증

대장암 생존자 5명에게 수정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

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건강교육의 내용에 수술 후 후기 합병증

에 대한 관리와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하는 증상, 정기검진의 목적

과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세부 내용에 추가하였다.

5. 심리교육 프로그램 적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장암 센터 책임자에게 자료수집

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대장암 센터 외래와 병동에 프로그램 홍

보물을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2017년 10월, 2018년 4월과 10월 총 

3차례 시행하였고, 각 차수별 참여자는 1차 6명, 2차 6명, 3차 7

명으로 총 19명이었다. 대상자에게는 총 5회기의 집단교육을 실

시하였으며, 각 차수별로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암환자 간호경력 

17년, 종양전문간호사 경력 12년의 대장암 전문간호사 1인이 운

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종양간호학회에서 개최

한 암환자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대학원

에서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수강하였다. 건강교육 중 영양교육

은 3년이상 대장암 생존자 교육을 실시한 임상영양사가 시행하

였으며, 운동교육은 간호학과 특수체육학을 전공한 후 현재 건강

검진센터에서 헬스매니저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시행하였다.

1회기는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요에 대

하여 설명하였으며, 참가자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암을 진단받

았던 때의 모습과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암의 수용

단계>에 대한 강의를 하여 각자 자신의 단계를 확인하도록 하였

고(대처기술 훈련), <대장암 생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한 

강의(건강교육)를 하였으며, 치료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에

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대처기술 훈련). 1회기를 종료하면서 

다음 회기까지 자신의 편지를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답장을 

받아오도록 과제를 제시하였다.

2회기는 <대장암 생존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건강교육), 참가자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

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대처기술 훈련). 또한 스트레스 관

리를 위한 이완요법으로 복식호흡을 알려주고 함께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관리). 이후 매 회기마다 종료 전 10분 동안 복식호흡

을 실시하였다.

3회기는 <재발과 전이 및 이차암의 차이점>과 <재발의 조기발

견을 위한 지침>과 <암 예방 수칙>에 대하여 강의하였다(건강교

육). 그리고 참가자가 각각 느끼고 있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서

로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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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하여 설명한 후 훈련하였다(대처

기술 훈련).

4회기는 <암 치료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의

한 후 참가자 자신의 대인관계와 지지망 등 지지자원을 확인하도

록 하였다(심리적 지지).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 <나 전달법(I mes-

Table 1. Contents of the Psychoeducational Program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Session Theme/content Detailed contents Module Mins Component

1 Orientation

    Introduction to the program Program structure and overview Lecture 30

    Self-introduction Participant introduction Presentation 10

Meaning of cancer

    The stage of acceptance of cance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accepting cancer
Identifying one’s coping stage

Lecture 10 Coping skill training

    Ways to cope with cancer Understanding the ways to cope with cancer Lecture 10 Coping skill training

Understanding one’s own feelings

    Emotion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Emotion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distress, 
depression, anxiety)

Lecture
Presentation

10 Health education

    Expressive writing (talk about 
cancer)

Writing about one’s experiences in the course of 
cancer treatment (e.g., Dear OO, when you got 
cancer….)

Practice 40 Coping skill training

Assignment

    Getting a loved one’s reply to my letter

    Listing up and practice activities that make me comfortable

2 Understanding colorectal cancer 
survivors

    Definition and health problem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Definition and status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Complications of treatments (surgery,radiation 
therapy, chemotherapy)

Management of late complications and chronic 
disease, psychosocial problems, sexual life

Lecture 50 Health education

    My health problems Sharing of health problems Presentation
Discussion

50 Coping skill training

Stress management

    Relaxation therapy Learning abdominal breathing Practice 10 Stress management

3 Understanding the fear of recurrence Lecture 50 Health education

    Definitions of recurrence, 
metastasis, and secondary cancer

Meanings and statistics of recurrence, metastasis, 
and secondary cancer

    Management for early detection Types and purposes of follow-up screening 
Understanding and managing recurrences and 
metastases

Coping with potential fear

    Fear of recurrence and metastasis Finding automatic thoughts about recurrences  
and metastases

Talking about fear of recurrence and metastases 
    -  What if cancer comes back? What if cancer 

spreads?
    - What are you afraid of?

Presentation
Discussion

40 Coping skill training

    Living with the fear of recurrence/
metastasis

Creating a self-fulfilling prophecy card Practice 10 Coping skill training

Stress management

    Relaxation therapy Practicing abdominal breathing Practice 10 Str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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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후 서로 연습하도록 하였다(대처기

술 훈련). 이후 <대장암 생존자를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건강교육).

5회기는 전문간호사가 대상자별로 시간을 정하여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별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개인별 치료계

획지를 작성하여 <현재까지의 치료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인당 50분 정도 설명하였고(건강교육), <개인별 건강문제와 암 

생존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하였다(심리적 지지).

6회기는 운동치료 전문가가 <운동의 중요성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강의하였다(건강교육). 이후 전문간호사가 

대장암 생존자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과 

법률 및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건강교육), <치료 

종료 이후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이

야기하도록 하였다(심리적 지지). 또한 각자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느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조

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수집 절차

실험군에게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6주간 주 1회 대장암 생존자를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으며, 실험처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료실이 없는 사무공간

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첫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실시하였고, 두 번째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우편으

로 설문조사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외래방문 시 연구의 목적, 기
간, 절차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

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선정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 절차와 시기 및 방법은 실험군과 

동일하였다. 즉, 사전조사 시행 후 6주 후와 10주 후에 사후조사

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치료 후 증상과 추적검사의 결과 

및 생존자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과 상담만 제공하였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가 끝나고 실

험군에게 제공한 건강교육 자료를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

Table 1. Continued

Session Theme/content Detailed contents Module Mins Component

4 Coping with changes in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aring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have changed since cancer detection

Identifying stressors and support resources

Lecture
Presentation

40 Psychological support

    Checking support system
    Effective communication

Explaining and practicing “I message” Practice 20 Coping skill training

Health management I

    Nutrition (non-drinking, non-
smoking, healthy diet habits)

Nutritional management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by nutritionist)

Lecture 40 Health education

Stress management

    Relaxation therapy Practicing abdominal breathing Practice 10 Stress management

5 Understanding current disease status 
and follow-up treatment plan

    Creating survivorship care plan Creating survivorship care plan (current treatment 
status, follow-up screening schedule, and 
procedure guide)

Education 50 Health education

Health counseling

    Individual counselling Identifying problems and individual counselling Counselling 60 Psychological support

6 Health management II

    Exercise (weight management, 
physical activity)

Importance of exercise and learning how to 
exercise (by exercise therapist)

Lecture 30 Health education

Support resources

    Introduction to financial, legal and 
social support systems

Finance, pension and social welfare systems Lecture 20 Health education

Sharing about return to work and society Discussion 30 Psychological support

Closing

    Presenting thoughts and evaluation Presenting each participant’s thoughts and future 
plans

Presentatio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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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방식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료수

집기간은 실험군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조군

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였다. 연구기간 동안 프로그

램 운영과 자료수집 과정에 대한 연구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절차

가 동일하도록 노력하였다.

7. 자료분석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24.0; IBM Corp., Ar-

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과 사전조사한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은 t-test, χ2-test, 
Fisher’s exact test로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전과 종료 직

후, 종료 4주 후 두 군의 디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암에 대한 대

처,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의 변화는 repeated measures 

ANOVA와 Bonferroni test로 파악하였으며, 연구변수에 대한 

정규성, 분산의 동질성, 구형성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8.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KC17FESI0466).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기간,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사항, 예상

되는 이득,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구참여의 철회

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의 익명

성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코딩화하여 암호

가 설정된 전자파일로 보관하였으며, 문서자료는 잠금장치가 있

는 책장에 보관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회기마다 

1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대조군은 매 설문조사마다 사

례비 1만원을 지급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디스트레스, 불안, 우울, 암
에 대한 대처,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은 확인되었다(Table 2, 3).

2.  가설 1

디스트레스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적용 전 2.50점에서 종료 직

후 1.39점(p = .028), 4주 후 1.44점으로 감소되었으나(p = .007), 
대조군은 2.44점, 2.39점, 2.22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어 집단

과 시점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으므로(F = 3.19, p = .047)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3.  가설 2

불안은 실험군이 프로그램 적용 전 4.93점에서 종료 직후 2.86

점(p = .001), 4주 후 3.07점으로 감소되었으나(p = .039), 대조

군은 5.64점, 5.43점, 5.64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어 집단과 시

점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다(F = 3.32, p = .044). 우울은 실험군

이 프로그램 적용 전 7.36점, 종료 직후 6.43점, 4주 후 6.64점이

었고, 대조군은 7.50점, 7.79점, 7.14점으로 집단과 시점 간의 유의

한 교호작용이 없었으므로 가설 2는 부분 지지되었다(Table 4).

4.  가설 3

암에 대한 대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적용 전 55.47점에서 종

료 직후 60.76점(p = .045), 4주 후 61.12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51.71점, 50.71점, 53.50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어 집

단과 시점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으므로(F = 3.08, p = .048) 가

설 3은 지지되었다.

하위영역 중 대인간 대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적용 전 20.88

점에서 종료 직후 23.29점, 4주 후 22.47점이었으며, 대조군은 

20.14점, 18.71점, 20.21점으로 집단과 시점 간의 교호작용이 있

었으나(F = 4.14, p = .021), 개인 내 대처는 집단과 시점 간의 유

의한 교호작용이 없었다(Table 4).

5.  가설 4

건강증진행위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적용 전 135.94점에서 종

료 직후 141.83점, 4주 후 140.83점이었고, 대조군은 121.90점, 
129.15점, 132.50점으로 집단과 시점 간의 유의한 교호작용이 없

었으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Table 4).

6.  가설 5

삶의 질은 실험군이 프로그램 적용 전 97.44점에서 종료 직후 

108.25점(p = .007), 4주 후 105.0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은 101.06점, 102.39점, 101.56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어 집단

과 시점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으므로(F = 3.04, p = .048) 가설 

5는 지지되었다.

하위영역 중 기능상태는 실험군이 18.56점에서 23.19점

(p = .009)과 20.19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19.50점, 
19.61점, 19.33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어 집단과 시점 간의 교호

작용이 있었으나(F = 3.75, p = .029), 신체상태, 사회/가족상태, 
정서상태, 기타상태 영역은 집단과 시점 간의 유의한 교호작용이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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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39)

Characteristics
Exp (n = 19) Con (n = 20)

t or χ2 p-value
n (%)/Mean ± SD

Age (yr) 63.21 ± 7.81 60.75 ± 6.95 1.04 .305

Gender 0.21 .651

    Man 12 (63.2) 14 (70.0)

    Woman 7 (36.8) 6 (30.0)

Marital status .605†

    Married 17 (89.5) 19 (95.0)

    Single 2 (10.5) 1 (5.0)

Education 4.80 .091

    ≤ High school 12 (63.2) 12 (60.0)

    ≥ College 7 (36.8) 8 (40.0)

Religion 2.82 .093

    No 3 (15.8) 8 (40.0)

    Yes 16 (84.2) 12 (60.0)

Job 0.05 .821

    No 6 (31.6) 7 (35.0)

    Yes 13 (68.4) 13 (65.0)

Past history of disease 0.03 .869

    No 9 (47.4) 10 (50.0)

    Yes 10 (52.6) 10 (50.0)

Family history of cancer 2.31 .129

    No 14 (73.7) 10 (50.0)

    Yes 5 (26.3) 10 (50.0)

Smoking 0.42 .810

    No 10 (52.6) 11 (55.0)

    Yes 9 (47.4) 9 (45.0)

Alcohol 0.94 .333

    No 15 (78.9) 13 (64.0)

    Yes 4 (21.1) 7 (35.0)

Period since diagnosis (mo) 19.68 ± 13.90 14.05 ± 7.85 1.55 .133

Period since end of treatment (mo) 13.42 ± 11.89 8.25 ± 7.60 1.61 .118

Tumor site 3.04 .551

    Right colon 5 (26.3) 4 (20.0)

    Left colon 2 (10.5) 2 (10.0)

    Sigmoid colon 8 (42.1) 6 (30.0)

    Rectum 4 (21.1) 8 (40.0)

Stage 0.21 .901

    I 6 (31.6) 5 (25.0)

    II 7 (36.8) 8 (40.0)

    III 6 (31.6) 7 (35.0)

Type of operation 4.30 .507

    Right hemicolectomy 7 (36.9) 5 (25.0)

    Anterior resection 5 (26.2) 6 (30.0)

    Low anterior resection 6 (31.6) 9 (45.0)

    Abdominoperineal resection 1 (5.3) 0 (0.0)

Radiation therapy  .451†

    No 16 (84.2) 6 (30.0)

    Yes 3 (15.8) 1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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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 전문간호사가 주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를 확인한 결과 대장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와 불안은 감소되었

고 암에 대한 대처능력과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우울과 건강증

진행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디스트레스는 실험군이 10점 만점에 평균 2.50점, 대조군은 평

균 2.44점이었는데, 이는 치료가 끝난 직후부터 치료 종료 후 5

년 이상 경과한 소화기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2.72

점과 유사하였으나[39],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유방암 생존자

Table 2. Continued

Characteristics
Exp (n = 19) Con (n = 20)

t or χ2 p-value
n (%)/Mean ± SD

Chemotherapy .716†

    No 5 (26.3) 4 (20.0)

    Yes 14 (73.7) 16 (80.0)

Stoma .661†

    No 16 (84.2) 18 (90.0)

    Yes 3 (15.8) 2 (1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 and Con  (N = 39)

Characteristics
Exp (n = 19) Con (n = 20)

t or χ2 p-value
n (%)/Mean ± SD

Distress 2.50 ± 2.50 2.44 ± 2.23 0.07 .944

Anxiety 4.93 ± 1.86 5.64 ± 2.93 – 0.77 .448

    Normal (0~7) 18 (94.7) 16 (80.0) .169†

    Mild (8~10) 1 ( 5.3) 4 (20.0)

Depression 7.36 ± 2.02 7.50 ± 2.44 – 0.17 .867

    Normal (0~7) 12 (63.2) 9 (45.0) .430†

    Mild (8~10) 6 (31.5) 8 (40.0)

    Moderate-severe (11~21) 1 ( 5.3) 3 (15.0)

Coping with cancer 55.47 ± 9.57 51.71 ± 9.29 1.10 .280

    Individual coping 34.59 ± 7.67 31.57 ± 6.33 1.18 .249

    Interpersonal coping 20.88 ± 4.97 20.14 ± 3.37 0.47 .640

Health-promotion behavior 135.94 ± 17.61 121.90 ± 27.90 1.83 .075

    Health responsibility 21.67 ± 4.42 19.30 ± 5.37 1.47 .149

    Physical activity 19.78 ± 4.01 17.80 ± 4.96 1.34 .188

    Nutrition 25.72 ± 3.72 23.45 ± 5.24 1.55 .130

    Spiritual growth 24.06 ± 4.26 21.55 ± 5.77 1.51 .140

    Interpersonal relations 23.44 ± 3.88 20.90 ± 5.12 1.71 .096

    Stress management 21.28 ± 3.41 18.90 ± 4.96 1.70 .097

Quality of life 97.44 ± 14.68 101.06 ± 16.59 – 0.67 .508

    Body condition 23.56 ± 3.88 25.06 ± 2.01 – 1.38 .181

    Social and family status 17.06 ± 6.27 16.78 ± 6.68 0.13 .899

    Emotional state 19.19 ± 2.23 19.50 ± 2.68 – 0.37 .716

    Functional status 18.56 ± 5.69 19.50 ± 6.13 – 0.46 .648

    Others related to colorectal cancer 19.06 ± 4.20 20.22 ± 3.89 – 0.84 .410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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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the Advanced Practice Nurse-led Psychoeducational Program for Colorectal Cancer Survivors

Variables
Pre-testa Post-test Ib Post-test IIc

Source F (p) Post hoc†

Mean ± SD

Distress

        Exp 2.50 ± 2.50 1.39 ± 1.82 1.44 ± 1.98 Group 0.85 (.363) a > b, c

        Con 2.44 ± 2.23 2.39 ± 1.79 2.22 ± 1.67 Time 5.16 (.008)

Group × time 3.19 (.047)

Anxiety

        Exp 4.93 ± 1.86 2.86 ± 1.51 3.07 ± 2.24 Group 7.19 (.013) a > b, c

        Con 5.64 ± 2.93 5.43 ± 2.77 5.64 ± 2.24 Time 4.27 (.019)

Group × time 3.32 (.044)

Depression

        Exp 7.36 ± 2.02 6.43 ± 2.21 6.64 ± 2.68 Group 0.60 (.447)

        Con 7.50 ± 2.44 7.79 ± 3.14 7.14 ± 2.45 Time 1.23 (.300)

Group × time 1.65 (.202)

Cancer coping

    Total

        Exp 55.47 ± 9.57 60.76 ± 7.92 61.12 ± 10.59 Group 5.24 (.003) a < b

        Con 51.71 ± 9.29 50.71 ± 9.43 53.50 ± 10.44 Time 4.25 (.019)

Group × time 3.08 (.048)

    Individual coping

        Exp 34.59 ± 7.67 37.47 ± 5.86 38.65 ± 7.14 Group 4.34 (.046)

        Con 31.57 ± 6.33 32.00 ± 6.75 33.29 ± 7.05 Time 8.99 (.060)

Group × time 1.48 (.233)

    Interpersonal coping

        Exp 20.88 ± 4.97 23.29 ± 5.19 22.47 ± 5.80 Group 2.86 (.102)

        Con 20.14 ± 3.37 18.71 ± 3.77 20.21 ± 3.89 Time 0.77 (.467)

Group × time 4.14 (.021)

Health-promoting lifestyle

    Total

        Exp 135.94 ± 17.61 141.83 ± 24.28 140.83 ± 23.74 Group 2.60 (.116)

        Con 121.90 ± 27.90 129.15 ± 22.99 132.50 ± 23.60 Time 7.25 (.001) a < c

Group × time 0.93 (.401)

    Health responsibility

            Exp 21.67 ± 4.42 22.50 ± 4.89 22.28 ± 4.93 Group 2.17 (.149)

            Con 19.30 ± 5.37 20.60 ± 3.79 20.60 ± 4.98 Time 1.58 (.214)

Group × time 0.14 (.868)

    Physical activity

            Exp 19.78 ± 4.01 21.00 ± 5.72 21.11 ± 4.99 Group 1.87 (.180)

            Con 17.80 ± 4.96 19.00 ± 5.04 18.85 ± 4.84 Time 4.74 (.012)

Group × time 0.06 (.941)

    Nutrition

            Exp 25.72 ± 3.72 26.00 ± 4.17 25.00 ± 3.38 Group 0.97 (.331)

            Con 23.45 ± 5.24 24.15 ± 4.63 25.20 ± 4.92 Time 0.74 (.481)

Group × time 3.85 (.026)

    Spiritual growth

            Exp 24.06 ± 4.26 25.67 ± 5.61 25.17 ± 5.49 Group 2.73 (.107)

            Con 21.55 ± 5.77 22.05 ± 5.68 23.15 ± 5.34 Time 3.58 (.033) a < c

Group × time 1.19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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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30점보다는 낮았다[40]. 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는 치료 종

료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39,40], 
본 연구는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의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유방암 생존자보다 상대적으

로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심리교육 프

로그램 적용 후 디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에도 감소효과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심리교육이 암 생존자의 디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41]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의 디스트레스는 치료 

전보다 낮았으나 종료 직후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프

로그램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치료가 끝난 직후의 대장암 생존자에게 개별교육과 전화상

담을 시행한 연구[14]에서는 디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별교육과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교육을 통

Table 4. Continued

Variables
Pre-testa Post-test Ib Post-test IIc

Source F (p) Post hoc†

Mean ± SD

    Interpersonal relations

            Exp 23.44 ± 3.88 24.83 ± 5.08 24.78 ± 5.35 Group 1.52 (.226)

            Con 20.90 ± 5.12 23.10 ± 4.70 23.65 ± 5.02 Time 8.78 (.001) a < b, c

Group × time 0.89 (.414)

    Stress management

            Exp 21.28 ± 3.41 21.83 ± 4.87 22.50 ± 4.72 Group 1.80 (.188)

            Con 18.90 ± 4.96 20.25 ± 4.25 21.05 ± 4.85 Time 5.02 (.009) a < c

Group × time 0.44 (.645)

Quality of life

    Total

        Exp 97.44 ± 14.68 108.25 ± 10.77 105.00 ± 15.04 Group 0.14 (.707) a < b

        Con 101.06 ± 16.59 102.39 ± 19.03 101.56 ± 17.92 Time 4.79 (.011)

Group × time 3.04 (.048)

    Body condition

        Exp 23.56 ± 3.88 24.75 ± 2.11 24.13 ± 3.34 Group 0.13 (.128)

        Con 25.06 ± 2.01 25.56 ± 2.64 25.67 ± 2.57 Time 1.89 (.160)

Group × time 0.43 (.654)

    Social and family status

        Exp 17.06 ± 6.27 18.81 ± 6.06 19.00 ± 5.38 Group 0.87 (.358)

        Con 16.78 ± 6.68 15.94 ± 7.51 16.72 ± 5.54 Time 0.64 (.530)

Group × time 1.33 (.273)

    Emotional state

        Exp 19.19 ± 2.23 20.75 ± 3.09 20.38 ± 2.58 Group 0.46 (.501)

        Con 19.50 ± 2.68 19.89 ± 3.20 19.17 ± 3.13 Time 2.94 (.060)

Group × time 1.95 (.151)

    Functional status

        Exp 18.56 ± 5.69 23.19 ± 3.69 20.19 ± 5.70 Group 0.41 (.525) a < b

        Con 19.50 ± 6.13 19.61 ± 6.64 19.33 ± 7.09 Time 4.27 (.018)

Group × time 3.75 (.029)

    Others related to colorectal cancer

        Exp 19.06 ± 4.20 20.75 ± 2.98 21.31 ± 2.77 Group 0.13 (.724)

        Con. 20.22 ± 3.89 21.39 ± 4.05 20.67 ± 4.07 Time 3.65 (.031)

Group × time 1.23 (.300)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Pre-test = Before intervention; Post-test I = After intervention; Post-test II = 4 weeks later 
intervention.
†Bonferroni test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ans difference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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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처기술을 훈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동료 간에 상호 

지지하도록 한 것이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국가주도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신체적 건강증진, 정보교육,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디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

고 있다[8]. 따라서 본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암 생존자의 디스트레스는 치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지만[39], 치료 종료 직후의 높은 디스트레

스는 암에 대한 대처능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8] 암 진단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디스트레스를 확인

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불안은 프로그램 적용 후 감소하였다. 

선행연구[41]에서 암 생존자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감을 경험하며 심리교육이 불안 감소에 효

과적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치

료 종료 후 2년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5], 프로그램에

서 재발의 두려움에 대한 대처를 다룬 것이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인별로 치료계획지를 이용하여 

질병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과 집단교육에서 동료

환자들과 어려움과 고통을 공유하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자의 우울감

소에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장암 생존자가 경

험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변습관의 변화나 통증, 성
기능 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2]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적 중재

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치료 후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대장암 생존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데[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 생존자의 직업과 사회복귀를 돕

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장

암 생존자 중 장루가 있는 경우는 장루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의 

정도가 높다[6].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장루가 있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관

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장루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에 대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

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36.8%, 대조군의 

55.0%가 경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우울은 대장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주요문제 중 하나이다[2,4]. 그러므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불편한 신체증상에 대한 의학적 

중재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 등 보

다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암에 대한 대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

으며 종료 4주 후까지 효과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조기 유방암 

생존자에게 8주간 적용한 간호사 주도의 심리교육이 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한 연구와 유사하였다[42]. 본 연구에

서 인지행동적 접근과 문제해결적 접근 이론을 바탕으로 대장암 

생존자가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전략을 제공한 것이 도

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직후에 대인간 대처능력이 증가한 것은 본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변화에 대한 대처기술을 교육하였고, 집단교

육을 통하여 동료환자들과 암에 대한 대처와 관련정보를 공유하

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인 대처방안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암 

생존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특히 동료환자들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호 지지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는 두 군 모두 증가하여 유의한 교호

작용이 없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장암 생존자의 배변문제, 
통증, 체력저하 등 건강증진행위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장암 생존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과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회성 교육에 그쳐서 건

강증진행위의 변화까지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암 생존

자의 건강증진행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동과 

식이실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15]. 특히 운동은 대장암 생존

자의 예후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

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43], 동반자가 함께 하거나 전문

가의 지도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44]. 따라

서 추후에는 암 생존자 교육에 가족이나 동반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나 전문가

를 연계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대장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집단교육[17]과 전화상담[45]을 시행한 심리

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수술을 

받은 대장암 생존자에게 7회의 집단교육 시행한 선행연구[17]에

서는 개별교육보다 집단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17], 본 연구도 

전체 6회기 중 5회기를 집단교육으로 진행하고 매 회기마다 참가

자간의 의견을 나누도록 한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

로 추정되며, 특히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어 하위

영역 중 기능상태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대장암 생존자에게 운동, 체중관리, 식이 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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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45]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태와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을 포함하는 기타상태 영역에서는 삶

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 선행연구[45]에서는 대장암 진단 후 1

년 이내의 생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생

활습관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신체상태와 기타

상태 영역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치료 종료 후 평균 1년 이상 경과하여 치료

와 관련된 신체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던 상태로 신체상

태 영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대장암 생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암 생존

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하는 사회/가족상태 영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단일기관의 일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되었고, 연구자

가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암 생존자 관리

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대장암 

생존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 생

존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

간호사가 주도하여 시행하고 효과를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추후 대장암 생존자 관리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암 생존자 관리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하고 

확립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대장암 생존자를 위하여 개발한 심리교육 프로그

램은 건강교육, 대처기술 훈련,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지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간호사가 주도하여 5회의 집단교육과 1회의 

개별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심리교육 프로그램은 대장암 생존자

의 디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암에 대한 대처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에 향후 본 프로그램이 

대장암 생존자를 위한 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 대장암 생존자의 

일반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장루가 있

는 대상자와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젊은 

대장암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대장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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