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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e are still few studies comparing the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spouses according to age, sex, and type of primary cancer of a patient and confirms
its meaning.
Methods: We analyzed the effects of gender, type of primary cancer, and age on spouse's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From May 2014 to June 2016, 61 spouses who visit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center of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for hospice consultation were enrolled.
Results: The gender of the spouse was not correlated with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analysis of age, as
the age of the patient increased, the effect on work and life enjoyment due to spouse fatigue was small. Finally, the
spousal anxiety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degree of the spouse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ge of the patient and the type of primary cancer.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been helpful in identifying the status of the spouse and further studies on other factors not covered
in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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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 기분, 도보능력, 업무, 타인과의 관계, 생활의 즐거

론

움 6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동일한 등간
말기암 환자의 돌봄으로 가려져 있었던 보호자의 어
1)

척도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체 피로점수는 모든 항목의

려움이 주목 받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12,731

평균으로 얻어지며 1∼3점을 가벼움, 4∼6점은 보통, 7∼

명의 환자와 2,479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대

10을 심함으로 분류한다. 이 설문지의 Cronbach alpha 신

2)

규모 메타분석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환자의 삶의

뢰성 범위는 0.82에서 0.97이다.

질 향상과 증상 경감에는 분명한 도움을 주지만 그들을

불안 및 우울 정도의 평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

간호하는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은 명확하지 않음을 확

해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돌봄 계획의 일환으로 자

3)

인시켜 주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찰했던 주 보호자

체적으로 고안한 계통문진항목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평

의 약 25%가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피로는
지속적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환자의 간병부담은 환자 가족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
4)

향을 주며 보호자의 에너지 소진을 일으켜 이에 대한
보호 관찰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5) 더구나 배우자가
갖게 될 신체적, 감정적 피로와 삶의 질 저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이번 연구는 말기암 환자를 돌보
는 배우자의 피로 및 불안, 우울 정도를 연령, 성별 및
환자의 원발암 종류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BFI-K)6)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계통문진에서 불안, 우울정도가 측정된 배우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문항을 기입한 후 평균을
통해 정도를 나타내는 BFI의 특성상 한 문항이라도 실시
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구
로병원 IRB 연구 승인을 얻었다(KUGH 17056-001).

2. 연구 방법
피로 평가는 BFI-K 설문지로 평가되었다.

6)

원래 BFI

는 암이나 항암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
으로 피로의 심각성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The University of Texas M. 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고안된 설문이다. BFI의 동일한 내용을 한국
어로 번역되어 만들어진 BFI-K는 총 9개의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먼저 지난 하루 동안 현재의 피로, 평소
의 피로, 최악의 피로를 등간 척도(0점∼10점)를 사용하
여 평가하였다. 그 다음 앞서 평가된 피로로 인해 일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ncer patient caregivers
(n=61)

Characteristic
Gender
Male
Female
Age, years
Mean
SD
Age, year (Patients)
Mean
SD
Primary cancer type (Patients)
Gastrointestinal*
Genito-urinary†
Hepatobiliary‡
Lung
Others§
Scales/Items (11)
BFI-K (9)
Fatigue right now
Usual fatigue
Worst fatigue
Activity
Mood
Walking
Working
Relation to others
Enjoyment of life
Global fatigue score
Depression
Anxiety

No.

%

14
47

23.0
77.0

60.2
10.4
59.9
11.6
15
8
16
15
7

25.0
13.1
26.2
24.6
11.5

Mean

SD

6.13
4.82
7.20
5.18
5.59
3.62
4.72
4.62
5.46
5.26
2.53
2.79

2.642
2.778
2.632
3.149
3.116
3.352
3.527
3.205
3.345
2.443
1.631
1.567

BFI-K: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SD: standard deviation. *Gastrointestinal: Stomach, Colon, Rectum,
Esophagus. †Genito-urinary: Kidney, Bladder, Prostate, Ovary,
‡
Cervix. Hepatobiliary: Liver, Pancreas, Cholangiocarcinoma.
§
Others: Leukemia (2), Bone (1), Head and neck (1), Connective
tissue (1), Breast (1), Unknown orig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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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불안함과 우울함으로

해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 후 유의한 결과를 확인

인해 생활에 주는 불편한 정도를 질문하여 점수가 높을

한 항목은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사후분석을

수록 불안 및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0점에서 5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연령 및 배우자의 연령

점까지 등간 척도로 주관적인 증상을 스스로 평가하도

에 따른 결과값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Kendall’s tau-b

록 하였다(Appendix 1).

의 상관계수 값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통계분석 프
로그램 SPSS version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3. 통계분석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피로 및 불안, 우울점수의 비교
를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고 원발암의
종류와 피로 및 불안, 우울점수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
Table 2. Comparison of median values according to gender of cancer patient caregivers (n=61)

Median (IQR)

Scales/Items

Male (n=14)

BFI-K (9)
Fatigue right now
Usual fatigue
Worst fatigue
Activity
Mood
Walking
Working
Relation to others
Enjoyment of life
Global fatigue score
Depression
Anxiety

6.00
5.00
8.00
6.00
6.00
1.00
6.00
5.00
5.00
5.22
3.00
3.00

P value

Female (n=47)

(4.00∼8.50)
(1.00∼7.00)
(6.50∼9.00)
(2.00∼7.50)
(1.00∼8.00)
(0.00∼5.50)
(1.00∼8.50)
(1.50∼8.00)
(2.50∼9.00)
(2.00∼7.61)
(0.50∼3.00)
(2.00∼4.00)

6.00
5.00
8.00
5.50
6.00
3.00
5.00
5.00
5.50
5.22
3.00
3.00

(5.00∼8.00)
(3.00∼7.00)
(5.00∼9.00)
(3.00∼8.00)
(3.00∼8.25)
(0.00∼7.00)
(1.00∼8.00)
(2.00∼7.25)
(3.00∼8.00)
(3.95∼7.33)
(1.75∼4.00)
(1.75∼4.00)

0.869
0.736
0.882
0.829
0.518
0.169
0.678
0.762
0.876
0.938
0.419
0.961

This result was analyzed by Mann-Whitney U test. IQR: interquartile range, BFI-K: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primary cancer and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n=61)

Median (IQR)
Scales/Items
BFI-K (9)
Fatigue right now
Usual fatigue
Worst fatigue
Activity
Mood
Walking
Working
Relation to others
Enjoyment of life
Global fatigue score
Depression
Anxiety

Gastrointestinal
(n=15)
5.50
4.50
8.00
5.50
6.50
2.00
7.00
5.00
6.50
5.17
3.00
3.00

(5.00∼8.25)
(1.75∼6.25)
(4.50∼9.25)
(3.50∼7.50)
(3.75∼9.00)
(0.00∼5.00)
(4.25∼8.25)
(1.75∼7.25)
(2.50∼8.50)
(3.92∼7.36)
(1.75∼4.25)
(1.75∼4.00)

Genito-urinary
(n=8)
5.00
5.00
7.00
4.00
5.00
2.00
1.00
4.00
3.00
4.78
0.00
3.00

(3.00∼9.00)
(1.00∼7.00)
(5.00∼8.00)
(2.00∼6.00)
(1.00∼8.00)
(1.00∼5.00)
(1.00∼5.00)
(1.00∼8.00)
(1.00∼6.00)
(2.11∼6.78)
(0.00∼4.00)
(0.00∼4.00)

Hepatobiliary
(n=16)
5.00
4.00
7.50
5.50
5.50
3.00
3.50
5.00
5.50
5.39
2.00
2.00

(4.75∼6.25)
(2.50∼6.25)
(4.75∼8.25)
(1.00∼8.00)
(2.00∼8.00)
(0.00∼7.00)
(0.00∼7.25)
(2.75∼7.25)
(3.00∼7.25)
(2.72∼6.73)
(0.75∼3.00)
(1.75∼4.00)

Lung
(n=15)
8.00
6.00
9.00
8.00
9.00
5.00
5.00
5.00
5.00
6.56
3.00
4.00

(7.00∼9.00)
(5.00∼8.00)
(8.00∼10.00)
(4.00∼9.00)
(6.00∼9.00)
(1.00∼8.00)
(3.00∼9.00)
(3.00∼9.00)
(3.00∼10.00)
(4.67∼8.56)
(3.00∼4.00)
(3.00∼5.00)

Others
(n=7)
7.00
5.00
9.00
5.00
4.00
3.00
7.00
3.00
6.00
5.33
3.00
3.00

(2.50∼8.00)
(1.00∼7.50)
(4.50∼9.00)
(0.50∼7.00)
(0.50∼6.50)
(0.00∼8.50)
(0.50∼9.00)
(1.50∼9.00)
(0.50∼9.00)
(1.17∼7.56)
(0.00∼3.50)
(0.50∼4.50)

P

χ2

0.109
0.253
0.136
0.42
0.159
0.652
0.275
0.997
0.743
0.723
0.109
0.050*

7.553
5.358
6.996
3.895
6.602
2.457
5.126
0.157
1.959
2.072
7.572
9.483

This result was analyzed by Kruskal-Wallis test. IQR: interquarile range, BFI-K: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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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하여 분석해 보았다. 두 군의 Global fatigue score의 중앙

과

값은 5.22로 남녀 모두 보통수준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

1. 연구대상의 특성

었고 우울(3.00) 및 불안(3.00)점수도 확인되었다. 분석결

연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배우자는 총 61명으로 평

과 전체 11개 항목에서 배우자의 성별로 인한 피로 및

균연령은 60.2세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

불안, 우울 정도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Table 2).

으며(23.0% vs 77%) 그들이 돌보는 환자의 연령은 평균

59.9세였다. 환자의 원발암으로 분류하였을 때 간담췌,

3. 환자의 원발암과 피로 및 불안, 우울정도의 상관관계

위장관, 폐, 비뇨생식기, 기타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돌보는 환자의 원발암 종류에 따라 피로 및

(26.2 vs 25.0 vs 24.6 vs 13.1 vs 11.5) 기타암으로는 혈액

불안, 우울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양한 부

(n=2), 골(n=2), 두경부(n=1), 결합조직(n=1), 유방(n=1),

위의 원발암을 크게 위장관암, 비뇨생식계암, 간담췌암,

미상(n=1)이 있었다. 피로 정도를 나타내는 BFI의 Global

폐암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2명 이하의 원발암들을 하나

fatigue score의 평균은 5.26으로 보통(4∼6)을 보였으며

의 분류로 하여 총 5개의 그룹으로 묶었다. Kruskal-Wallis

우울 및 불안 점수는 2.53, 2.79점이었다(Table 1).

검정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확인하였고(Table 3), 5개의 그
룹 모두 BFI-K 분류상 보통수준의 피로값을 보였고 그

2. 배우자의 성별과 피로 및 불안, 우울정도의 상관관계

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Global fatigue score:

피로 및 불안, 우울 정도가 배우자의 성별에 영향을

5.17, 4.78, 5.39, 6.56, 5.33). 그러나 불안항목에서는 그

받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

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0) 좀더 정확한 사

Table 4. Post-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primary cancer and anxiety (n=57)

Item
Anxiety

Primary origin

Average ranking

χ2

P value

Post-analysis

26.93
24.29
23.25
40.85
27.72

9.483

0.05*

(d)＞(a),(b),(c)

Gastrointestinal (a)
Genito-urinary (b)
Hepatobiliary (c)
Lung (d)
Others (e)

Mann-Whitney U test was used for post-analysis. *P≤0.0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ancer patient caregivers age and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Table 6. Correlation between cancer patient’s age and fatigue,
anxiety and depression

Scales/Items

Kendall’s tau-b

P value

N

Scales/Items

Kendall’s tau-b

P value

N

BFI-K (9)
Fatigue right now
Usual fatigue
Worst fatigue
Activity
Mood
Walking
Working
Relation to others
Enjoyment of life
Global fatigue score
Depression
Anxiety

0.091
0.032
−0.043
−0.057
−0.014
−0.049
−0.117
−0.105
−0.081
−0.052
−0.15
−0.119

0.43
0.777
0.714
0.618
0.901
0.673
0.306
0.359
0.481
0.636
0.221
0.317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38
40

BFI-K (9)
Fatigue right now
Usual fatigue
Worst fatigue
Activity
Mood
Walking
Working
Relation to others
Enjoyment of life
Global fatigue score
Depression
Anxiety

0.009
0.014
−0.032
−0.059
−0.037
0.068
−0.19
−0.111
−0.196
−0.088
−0.117
−0.169

0.92
0.88
0.737
0.523
0.712
0.463
0.040*
0.23
0.035*
0.322
0.247
0.086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55
57

BFI-K: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BFI-K: Korean version of the brief fatigue inventor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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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석을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다

및 완화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서 78%까지 증상을

(Table 4). 분석결과 환자가 폐암이 원발암일 경우 배우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환자의 증상정도가 보호자의 간병

자의 불안정도가 다른 원발암 배우자에 비해 높은 것으

15)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의 원발암

로 확인되었다.

의 위치가 보호자의 피로 및 불안, 우울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5개 그룹

4. 연령과 피로 및 불안, 우울정도의 상관관계

으로 나눈 원발암군에서 BFI-K 보통수준의 피로값을 보

배우자의 연령 혹은 환자의 연령이 배우자의 피로 및

였고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불안

불안, 우울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항목에서 폐암이 원발암일 경우 배우자의 불안정도가 다

Kendall’s tau-b의 상관계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른 원발암 배우자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폐암은

분석결과 배우자의 연령은 배우자 본인의 피로 및 불안

전체 암중에 증상부담이 가장 높으며

우울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었고(Table 5), 환자의 연령이

대개 초기 발견이 어렵고 빠른 진행과 전이를 잘 일으키

증가할수록 배우자의 피로로 인한 업무 및 생활의 즐거

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

움에 끼치는 영향이 적었다(Table 6).

17)
져 있다. 폐암의 불량한 예후에 관한 지식이 배우자의

16)

다른 암에 비해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였고 본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다

고

고 판단된다.

찰

세 번째 변수는 연령으로 배우자의 피로 및 불안, 우
피로를 포함한 신체증상 및 건강문제는 환자 보호자
7)

가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불안 및 우울은 암환
8)

울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추정했다. 성인의
13)

불안 및 우울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 배우자의 약 15∼50%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본 연

우울증상이 감소하며 불안증상 또한 여성에서 통계적으

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본원으로 호스피

로 눈에 띄게 관찰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이 증

스완화의료 상담을 위해 내원한 말기암 환자 배우자의

가할수록 위험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된 단면연구다. 배우자의 피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로, 불안,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려

지지가 강화되며 경제적인 부족계층의 비율이 감소한다

하였고 여러 문헌을 근거로 3가지 요인과의 상관성에 대

고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경제

해 파악하고자 했다.

적 부담이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긴 젊은 배우자에게

첫 번째 요인으로 주목했던 변수는 배우자 성별이다.

높을 것이며 이런 상황이 미래에 대한 불안 및 우울 등

5,9,10)

의 부정적 감정으로 표현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본 연구

암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남성의 불안정도가 여

의 결과에서는 배우자의 연령 및 환자의 연령은 배우자

질병에 대처하는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데,
11)

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와

여성은

의 불안, 우울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환자의 연

자신의 역할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남성보다는 정신적인

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피로로 인한 업무 및 생활의 즐

12)

괴로움이 높은 수준 이라는 상이한 결과값의 보고들이

거움에 적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이 낮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을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다루는 탄력성이 떨어진다

결과값의 차이가 확인되리라 추정했다. 하지만 피로 및

는 주장18,19)이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한다.

불안, 우울에 대한 전체 11개 항목에서 배우자의 성별로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적은 표본수와(n=61) 배

인한 결과값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에

우자 성비의 큰 차이가(23% vs 77%) 있어 결과값의 대

게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함이 감소된다는 보고도

표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설문 당시 환자의 암

13)

이번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단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주목했던 요인은 원발암의 종류다. 227명의 암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구강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있었으나

14)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20)
삶의 질을 8년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진단 당시와 비

받은 환자의 15%, 전립선암 환자 16%에서 심각한 피로

교하여 진단 8년후 기분, 불안정도의 호전이 유의하게

를 호소했으며 수술 불가능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50%

관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말기암 환자의 평균수명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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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짧은 점과 구강암에 국한된 결과였지만 환자의 증상
21)

호전이 보호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단시점

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5.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설문 당시 환자의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22) EORTC
QLQ-C30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6.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등 환자의 수행능
력 및 삶의 질 등의 정보가 없어 배우자에게 미칠 수 있

7.

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23) 네번째, 환자
보호자가 아닌 일반 대조군의 자료가 없어 전반적인 말
기암 환자 보호자의 피로 및 불안, 우울 정도를 파악하

8.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제력, 종
교, 가족의 친밀도, 교육수준 등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9.

있는 배우자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없었다.
말기암 환자에 비해 간과되었던 보호자, 특히 가족구

10.

성원 중 가장 밀접한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말기암 환자 배우자의
피로 및 불안, 우울정도가 환자의 연령과 원발암의 종류
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

11.

구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기 전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당시의

12.

단면적인 결과만 확인하였으나 추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후 설문을 통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완
화의료가 배우자에게 미치는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을

13.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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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nxiety and depression evaluation

Please indicate (O) how inconvenient the following symptoms are in your life during the past week

No symptoms
Anxiety
Depression

-

During the past week
Slightly

Very uncomfortable
1
1

*Self-developed scale, 5-point self-filling evaluation.

2
2

3
3

4
4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