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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부부소그룹 상담과 단순성 재활교육에 따른 성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삶의 질 수준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성재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하 다. 

  연구대상은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척수손상으로 1999년 5

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부부소그룹상담을 받은 15명과 1996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단순성 재활교육을 받은 28명으로 2002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자료를 조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분산분석, χ
2

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척수손상 전후 성적응 수준 비교에서 부부소그룹 상담군이 단순성 재

활교육군보다 성적응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척수손상전 성적응 수

준을 다중회귀분석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었다. 

  2. Visual Analog Scale, Time Trade-Off,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으로 측정한 삶의질 수준에서도 부부소그룹상담군이 단순성재활

교육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Beck Depression Inventory 점수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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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차이에서 Visual Analog Scale 

점수는 척수손상기간이 길수록, Time Trade-Off 점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Hospital Anxiety Depression 점수는 척수손상기간이 길수록 높았고, 이들 

척수손상기간, 결혼상태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었다.

  4. 대상자의 성적응과 삶의 질 수준간의 관련성을 보면 성적응(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

(Visual Analog Scale, Time Trade-Off)점수는 높았고, 우울(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Beck Depression Inventory)점수는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부부소그룹 상담군과 단순성 재활교육군에 따른 척

수손상인의 성적응, 삶의 질 점수의 차이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성적응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점수, 삶의 질 척도 중 Visual 

Analog Scale, Time Trade-Off,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점수가 

높았다. 즉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높았고 우울

점수는 낮았으나, 우울척도인 Beck Depression Inventory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성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

재활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소극적인 단순성 재활교육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부부소그룹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성 재활의 2가지 방법인 부부소그룹상

담과 단순성 재활교육에 따른 성적응 그리고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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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부소그룹 상담을 받은 군이 단순성 재활교육을 받은 군보다 성

적응 및 삶의 질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척수손

상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성재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지지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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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척수손상은 종종 생명에 위협을 주고 환자를 황폐화시키는 장애로서, 

환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삶에서 의존적인 삶으로 갑작스러운 기능적 변화

를 초래할 수 있다(Piazza 등, 1991). 척수 손상인의 발생률은 미국의 경우

100만 명당 30-32명, 일본은 39.4명이며, 우리나라는 40명 정도로 연간 

1,600명 이상의 새로운 척수 손상인이 발생하고 있다(월간 척수 수레바퀴, 

1995). 첫수손상의 발생 빈도를 보면, 남성의 발생률이 여성에 비해 4배 많

으며, 호발 연령은 사회적 활동과 생산성이 높은 시기의 청․장년층 즉, 

16-30세가 61.1%, 31-45세가 19.4%이므로(임난 과 김채숙, 1996) 개인적

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척수손상은 운동․감각기능의 상실, 배뇨, 배변, 성기능의 장애라는 심

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직업의 상실,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으로 격리되

고, 신체이미지의 변화와 휠체어에 제한된 자신의 조건에 대한 자기의식을 

경험하기도 한다(Dijkers, 1997).  환자의 성적인 능력의 상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변화하게 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심리내적인 변화를 겪고 부부갈등을 경험한다(유양숙, 

1998). 

   성은 인간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Spica, 1989), 의

사소통의 표현이고 수단이다(Van Ooijon and Charnock, 1994). 그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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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사회 문화적 여건상 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쑥스럽거나 점잖

지 못한 일로 여겨져 왔으며, 성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힘든 상황

이어서 척수 손상인은 기본적 성생활 유지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기능 부전에 의한 성생활의 급격한 변화는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정신

건강 등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이우홍 등, 1994). 척수손상 

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인이며, 이 자아개념은 재활교육과 성적상태, 지각된 장애성, 통증에 

향을 받았고, 그 중 성적 상태가 가장 큰 향을 미친다(김애리, 2000). 

삶의 중요도 부문에서 11가지 항목중 성생활이 3위, 삶의 만족도에선 성생

활이 11위를 차지했으며(이우홍 등, 1994), 정보의 결핍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성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 다(Cole, 1975). 

   최근 우리나라에서 척수 손상인에 대한 재활 의학적인 접근으로 합병증

의 예방이나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활발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이우홍 

등, 1994), 실제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성생활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만이 보고되었을 뿐 각 병원

의 성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국립재활병원, 

2000).

   국립재활병원에서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성 재활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성 재활 프로그램으로 단순성재활교

육, 부부소그룹상담 및 성 재활 실습실을 실시하고 있다(국립재활병원, 

2000). 이에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부부소그룹 상담과  단순성 재활교

육에 따른 성 적응 및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척수 손상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 재활사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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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립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부부소그룹 상담과 단순성 재활

교육에 따른 성 적응 및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척수 

손상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 재활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부부소그룹 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척수손상특성, 

      성 재활프로그램 만족점수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 및 척수손상특성에 따른 성 적응, 삶의 질 수준의 차이

      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성 적응과 삶의 질 수준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부부소그룹 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성 적응 및 삶의 질 수준의 차이

      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가. 척수손상

   척수손상은 척수의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손상부위이하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이 부분 혹은 완전마비된 자(이은옥, 1982)로서,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나 하반신 마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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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 적응

   성 적응이란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심리적 과정(White 등, 

1992)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 관심, 성행위, 성 만족에 관련된 여섯 항목

인 SIAS 척도(The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로 측정하

다.

   다.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역에서 각 개인이 주

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 상태로 삶의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감과 행복감(노유자, 1988)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reuter(1996)의 

연구를 토대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Visual Analogue Scale, Time 

Trade-Off와 심리적 역에 대한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Beck 

Depression Inventory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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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척수손상과 성

   척수는 뇌와 더불어 중추신경계통을 이루는 구조물로써 척추관 속에 위

치하는 긴 원기둥 모양의 부분이다. 전체 길이는 성인의 경우 대략 

40-50cm 가량이며 위로는 뇌의 연수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그 끝이 L1-2

까지 내려와 있다. 척수의 양쪽에는 31쌍의 척수신경이 나오고 있으며 그 

신경의 높이에 따라 31개 분절로 나누어지는데 경수 8개, 흉수 12개, 요수 

5개, 천수 5개, 미수 1개 등이다(서문자 등, 1995). 이러한 척수는 중추신경

의 일부로서 뇌로부터 전달되는 흥분이나 신경자극을 중계해서 신체의 각 

말단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의 운동, 자세, 배

변 및 성 기능, 호흡 및 심장조절, 혈액순환 등을 관활하는 부위이다. 그렇

기 때문에 척수에 손상을 입으면 운동 및  감각손상을 주 증상으로 해서 

방광기능, 배변기능, 호흡기능 및 성기능 장애 등의 복잡한 증상을 초래한

다(오정희 등, 1978).

   척수손상에 따른 성 기능의 형태와 정도는 성별, 손상위치, 손상의 정도

에 달려있다. 척수손상을 입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감각의 상실로 인해 쾌

감을 느끼는 정도는 변화하지만 성행위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생식 

능력은 손상되지 않으며, 생리는 손상 몇 개월 내에 다시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척수손상을 가진 남성들의 경우는 발기능력과 성행위에 있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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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 척수의 완전손상 여부와 손상위치는 발기능력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된다.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는 심인성발기를 하는데 비해 척수손상

남성들의 경우는 척수반사작용에 의한 반사성 발기가 대부분이다. 조사결

과에 의하면 손상의 위치가 척수 상부에 있는 쪽이 하부에 있는 쪽보다도 

발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양숙, 

1998). 생식력은  남자의 경우 흔히 고환이 위축되고 정자가 형성되지 않

으며 사정이 되지 않으므로 불임이 되고(서문자, 1993),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요도감염, 조산, 욕창, 빈혈 등의 위험이 있지만 대개 정상분만이 가

능하다(유양숙, 1998). 그러나 척수손상남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낳은 임상

보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척수손상남성의 정자생존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진동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정액 생산과 사정기법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인공수정과 정자은행의 검토도 논의되고 있다(유양숙, 

1998).  

   Comarr(1970)에 의하면 척수손상인의 성 기능은 손상부위와 정도에 따

라 기능과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달라지며 손상이 불완전할수록 생리

적 기능은 본래에 가깝게 남아있게 된다고 하 다. 그러므로 재활전문가들

은 척수장애로 인한 성 기능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상자들의 재활과정에 

중요한 면으로 다루어 적극적인 성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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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 재활교육

   Miller(1988)에 의하면 성 재활이란 남녀간의 신체적인 성기의 결합만이 

아닌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정신적인 만남을 의미한다고 했다. 외국의 경

우에는 이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점차 증가되었으

며 1969년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들을 처음으로 스웨덴 중앙재

활위원회의 심포지움에서 다루었다. 그 후 1975년 스웨덴 재활위원회는 국

제재활 사회위원회와 합동으로 성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교환소를 

설치하여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오병훈, 1996). 그러나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성 재활에 관한 정보는 척수 손상인의 성생활 적응에 유용하리라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과 수준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Lewis 등, 1994).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5월부터 국립재활병원에서 척수손상인을 위한 

성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 다(이범석, 1999). 그러나 몇몇 실태조사에 관

한 보고는 있었으나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

고 건강 전문인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재활에 치중하고 있으며 성 재활에 

관하여 인식은 하고 있으나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김 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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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 재활 프로그램

  가. 단순성재활교육

① 격월 년 6회(2, 4, 6, 8, 10, 12월)

② 교육내용

-기본적인 사항

-여성척수장애인의 문제와 해결

-남성척수장애인이 문제와 해결

-비디오(척수손상부부 4쌍이 직접 출현하여 성 생활하는 내용, 미국 케슬  

        러 재활센타제작)

   나. 부부 소그룹 상담

   척수장애인부부를 위한 소그룹 부부상담은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4-5쌍의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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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척수손상인부부를 위한 소그룹상담

첫째 주

♠ 전문 상담을 통한 부부 갈등의 해결(1)

-자기 소개

-지금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이야기하기

-남편이나 부인에게 하고 싶은 말하기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기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기

-숙제 :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싸웠거나 배우자에게 섭섭한 점

         을 적어오기

둘째 주

♠ 전문 상담을 통한 부부 갈등의 해결(2)

-일주일 동안의 있었던 일이나 변화된 것 이야기하기

-지난 주 숙제 이야기하기

-지난 한 주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주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을 칭찬하기

-부부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만들기

셋째 주

♠ 의학적 접근을 통한 성 재활 문제 해결(1)

-다른 부부들의 성 재활 사례 읽기(국립재활병원 자료)

-각각 부부들의 성생활 경험 및 문제점 이야기하기

-성생활시 동반될 수 있는 실금 등 구체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법  

  토론

-발기 부전 문제의 의학적 해결방법

-비디오 시청

-숙제 : 성 재활 실습실(사랑의 쉼터)에서 부부생활 경험하기

넷째 주

♠ 의학적 접근을 통한 성 재활 문제 해결(2)

-성 재활 실습실 이용 경험 및 어려웠던 점 이야기하기

-진동자극기를 이용한 배우자 자극법 교육

-성공적인 성생활을 위한 4가지 기본사항 교육

-행복한 부부생활에 대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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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재활 실습실 운

    2000년 5월부터 국립재활원 장애인 단기 숙박시설인 ‘수유쉼터’내에 성 

재활 실습실인 ‘사랑의 쉼터’를 개설하여 운 중이다. 이 ‘사랑의 쉼터’를 

운 하게 된 이유는, 척수장애인이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교육을 해도 병원

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어 이론 교육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배운 것을 실습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4. 척수 손상후 성 적응

   성 적응은 신체적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성

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정상적 기능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기에 재활기능에

서 성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은 필수적이다(Kreuter et al, 1997). 척수 손상

인의 정상적인 생리적 성 기능의 상실은 심리적, 정신적 적응에 불리한 결

과를 초래한다. 이는 생리적 성 기능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나 성

행위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생식기의 감각은 물

론 무력한 사정과 함께 극치감의 경험을 못하므로 해서 자연 심리적, 정신

적 부적응을 낳는 것이다.

   강현숙 등(1999)은 척수장애인의 성적 관심과 성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



- 11 -

서 척수손상인의 성 적응 정도는 보통수준이며 성 적응 관련요인으로는 본

인의 경제력, 연령, 성 파트너와의 관계, 우울이라고 하 으며 

Alexander(1991)는 척수손상인은 전반적으로 성 적응 정도가 낮으며, 신체

장애가 성적 관계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재활 프로그램에 성 재활을 위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척수 장애인의 경

우 일상생활 역에서 성생활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므로(White et al, 

1992) 실제적 성교 그 자체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부부 상호간의 관

심과 사랑으로 원활하게 성 적응을 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김 희, 1999).

   가. 성적 관심사와 성 만족도

   척수손상 환자는 비록 성 기능에 변화가 오기는 하지만 성에 대한 관심

과 성적 표현에 대한 욕구는 남아있는데 척수 손상인의 성적 관심과 손상 

후의 성행위 변화 양상 모두를 고려 할 때 척수 손상인의 성적 만족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병리적 손상 및 상실보다는 성적 기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재활시킴으로써 긍정적 신체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Kreuter et al, 

1996).

   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

나(김 희, 1999), 척수 손상인은 누군가로부터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 다(김

순용, 1997). Hughes(1996)는 척수 장애인의 성적 관심사를 조사한 연구에

서 대상자의 73%가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과 기법에 관심을 나타내었

고, 성행위에 대한 척수 장애인의 주 관심 역은 배우자에게 만족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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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Siosteen 등(1990)의 연구에서는 척수 장애인의 70%가 성이 

중요하다고 하 고, 이우홍 등(1994)의 연구에서 척수 장애인의 11가지 생

활 부문중 성생활 부문의 중요도는 3위 는데 만족도는 11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가장 관심 있는 부문은 성적으로 만족 할 수 있는 기법에 관심이 

크다고 하 다. 그러므로 재활 전문가들은 재활실무에서 척수 장애인의 성

적 관심사와 성 만족도를 중요하게 다루어 적극적인 성 재활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한다(김 희, 1999).

   나. 성행위

   척수손상인의 성행위는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의 태도와 장애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 향을 받는다. 많은 척수 손상인들은 변화된 

성 기능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으며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

다(Kreuter et al, 1996). Alexander 등(1993)의 연구에서 척수 손상인들은 

손상 후에 성교횟수가 감소했으나 대체적인 성행위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하 고 김성곤 등(1990)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37%가 손상 6개월 이내에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 다.

   이우홍 등(1994)의 연구에서는 척수 손상인의 50-60% 정도가 어떤 방

법으로든지 성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 고, Kreuter et al(1997)은 다양한 

성행위를 시도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척수손상 후에

도 만족스런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삽입에 의한 

성교만이 성적 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재활 전문가들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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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개방적이고 진실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김 희, 

1999).

   5. 척수 손상인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용어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적 지표와 연

관되어왔다(Flanagan, 1982). 삶의 질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정신,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추상적, 복합적인 용어이므로(Holmes and 

Dickerson, 1987) 그 속성을 규명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대부

분 연구에서는 개인의 현재 생활에 관한 주관적인 느낌을 중시하며 삶의 

질을 행복이나 삶의 가치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거나(Costa and McCrae, 

1980) 삶 또는 생활의 만족으로 간주하고 있다(오현수, 1993).

   이런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노력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시절에 국가적인 

목표로 시작되어, 각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특별히 삶

의 질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최근 의학의 발전

으로 척수 손상후 생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런 장애를 갖고 살

아가는 사람의 주관적 경험과 보고에 의해 정의되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DeVivo and Richard, 1992). 

   척수 손상인의 삶의 양상에 대한 Dijkers(1997)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크게 향을 주는 요인들은 건강과 개인 안전, 의존성, 돈을 버는 능력, 물

질적 만족 추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능력, 이성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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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마음, 친구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 등이었고, Westgren 등

(1998)은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SF-36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 는데, 손상 

입은 연령, 손상기간, 직업유무, 경직, 통증, 배변, 배뇨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성 기능장애 유무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사회적 

기능 항목에만 의미가 있었다. 또한 김애리(1992)는 손상 입은 부위이하의 

통증정도, 합병증유무, 종교, 학력, 배뇨시 카테터 사용유무, 운동장애 정도

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척수 장애인과 비 척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Krause(1992)의 연

구에서 척수 장애인의 만족감이 더 낮았는데 특히, 배우자와의 성 관계, 직

업과 재정 문제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계, 사회적 삶과 오락 

활동에서는 만족감의 정도가 높았다. Kreuter 등(1998)은 외상성 척수손상

인 167명, 92명의 뇌손상인 그리고 척수손상인의 성별과 연령이 같은 정상

인 264명을 대상으로 SCI QL-23를 가지고 측정하 는데, 삶의 질은 척수

손상인이 유의하게 낮았고 우울도 척수손상 미혼자에게서 유의하게 낮았으

며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손상 후 경과시간, 병소위치, 완

전마비, 교육수준은 삶의 질과 관계가 없었으며 일상생활을 방해할만한 통

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강직은 삶의 질과 관련이 없다고 하 다.  

Lin 등(1997)은 완전마비나 불완전사지마비대상자의 삶의 질이 완전사지마

비가 불완전 하반신 마비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즉 손상의 중증도

와 손상 후 직업상태가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고 밝혔다. 

   낮아진 자존감, 불안감, 부정적인 신체성은 성행위를 감소시키며 낮은 

삶의 질은 부정적인 성 적응과 관련이 있고, 활동적이고 충분한 성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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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삶의 관점에서 긍정적 향을 주어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아울

러 높은 삶의 질은 개인의 성생활에 긍정적 향을 준다. 개인이 정신․사

회적으로 건전할 때 성 기능은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척수 

장애인도 성 적응이 긍정적일 때 삶의 질도 긍정적 향을 받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성 적응은 척수 장애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이다(Kreut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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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1996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국립재활원에 입원하

던 환자로, 외상성 척수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를 지닌지 1

년이 경과된 자, 최근 1개월간 욕창, 기타질환으로 입원한 경험이 없는 자, 

그리고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로 부부소그룹상

담에 참여한 15명과 연령, 성별, 척수손상부위 및 척수손상정도를 조정한 

단순성 재활교육에 참여한 28명을 대상으로 하 다(그림 1). 연령은 부부소

그룹상담군에 대한 ±4범위로, 척수손상부위는 경추, 흉추, 요추로, 그리고 

척수손상정도는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짝짓기를 하 다. 연구대상의 연

령, 성별, 척수손상부위 및 척수손상정도의 분포는 표 2와 같으며 이들 사

이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조사자가 직접면접조사를 하 다. 2002년 10

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 고, 본 조

사는 사전 조사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2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

일까지 9일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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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자의 자료수집

   2. 측정방법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척수손상특성 7문항, 성 재활프로그램과 

관련된 3문항, 성 적응에 관한 9문항, 삶의 질에 관한 29문항의 총 59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가. 일반적 특성, 척수손상특성, 성 재활프로그램과 관련된 변수

   일반적 특성에는 선행연구에서 성 적응 및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변수들로 연령, 성별 제외한 학력, 결혼상태, 결혼기간, 자녀수, 

가족수, 가구에 월소득수준, 손상전후 직업, 종교의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 재활프로그램에 관련된 변수로 성 재활프로그램을 받은 횟수와 날

짜, 성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시 배우자 참여여부의 3문항으

재활 

병원

부부소그룹 상담 (15명)

(1999년 5월∼2001년 12월)

성적응, 삶의질 자료 수집

(2002년 10월 16일 ∼ 31일)

단순성재활교육 (28명)

(1996년 12월∼2001년 12월)

성적응, 삶의질 자료 수집

(2002년 10월 16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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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고, 척수손상특성에는 척수손상부위, 손상정도, 손상기간을 제

외한 경직, 통증, 배뇨․배변장애유무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령, 성별, 척수손상부위, 척수손상정도 및 척수손상날짜의 5문항은 의

무기록지에서 기록하 다.

   나. 성 적응

   성 적응이란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심리적 과정(White et 

al, 1992)으로 Kreuter, Suillivan 등이 개발하여 사용한 SIAS 척도(The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을 유양숙(1998)이 한국어로 번

역한 것을 수정ㆍ보완하 다. SIAS척도는 성적 관심, 성행위, 성 만족에 

관련된 여섯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척수손상 전 항목을 보완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

며 척수손상전 성 적응 점수범위는 3-16점이고, 현재 성 적응 점수범위는 

6-28점이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을 본 Cronbach's α는 0.73이었다.

   다. 삶의 질

   삶의 질은 Kreuter(1996)의 연구를 토대로 VAS(Visual Analogue 

Scale) 및 HAD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척도중 우울부분을 사

용하 으며, TTO(Time Trade-Off)와 우울척도인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보완하여 사용하 다. 심리적 역(27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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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관한 질문(2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1) Visual Analogue Scale

   삶의 만족이 아주 만족스러울 때를 10 이라고 하고, 아주 불만족스러울 

때를 0이라고 할 때, 현재의 삶의 만족이 0과 10사이의 어느 위치에 놓여

질 선택한다. 0과 10사이에는 간격척도를 사용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

족도가 높다.

   2) Time Trade-Off

   Torrance(1972)에 의해서 알려진 Time trade-off는 설문 대상자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현재 어떤 특정 건강상태로 t(10) 년간 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x(<t) 년간 살 수 있다

라고 하여 x값을 대상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x값이 t에 근접할수

록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 가깝다.

         1*x = U(h)*t(10years)

   3) HAD(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Zigmond와 Snaith(1983)가 개발한 HAD는 불안증과 우울증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불안과 우울의 2개 하위척도로 되어 있다. 이 중 

우울척도 6문항을 사용하 으며, 4점 척도로 ‘전혀 아니었다’는 0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1점, 조금 그랬다는 ‘2점’, ‘항상그랬다‘는 3점이었고, 3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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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항은 역환산 문항이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하며, 점수

의 범위는 0-18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을 본 Cronbach's α는 

0.79이었다.  

   4)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등(1967)이 개발한 BDI를 이 호(1993)가 한국판으로 개발하 다.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역을 포함하고 있고, 점

수 범위는 0점∼ 63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

서 내적 일관성을 본 Cronbach's α는 0.86이었다.  

 

  3.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척수손상특성 및 성재활프로그램의 만족도

는 실수와 평균, 빈도수와 백분율로로 나타냈고, 부부소그룹상담군과 단순

성재활교육군간의 차이는 t-검정, χ
2
검정 및 Fisher's exact 검정을 실시

하 다. 성 적응과 삶의 질 수준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분석을 실

시하 고, 일반적 특성과 척수손상특성 및 성 재활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성 적응 및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과 일요인분산분

석을 실시하 다(그림 2). 소그룹상담여부에 따른 성적응 및 삶의 질의 차

이는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은 SAS program 8.1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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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그룹상담군 성재활 교육군

빈도수, χ2검정, 실수, t-검정

        

   빈도수, χ2검정, 실수, t-검정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자

녀수, 가구에 월소득, 손상전후 

직업, 종교

척수손상 특성 변수 &

 성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척수손상부위&손상정도

척수손상기간

경직유무, 통증유무

배뇨․배변장애유무

성재활프로그램 만족도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성적응(SIAS)과 삶의질(VAS,TTO,HAD,BDI)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Visual Analogue Scale & Time Trade-Off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Beck Depression Inventory

그림 2. 연구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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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자녀수, 가

구에 월소득수준, 척수손상전 직업, 손상후 직업유무, 종교를 조사하 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별은 부부소그룹 상담군과 단순성 재활교육

군을 짝짓기로 조정하 다.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은 남

자 13명(86.7%), 여자 2명(13.3%)이고, 단순성 재활교육군은 남자 24명

(85.7%), 여자 4명(14.3%)으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고, 평균연령의 경우

부부소그룹 상담군은 37.8세, 단순성재활교육군은 37.4세이었다(P>0.05).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학력분포는 부부소그룹 상담군과 단순

성 재활교육군 모두 고졸이 70%로 많았고(p>0.05), 결혼상태를 보면 부부

소그룹 상담군은 미혼 1명(6.7%), 기혼 14명(93.3%)이었으며, 단순성 재활

교육군은 미혼 10명(35.7%), 기혼 18명(64.3%)이었다(p=0.0649).

   소그룹 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월소득수준을 보면  부부소그룹 상담

군과 단순성 재활교육군은 월소득 50만원미만이 각각 2명(13.3%), 9명

(32.1%)이었고,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 각각 6명(40.0%), 6명(21.4%), 

100만원이상이 각각 7명(46.7%), 13명(46.4%)이었다(P>0.05).

   소그룹 상담여부별 손상전 직업은 기능/숙련공, 사무/기술직이 부부소그

룹 상담군에서 8명(53.3%), 단순성 재활교육군에서 13명(46.4%)로 약 50%

를 차지하 고(P>0.05), 손상후 직업유무는 ‘없다’가 부부소그룹 상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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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80.0%), 단순성 재활교육군에서 19명(67.9%)으로 대다수 직업이 없었

다(P>0.05). 소그룹 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종교를 보면 부부소그룹 상

담군에서 ‘없다’는 8명(53.3%), ‘있다’는 7명(46.7%)이었고 단순성 재활교육

군에서 ‘없다’는 15명(53.6%), ‘있다’는 13명(46.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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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그룹상담군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부소그룹상담군 성재활 교육군
p값

 수(%)  수(%)

연령

35세미만      4( 26.7)    12( 42.9) 0.8953

35세∼45세     10( 66.7)    12( 42.9)

45세이상      1(  6.6)     4( 14.2)

   계     15(100.0)    28(100.0)

성별

남자     13( 86.7)    24( 85.7) 1.0000

여자      2( 13.3)     4( 14.3)

  합     15(100.0)    28(100.0)

학력

중졸이하      2( 13.3)     1(  3.6) 0.5589*

고졸     11( 73.4)    21( 75.0)

대졸이상      2( 13.3)     6( 21.4)

  계     15(100.0)    28(100.0)

결혼상태

미혼      1(  6.7)    10( 35.7) 0.0649*

기혼     14( 93.3)    18( 64.3)

  합     15(100.0)    28(100.0)

자녀수

0      5( 33.3)    14( 50.0) 0.4674

1이상     10( 66.7)    14( 50.0)

 계     15(100.0)    28(100.0)

가구에

월소득수준

(단위:만원)

50미만      2( 13.3)        9( 32.2) 0.3297*

50∼100      6( 40.0)     6( 21.4)

100이상      7( 46.7)    13( 46.4)

  계     15(100.0)    28(100.0)

손상전 직업 그룹A**      8( 53.3)    13( 46.4) 0.9111

그룹B**      7( 46.7)    15( 53.6)

  계     15(100.0)    28(100.0)

손상후 직업 없다     12( 80.0)    19( 67.9) 0.4916*

있다      3( 20.0)     9( 32.1)

  계     15(100.0)    28(100.0)

종교

없다      8( 53.3)    15( 53.6) 1.0000

있다      7( 46.7)    13( 46.4)

  계     15(100.0)    28(100.0)

 

* Fisher's exact test

**그룹A : 기능/숙련공, 사무/기술직

**그룹B : 농업, 판매/서비스직, 일반작업직(청소, 수위 등), 가정주부, 학생, 군인, 기타



- 25 -

   2.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척수손상특성

   연구대상자의 척수손상특성으로 척수손상부위, 척수손상정도, 경직유무, 

통증유무, 배뇨․배변장애유무를 조사하 다(표 3).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

대상자의 척수손상부위를 보면 부부소그룹 상담군의 경우 경추는 4명

(26.7%), 흉추 9명(60.0%), 요추 2명(13.3%)이었고, 단순성재활교육군은 경

추 7명(25.0%), 흉추 17명(60.7%), 요추 4명(14.3%)으로 두 군 모두 흉추가 

많았으나 차이는 없었다(p=1.000). 척수손상정도를 보면 부부소그룹 상담군

은 완전마비 13명(86.7%), 불완전마비 2명(13.3%)이었고, 단순성재활교육군

은 완전마비 24명(85.7%), 불완전마비 4명(14.3%)이었다(p=1.000).

   소그룹상담 여부별 경직유무를 보면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있다’는 12

명(80.0%), ‘없다’는 3명(20.0%)이었고, 단순성 재활교육군에서 ‘있다’는 20

명(71.4%), ‘없다’는 8명(28.6%)이었다. 통증유무를 보면 부부소그룹 상담군

에서 ‘있다’는 14명(93.3%)으로 대부분이었고, 단순성 재활교육군에서 ‘있

다’는 22명(78.6%)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배뇨․배변장애가 있었

다.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경직유무, 통증유무, 배뇨․배변장애유

무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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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척수손상특성변수의 분포

부부소그룹상담군 성재활 교육군
p값

 수(%)  수(%)

척수손상부위

경추      4( 26.7)      7( 25.0) 1.0000

흉추      9( 60.0)     17( 60.7)

요추      2( 13.3)      4( 14.3)

  계     15(100.0)     28(100.0)

척수손상정도

완전마비     13( 86.7)     24( 85.7) 1.0000)

불완전마비      2( 13.3)      4( 14.3)

  계     15(100.0)     28(100.0)

경직

있다     12( 80.0)     20( 71.4) 0.7190*

없다      3( 20.0)      8( 28.6)

  계     15(100.0)     28(100.0)

통증

있다     14( 93.3)     22( 78.6) 0.3907*

없다      1(  6.7)      6( 21.4)

  계     15(100.0)     28(100.0)

배뇨장애

있다     15(100.0)     26( 92.9) 0.5349*

없다      0(  0.0)      2(  7.1)

  계     15(100.0)     28(100.0)

배변장애

있다     15(100.0)     27( 96.4) 1.0000*

없다      0(  0.0)      1(  3.6)

  계     15(100.0)     28(100.0)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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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척수손상기간, 성재활  

     프로그램의 만족점수 차이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평균 척수손상기간을 보면 부부소그룹 상담

군은 4.5년이었고, 단순성 재활교육군은 5.3년으로 단순성재활교육군의 손

상기간이 길었으나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소그룹상담여부별 대

상자의 성 재활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66.7점으로 단

순성재활교육군의 42.9점보다 높았다(<.0001).

 표 4.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척수손상기간, 성재활프로그램의 만족점수

부부소그룹상담군 단순성재활교육군
p값

수  평균±표준편차 수  평균±표준편차

손상기간(년)  15   4.5± 6.1 28    5.3± 6.2 0.3622

성재활프로그램 만족점수  15  66.7±12.3 28   42.9±10.5 <.0001

   4.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성 적응수준

   가.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성 적응수준(SIAS)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성적응 점수는 척추손상전에서 부부소

그룹상담군은 12.4점으로 단순성재활교육군의 10.29점보다 높았고, 현재 성

적응 점수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16.67점이었고, 단순성 재활교육군에서 

13.82로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성 적응수준이 높았다(p<0.05)(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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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성 적응(SIAS)

부부소그룹상담군 단순성재활교육군
p값

수  평균±표준편차 수  평균±표준편차

성적응(SIAS*)

손상전 15   12.4±2.8 28   10.3±3.4 0.0447

손상후 15   16.7±4.7 28   13.8±3.1 0.0224

*SIAS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 Kreuter, 1994

   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적응수준(SIA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적응수준은 표 5-2와 같다. 성별

에서 여자가 평균 16.2점으로 남자의 14.6점보다 높았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 평균 15.2점으로 대졸이상, 중졸미만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0.05). 결혼상태에서 미혼이 평균 14.0점으로 기혼의 평균 15.1

점보다 낮았으나 의미가 없었다(p>0.05). 자녀수, 가구에 월소득수준, 손상

전 직업, 손상후 직업유무, 종교유무에 따른 평균 성 적응수준은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p>0.05). 소그룹상담여부별 성적응(SIAS)수준 비교(표 5-1)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 척수손상전 성 적응수준을 통제한 

경우 단순성 재활교육군보다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성 적응수준이 높았다

(p=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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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적응(SIAS)

성 적응(SIAS*)

 수 평균±표준편차 t 또는 F값 p값

성별
남자  37    14.6±3.9 -0.90 0.3719

여자   6    16.2±4.2

학력

중졸이하   3    14.3±3.8   0.29 0.7709

고졸  32    15.2±4.2

대졸이상   8    13.6±2.9

결혼상태
미혼  11    14.0±3.2  -0.79 0.4346

기혼  32    15.1±4.2

자녀수
없다  19    15.3±3.5   0.74 0.4649

있다  24    14.4±4.3

가구에 월소득

(단위:만원)

50미만  11    15.5±3.2   1.55 0.2308

50이상 100미만  12    15.4±4.2

100이상  20    13.6±4.1

손상전 직업
A그룹**  21    14.3±3.6  -0.78 0.4420

B그룹**  22    15.3±4.3

손상후 직업
없다  31    14.9±4.2   0.24 0.8149

있다  12    14.6±3.3

종교
없다  23    14.6±3.5  -0.36 0.7193

있다  20    15.1±4.5

*SIAS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 Kreuter, 1994

**그룹A : 기능/숙련공, 사무/기술직

**그룹B : 농업, 판매/서비스직, 일반작업직(청소, 수위 등), 가정주부, 학생, 군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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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가. 소그룹상담여부별 대상자의 삶의 질(VAS, TTO, HAD, BDI)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인 삶의 질로 VAS(Visual Analog 

Scale)와 TTO(Time trade-Off)를 사용하 고, 심리적 역으로는 우울척

도인 HAD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 다.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VAS의 평균 점

수에서 부부소그룹 상담군는 5.9점으로 단순성 재활교육군의 4.3점보다 높

았고, TTO의 평균 점수에서 부부소그룹 상담군는 5.2점으로 단순성 재활

교육군의 2.6점보다 높았다. 즉 전반적인 삶의 질(VAS, TTO) 수준을 볼 

때 부부소그룹 상담군이 단순성 재활교육군보다 높았다(p<0.05).

   소그룹상담여부별 연구대상자의 HAD의 평균 점수에서 부부소그룹 상

담군는 13.1점으로 단순성 재활교육군의 10.3점보다 높았고, BDI의 평균 점

수에서 부부소그룹 상담군는 31.2점으로 단순성 재활교육군의 33.5점보다 

낮았다. 우울정도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이 단순성 재활교육군보다 낮았다. 

그러나 HAD의 평균점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BDI의 평균점

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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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소그룹상담별 대상자의 삶의 질(VAS, TTO, HAD, BDI) 

부부소그룹상담군 단순성재활교육군
t값 p값

수   평균±표준편차 수   평균±표준편차

삶의질

VAS
1)

15    5.9±1.8 28     4.3±2.1  2.46 0.0181

TTO2) 14    5.2±2.2 28     2.6±1.5  4.64 <.0001

HAD
3)

15   13.1±3.4 28    10.3±2.9  2.92 0.0057

BDI
4)

15   31.2±5.0 28    33.5±7.0 -1.12 0.2696

1)VAS(Visual Analogue Scale): 

2)TTO(Time Trade-Off) : Torrance, 1972

3)HAD(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 Zigmond & Snaith, 1983

4)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Beck, 1967

   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TTO, BDI)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Time Trade-Off, Beck 

Depression Inventory)은 표 6-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TTO의 평균 점수를 보면 결혼상태에서 기혼이 3.9점으로 미혼의 2.1점

보다 높았다(p<0.05). 성별에서 여자가 4.7점으로 남자의 3.3점보다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않았다.  자녀

수, 가구에 월소득수준, 손상전 직업, 손상후 직업유무, 종교유무에 따른 

TTO의 평균 점수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BDI의 평균 점수를 보면 척수손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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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유무에서 직업이 ‘있다’는 29.8점으로 직업이 ‘없다’의 33.8점보다 우울

점수가 낮았다(p=0.0691). 그 외 성별, 학력, 결혼상태, 자녀수, 가구에 월소

득수준, 손상전 직업, 종교에 따른 평균 BDI점수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

다.

   일반적 특성 및 척수손상특성변수에 따른 삶의 질(VAS, TTO, HAD, 

BDI) 수준(표 6-2)에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난 변수들을 각각 통제하

다. 손상기간을 통제한 VAS점수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높았으며

(p=0.0061), 결혼상태를 통제한 TTO점수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높았다

(p=0.0004). 손상기간을 통제한 HAD점수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이 높아서

(p=0.0008), 부부소그룹 상담군의  우울정도가 낮았다. 직업유무를 통제한 

BDI점수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p=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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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TTO, BDI)

TTO1) BDI2)

수 평균±표준편차 p값 수 평균±표준편차 p값

성별
남 36    3.3±2.1 0.1336 37   32.8±6.5 0.8834

여  6    4.7±2.3  6   32.3±6.7

학력

중졸  3    4.0±0.0 0.6618  3   34.3±1.2 0.4291

고졸 31    3.5±2.2 32   31.7±6.7

대졸이상  8    3.1±2.3  8   36.0±5.4

결혼상태
미혼 10    2.1±1.4 0.0196 11   33.2±4.9 0.7765

기혼 32    3.9±2.2 32   32.5±7.0

자녀수
없다 18    3.2±2.1 0.4588 19   32.4±4.5 0.7561

있다 24    3.7±2.2 24   33.0±7.7

가구에 

월소득

(단위:만원)

50미만 11    2.8±1.7 0.1378 11   33.4±5.2 0.2388

50∼100 11    4.3±2.4 12   30.2±4.0

100이상 20    3.4±2.3 20   33.8±7.9

손상전 직업
A그룹* 21    3.6±2.3 0.6185 21   32.6±6.7 0.9388

B그룹* 21    3.3±2.0 22   32.8±6.4

손상후 직업
없다 30    3.4±2.1 0.6857 31   33.8±6.8 0.0691

있다 12    3.7±2.4 12   29.8±4.3

종교
없다 22    3.0±1.9 0.1982 23   32.4±5.5 0.7424

있다 20    3.9±2.3 20   33.0±6.

1)TTO(Time Trade-Off) : Torrance, 1972

2)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Beck, 1967

*그룹A : 기능/숙련공, 사무/기술직

*그룹B : 농업, 판매/서비스직, 일반작업직(청소, 수위 등), 가정주부, 학생, 군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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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상자의 척수 손상기간과 성 적응 및 삶의 질 

    간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손상기간과 성 적응, 삶의 질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 적

응(SIAS)점수는 척수손상기간과 상관성이 없었다. 삶의 질 점수에서 척수

손상기간이 길수록 VAS와 HAD 점수는 높았고, 이것은 척수손상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은 높고, 우울정도는 낮음을 의미한다(p<0.05). 그

러나 TTO점수와 BDI점수는 척수손상기간과 상관성이 없었다(표 7).

표 7. 대상자의 척수손상기간과 성적응(SIAS)및 삶의질(VAS, TTO, HAD,  

      BDI)수준간의 상관관계

척수손상기간

상관계수 p값

성적응 SIAS
1)

0.0250 0.8754

삶의질 VAS
2)

0.2982 0.0551

TTO
3)

0.0161 0.9202

HAD
4)

0.3453 0.0251

BDI
5)

-0.1856 0.2393

 

1)SIAS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 Kreuter, 1994

2))VAS(Visual Analogue Scale)  

3)TTO(Time Trade-Off) : Torrance, 1972

4)HAD(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 Zigmond & Snaith, 1983

5)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Beck,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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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자의 성 적응과 삶의 질 수준간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성 적응과 삶의 질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 적응 점

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VAS, TTO)점수는 높았고, 우울(HAD, 

BDI)점수는 낮았다(p<0.001). 

표 8. 대상자의 성적응과 삶의 질간의 상관관계

성적응수준(SIAS
1)
)

상관계수 p값

삶의질
VAS

2)
0.5602 <.0001

TTO
3)

0.4852 0.0011

HAD
4)

0.4804 0.0011

BDI
5)

       -0.4966 0.0007

1)SIAS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 Kreuter, 1994

2))VAS(Visual Analogue Scale) 

3)TTO(Time Trade-Off) : Torrance, 1972

4)HAD(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 Zigmond & Snaith, 1983

5)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Beck,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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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국립재활병원에서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성재활프로

그램을 실시하 고, 현재 부부소그룹 상담, 단순성 재활교육, 성 재활실습

실을 운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부부소그룹 상담과 단순성 

재활교육에 따른 성 적응(SIAS)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 척도인 VAS, 

TTO, HAD, BDI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삶의 질 수준 차이를 비교하 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척수손상으로 1999년 5월

부터 2001년 12월까지 부부소그룹 상담을 받은 15명과 1996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성 재활교육을 받은 28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6일부

터 10월 31일까지 성 적응(SIAS)와 삶의 질(VAS, TTO, HAD, BDI)에 관

한 자료를 수집한 후향성 코호트와 유사실험에 가까운 연구설계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무작위추출이 아

닌 편의추출로 과거시점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성 재활프로그램을 받

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대조군으로 

단순성재활교육을 받은 군으로 함으로써, 편견을 줄일려고 하 다. 둘째, 

대상자가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15명, 단순성 재활교육군에서 28명으로 

양적 연구를 하기엔 표본수가 적었다. 그렇지만 성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각 병원에서는 시행하지도 않았고 환자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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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일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척수손상인에 대한 대표성에 제약

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앞에서 선택편견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다중

회귀분석이라는 통계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표본수가 적음으로 그것을 해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척수손상인의 부부소그룹 상담과 단순성 재활교

육에 따른 성 적응과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성 재활프로그

램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송충숙(1990)의 연구에서 성 재활에 대한 교육을 1회 제공한 후 성 생

활 만족도 조사에서 성 재활 교육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윤효순(1999)의 연구에서 주1회 4주

간의 교육 후 성 재활 교육을 제공받은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김은경(2000)의 연구에서 성 재활 교육을 제공받은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보다 성 적응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부부소그

룹 상담군이 단순성 재활교육군보다 성 재활프로그램의 만족점수가 높았

고, 성 적응 점수도 높았다. 이는 김 희(1999)가 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가 정확하고 충분할 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와 Kreuter 등

(1997)이 다양한 성행위를 시도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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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척수손상 후에도 만족스런 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

받침해준다.

   대부분의 척수손상인이 손상 후 삶의 질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이 비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임민정, 1999). 본 연구에서는  VAS, TTO, HAD으로 

측정한 삶의 질 수준에서 부부소그룹 상담군이 단순성 재활군보다 평균점

수가 높았으나 BDI 점수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나이, 장애정도, 손상후 기간과 같은 표본 특성

이 천차만별이었고, 삶의 질의 측정도구도 매우 다양하여 연구의 결과들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무리가 있었다.

   고현윤과 이강목(1987)의 연구에서 척수손상 후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첫 1년 동안은 우울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1년이 지나면 장애를 받아

들이고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VAS와 HAD점수는 높았

으나, TTO와 BDI 점수는 상관성이 없었다. VAS와 HAD의 측정도구는 

척수손상 후 경과기간과 관련성이 있었는데, 자신의 상태에 체념하거나 자

신의 상태를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거나 우울이 낮아질 수 

있었다. 또한 김 희(1999)의 연구에서 성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는 낮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났는데 이는 삶의 질 도구 23문항 가운데 성에 관련된 

항목이 1문항에 불과하 고, 삶의 질에 관련되는 요인들이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이었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척수손상인의 성 재활에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

해서 좀 더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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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uter 등(1994, 1996)과 강현숙(1999)의 연구에서 성 적응과 우울 또

는 삶의 질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적응

과 삶의 질 수준간의 관련성을 보면 성 적응(SIAS)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

적인 삶의 질(VAS, TTO)점수는 높았고, 우울(HAD, BDI)점수는 낮았다.  

즉 척수 손상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 재활 프로그램이 지

향되어야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성 재활방법인 부부소그룹

상담과 소극적인 성 재활 방법인 단순성 재활교육에 따른 성 적응 및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를 보면 척수손상인에게 더

욱 효과적인 성 재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 40 -

Ⅵ. 결 론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부부소그룹상담과 단순성재활교육에 따른 성 적

응(SIAS)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 척도인 VAS, TTO, HAD, BDI를 이

용하여 두 군간의 삶의 질 수준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성 재활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하 다. 연구대상은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척수손상인으로 부부소그룹 상담군 15명과 단순성 재활교육군 28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의 직접 면접조사로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 

  조사표의 신뢰지표의 하나인 Cronbach α는 SIAS에서 0.73, HAD에서 

0.79, BDI에서 0.86 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척수손상 전후 성적응 수준 비교에서 부부소그룹 상담군이 단순성 재

활교육군보다 성 적응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척수손상전 성적응 수

준을 다중회귀분석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었다. 

  2. VAS, TTO, HAD으로 측정한 삶의질 수준에서도 부부소그룹상담군

이 단순성 재활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BDI 점수에는 두 군간에 차이

가 없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차이에서 VAS 점수는 척수손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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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길수록, TTO 점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HAD 점수는 척수손상기간이 

길수록 높았고, 이들 척수손상기간, 결혼상태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

로 통제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었다.

  4. 대상자의 성 적응과 삶의 질 수준간의 관련성을 보면 성적응(SIAS)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VAS, TTO)점수는 높았고, 우울(HAD, 

BDI)점수는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부부소그룹 상담군과 성재활 교육군에 따른 척

수손상인의 성 적응, 삶의 질 점수의 차이는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성 적

응척소인 SIAS의 점수와 삶의 질 척도 중  VAS, TTO, HAD의 점수가 

높았다. 즉 부부소그룹 상담군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높았고 우울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우울척도인 BDI는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성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 재활

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소극적인 성 재활교육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부부소그

룹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성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성 재활의 2가지 방법인 부부소그룹

상담과 단순성 재활교육을 성 적응 그리고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

부소그룹 상담을 받은 군이 단순성 재활교육을 받은 군보다 성 적응 및 삶

의 질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척수손상인에게 더

욱 효과적인 성 재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가 있음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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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표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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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소그룹상담여부별 성적응수준(SIAS), 삶의질(VAS, TTO, HAD, BDI)

         회귀분석 

성적응

(SIAS
1)
)

VAS2) TTO3) HAD4) BDI5)

회귀

계수
p값

회귀

계수
p값

회귀

계수
p값

회귀

계수
p값

회귀

계수
p값

모형1 3.1775 0.0161

모형2 1.7470 0.0061

모형3 2.3810 0.0004

모형4 3.3480 0.0008

모형5 -2.8296 0.1630

1)SIAS (Sexual Interest, Activity and Satisfaction) : Kreuter, 1994

2))VAS(Visual Analog Scale) : 

3)TTO(Time Trade-Off) : Torrance, 1972

4)HAD(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 Zigmond & Snaith, 1983

5)BDI(Beck Depression Inventory) : Beck, 1967

*모형1 : 척수손상전 성적응 통제

*모형2 : 척수손상기간 통제

*모형3 : 결혼상태 통제

*모형4 : 척수손상기간 통제

*모형5 : 현재직업유무 통제

※ 독립변수의 기준지표;

    결혼상태 : 미혼, 현재직업유무 : 없다, 척수손상전 성적응 : 실수, 척수손상기간 : 실수

    성재활프로그램 : 단순성재활교육군



- 50 -

부록(설문지)

조 사 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본 설문 조사는 성 재활 프로그램에 따른 척수손상인의 성 적응, 삶의 

질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향후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 그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쓰이지 않을 것이오니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을 빌며, 기꺼이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    주 올림

                                                        2002. 10



- 51 -

♣ 귀하의 성(性)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과 일치

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 척수손상 전에 비해 현재 당신의 성(性)적인 욕구는 감소했습니까?

 ① 상당히 감소했다             ② 다소 감소했다  

 ③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④ 전혀감소하지않았다.

2. 척수손상 전에 당신은 배우자와 (직접적인 성교나 그 밖의 다른 방  

   법으로) 얼마나 자주 성 행위를 했습니까?

   ① 성관계가 없다   ② 3개월에 1회   ③ 2개월에 1회   ④ 1개월에 1회     

   ⑤ 한달에 2회      ⑥ 일주일에 1회  ⑦ 일주일에 2회  ⑧ 하루걸러 한 번

3. 척수손상 전에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생활(포옹, 키스, 애무,  

   성교)을 즐기셨습니까?

 ① 전혀 즐기지 않았다  ②거의 즐기지 않았다  ③ 다소 즐겼다  ④아주 즐겼다

4. 척수손상 전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성생활(포옹, 키  

   스, 애무, 성교)을 즐겼다고 귀하는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즐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② 거의 즐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③ 다소 즐겼다고 생각한다.             ④ 아주 즐겼다고 생각한다.

5. 현재 당신은 배우자와 (직접적인 성교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얼  

   마나 자주 성 행위를 갖습니까?

   ① 성관계가 없다   ② 3개월에 1회   ③ 2개월에 1회   ④ 1개월에 1회     

   ⑤ 한달에 2회      ⑥ 일주일에 1회  ⑦ 일주일에 2회  ⑧ 하루걸러 한 번

6. 현재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성생활(포옹, 키스, 애무, 성교)을  

   즐기십니까?

 ① 전혀 즐기지 않는다  ②거의 즐기지 않는다  ③ 다소 즐긴다  ④아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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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성생활(포옹, 키스, 애무,   

   성교)을 즐긴다고 귀하는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② 거의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③ 다소 즐긴다고 생각한다.             ④ 아주 즐긴다고 생각한다.

8.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배우자와 성관계(직접적인 성교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를 갖고 싶으십니까?

          ① 지금보다는 덜 성관계를 갖고 싶다.     

          ② 지금과 동일하게 성관계를 갖고 싶다.    

          ③ 지금보다는 자주 성관계를 갖고 싶다.

9. 척수 손상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지금 당신의 성생활은 어떠하  

   십니까?

        ① 아주 나빠졌다        ② 조금 나빠졌다        ③ 이전과 똑같다 

        ④ 조금 좋아졌다        ⑤ 아주 좋아졌다.

♣ 귀하의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 귀하는 일주일동안 삶이 얼마나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상태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ν표시를 해주십시오.

◆ “현재 건강상태로 10년을 사는 것은 손상전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       년)을 사 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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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귀하의 일반적인 기분은 어떠합니까?

질                        문

전혀 

아니

었다

별 로 

그렇지 

않았다.

조금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나는 다가올 일들을 즐겁게 기다린다.

2. 나는 웃으면서 사물의 즐거운 면을 볼 수 있다

3. 나는 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4. 나는 쾌활한 느낌이다

5. 나는 내가 즐겼던 것들을 계속 즐긴다

6. 나는 활기가 없어졌다고 느낀다

질                        문

1. ①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슬픔을 느낀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

   ④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의 앞날은 암담하여 전혀 희망이 없다.

3. ① 나는 실패감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많다고 느낀다.

   ③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나는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④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 생활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

   ② 나의 일상 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③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많은 시간동안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③ 나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④ 나는 항상 죄의식을 느낀다. 

6. ①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③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④ 나는 현재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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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나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나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③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나 자신을 비난한다.

   ④ 나는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하여 나 자신을 비난한다.

9. ①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나는 자살하고 싶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나는 전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④ 나는 전에는 자주 울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① 나는 전보다 화를 더 내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③ 나는 항상 화가 치민다.

    ④ 나는 전에는 화를 내게 했던 일인데도 요즈음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덜 느낀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흥미를 잃었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13. ① 나는 전과 같이 결정하는 일을 잘 해낸다.

    ②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못내리고 머뭇거린다.

    ③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이제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나는 내 용모에 대하여 걱정한다.

    ③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③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④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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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잠을 잘 잔다.

    ② 나는 전처럼 잠을 잘 자지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한 두시간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④ 나는 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① 나는 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슨일을 하든지 쉽게 피로해진다.

    ④ 나느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①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② 내 식욕이 전처럼 좋지 않다.

    ③ 내 식욕은 요즈음 매우 나빠졌다.

    ④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①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②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줄은 편이다.

    ③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④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서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20. ①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지 않는다.

    ② 나는 두통,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의 현상이 잦다.

    ③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④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21. ① 나는 요즈음에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흥미가 적다.

    ③ 나는 요즈음 이성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잃었다.

    ④ 나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학력은?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이상

2.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결혼예정     ③ 기혼    ④ 이혼    ⑤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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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결혼한 년도는?   (         년      월)

4.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이상

5.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수는?      (       명)

6. 현재 귀댁의 한달 총수입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말 해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이상 100만원 미만    ③ 100이상 200만원미만 

     ④ 200이상 300만원미만       ⑤ 300만원이상

7. 척수손상 전 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 어업, 임업(가족종사자 포함)    

      ② 자 업(종업원 9사람 이하의 소규모장사 및 가족종사자, 목공소주인, 

                개인택시 운전사 등)    

      ③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④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⑤ 일반작업직(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⑥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교 교사, 항해사 등)

      ⑦ 경 /관리직(5급이상의 고급공무원, 기업체부장이상의 위치, 교장)

      ⑧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⑨ 가정주부(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적으세요.                         )

8. 귀하의 현재 직업은?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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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종교는?

     ① 없다.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독교     ⑤ 기타

10. 성재활프로그램을 횟수와 날짜를 말해주세요.

      횟수(          회)              날짜(          년       월)

11. 받으신 성재활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대단히 불만족하다.     ② 약간 불만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하다.         ⑤ 대단히 만족하다.

12. 성재활교육시 배우자와 같이 받았습니까?

     ① 배우자와 같이 받았다              ② 혼자 

13. 경련  :          ① 있다             ② 없다

14. 통증  :          ① 있다             ② 없다

15. 배뇨장애  :         ① 있다             ② 없다

16. 배변장애  :          ① 있다             ② 없다

MEDICAL RECORD

성함                      손상일(              )

성재활프로그램     ①부부소그룹상담    ②성재활교육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①남자              ②여자

척수손상부위     ⓛ경추     ②흉추     ③요추    

척수손상정도     ①완전마비          ②불완전마비

조사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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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ouple small 

group counselling and a simple sexual rehabilitation 

education group on  quality of life among spinal 

cord injured persons

                                                 Shin, Young-Ju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exu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in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ccording 

to the couple small group-counselling and a simple sexual rehabilitation 

education so that the sexual rehabilitation program can be directed.

   The subject of this study includes spinal cord injuries having 

experience of being in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15 of which 

went through the couple small group-counselling from May 1999 to 

Dec.  2001 and 28 of which had sexual rehabilitation education from 

Dec. 1996 to Dec. 2001. The interviewer conducted direct intervie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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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cord injuries from Oct. 16, 2002 to Oct. 31, 2002 to gather data 

on the quality of life. Using SAS program, the data analysis has been 

done through t-test, ANOVA, chi-square,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couple small group-counselling shows higher mean values of     

 sexual adjustment than the group of the simple sexual rehabilitation 

education  when the two groups are compared against each other in the 

sexual adjustment before and after spinal cord injury. This result did 

not change when the standard of sexual adjustment before spinal cord 

injury was controll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2. The couple small group-counselling group showed higher mean 

values  than the simple sexual rehabilitation group in the quality of life 

measured by VAS, TTO and HAD. However, the two groups show no  

difference in BDI values.

3. Some indices of quality of life differs according to the value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longer the period of patients' spinal 

cord injuries, the higher mean values of VAS and HAD. And the 

married showed higher TTO values than the unmarried. This did not 

change when the quality of life was controlled by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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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4.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exual adjustment index, 

SIAS and some indices of quality of life, which is VAS, TTO, HAD 

and BDI.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sexu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two method of sexual rehabilitation for 

spinal cord injured persons, i. e. the couple small group-counselling and 

a simple sexual rehabilitation education.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couple small group counselling showed higher mean values of 

quality of life and sexual adjustment than those who participated in a 

simple sexual rehabilitation education. This result shows that a 

development of some more effective methods of sexual rehabilit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spinal cord inju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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