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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마련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S 대학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외래로 통원치료

를 하는 자로 조혈모세포이식 후 3개월이 경과되고, 20세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2011년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비교⦁조사 연
구이다. 

연구도구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MT Scale(FACT-BMT) 

version 4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삶의 질 측정점수로 FACT-BMT 37문항과

FACT-BMT 50문항 두 가지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분석은 SPSS 15.0 Win Program

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의 차이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년~3년 미만인 군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ACT-BMT 37문

      항 F=3.54, p=.031, FACT-BMT 50문항 F=3.23, p=.042)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성별(FACT-BMT 37문항

      t=3.07, p=.003, FACT-BMT 50문항 t=3.04, p=.003)결혼상태(FACT-BMT 37문

      항 F=8.93, p<.001, FACT-BMT 50문항 F=8.68, p<.001), 경제적 수준

      (FACT-BMT 37문항 F=3.55, p=.031, FACT-BMT 50문항 F=3.64, p=.028), 이

      식전 직업(FACT-BMT 37문항 F=5.50, p=.001, FACT-BMT 50문항 F=4.89,    

      p=.003), 이식 후 직업 유무(FACT-BMT 37문항 F=5.59, p=.001, FACT-BMT   

      50문항 F=4.93,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험

      (FACT-BMT 37문항 F=15.41, p<.001, FACT-BMT 50문항 F=14.5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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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식편대숙주질환 여부(FACT-BMT 37문항 F=21.95, p<.001,             

      FACT-BMT 50문항 F=20.7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이식 환자는 현재 교육에 대해 89.4%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추가 교육으로

      신체증상관리와 영양상담, 심리상담을 원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전문적인 개별

      상담과 지속적인 교육자료 발송을 원하였다. 

5) FACT-BMT(version 4)의 점수 측정 방법으로 FACT-BMT 37문항

       FACT-BMT 50문항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후 3년 이후에 삶의 질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식 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성별,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이

식전 직업, 이식후 직업 유무, 이식 후 시기,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험, 현재 이식편대

숙주질환 여부였다. 또한 이식 후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신체 증상 관리에 관심이 많고,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개별상담이나 지속적인 교육자료 발송을 원한다는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중재 프로

그램 지원 및 다차원적인 지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조혈모세포이식이란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와 전신 방사선 조사 등의 전 처치를 통해

종양세포를 제거하고 면역을 억제시킨 후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줌으로써 생착된

조혈모세포가 분화, 증식하여 조혈 능력을 재구축하는 것이다(김동집, 1999). 

  조혈모세포이식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983년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시

작된 이래 현재까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38개의 조혈모세포이식

센터에서 2006년 12월까지 9,561건의 조혈모세포이식이 시행되었다. 이 중 동종 조혈모

세포이식이 5,617건(59%),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3,944건(41%)이다. 이러한 이식 건수

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식의 주된 적응증은 급성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재생

불량성빈혈이다(Lee & Kim, 2008). 

  조혈모세포이식이 우수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 전 시행하는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전신 방사선 조사와 장기간에 걸친 이식 과정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식편대숙주질환, 심각한 면역 억제, 불임, 성장 및 발달장애, 백내장, 재발, 이차적인

악성 종양의 발생 등이며 그 외 여러가지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Andrykowski, et al., 2005; Buchsel, Leum, & Randolph, 1996; Velikova et 

al., 2007; Wong, et al., 2010).

  조혈모세포이식 건수 및 장기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식 후 환자의 신체적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치료의 효과 측정지표로써 생존율을 논하는 것뿐

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환자의 삶의 질도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오복자, 1998; 

Molassiotis & Moris, 1998).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이식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간은 이식 1년 후, 3년 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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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점을 1년이라고 한 연구

와(Heinonen, et al., 2001; Marks, Gale, Venhara, & Bird, 1999; Syrjala, Chapko, 

Vitaliano, Cummings, & Sullivan, 1993), 이식 후 3년 시점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 연구(Hensel, Egerer, Schneeweiss, Goldschmidt & Ho, 2002; Sutherland et al., 

1997; Syrjala, et al., 2004; Wong, et al., 2010), 이식 후 1년에서 4년까지 매년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 연구가 있다(Bush, Donaldson, Haberman, Dacanay, & Sullivan, 

2000).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삶의 질이 회복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식 입원 당일과 퇴실 전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복지나, 

2003)와 이식 후 1년, 3년, 5년 시점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김은지(2006)의 연

구가 있다. 이외 다른 연구는 이식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대상자의 삶의 질

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강혜령, 2004; 김성자, 2002; 송병은, 강혜령, & 김광성, 

2008; 안지원, 2009; 장정현, 2006). 

  삶의 질은 신체, 정신, 사회 등 다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개인에 의해

평가되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King, 

Haberman & Berry, 1997; Lee E. H., et al., 2002). 하지만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적 환경 내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Wulff, Pederson, & 

Rosenberg, 1986), 환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고유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은현, 2007).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 시간이 삶의 질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김성자, 2002; 김은지, 2006; 송병은 등, 2007; 이순교, 2001; 

Andrykowski, et al., 2005; Andrykowski, Henslee, & Barnett, 1989; Hensel, et al., 

2002; Molassiotis, Boughton, Burgoyne, & Akker, 1995; Pidala, Anasetti, & Jim, 

2009; Syrjala, et al, 1993)고 하였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시점별로 삶의 질을 비교한 연

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횡단적 비교∙조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혈모세포 이식 후 다

양한 시기에 있는 환자가 인지하는 삶의 질을 기술하고, 시기별로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각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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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이식 후 시기별로 삶의 질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한다.

2)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기술

    한다.

3)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후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를 기술한다.

4) FACT-BMT 도구를 이용한 삶의 질 측정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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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혈모세포이식

      - 이론적 정의 : 조혈모세포이식은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골수조혈기

                      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상 조혈전구 세포를 정맥을 통해 주

                      사(이식)하는 방법이다(김동집, 1994).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가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

                      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식 종류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또

                      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타인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이

                      있다.

   2)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 삶의 질은 신체적, 정서적 일상 활동이나 대인관계 등 다차원

                      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상태이다

                      (Padilla, Ferrell, Grant, & Rhiner, 1990).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BMT Scale(FACT-BMT; McQuellon et al,, 1997)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이 도구는 5점 척도의 자가 보고식 도

                      구로 총 50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FACT-BMT 도구를 이용하여 삶의 질 점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첫 번째는

                      FACT-BMT Scoring Guidelines에 따라 37문항만을 점수화한

                      것(FACT-BMT 37문항)과, 다른 하나는 총 50문항을 점수화한

                      (FACT-BMT 50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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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문헌고찰

 

  1.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Ferrell, Wisdom, & Wenzl, 1989). 간호학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도

출해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일상생활 활동에서 얻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

라고 하였다(Johanna, & Ferdinand, 1985). Ragsdale, Kotarba와 Marrow (1992)는 심

각한 질병으로 인해 야기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개인의 건강관리스타일

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연구가들 또한 개개인이 인식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

족 정도라고 정의하였다(Gastron-Johansson & Foxall, 1996; Molassiotis, et al.,1996; 

Belec, 1992). 국내 연구가들도 삶의 질에 대한 주관성을 말하였는데 노유자(1988)는 신

체적, 정신적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하였고, 

이순교(2001)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지하는 자신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

가와 만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

다고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가들은 삶의 질의 다변성에 대해 정의하였다. Ferrell 등(1989)은 신체

적,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며 지지

기반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Padilla 등(1990)은 신체적, 정서적 일상 활동이나 대

인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상태라고 하였다. 

Molassiotis와 Morris(1999)는 질병과 치료의 영향을 받는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인 영역을 조정하는 것이라 하였고, Andrykowski와 Bruehl 등(1995)은 신체

적, 정서적, 직업적인 영역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과 현재

의 신체증상을 다루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Bush, Habermand, Donald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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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livan (1995)은 삶의 질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간호연구가들에 의해 정의된 삶의 질 개념은 주관적으로 지각된 만족감이며,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질병의 특이적인

측면도 포함하여 삶의 질을 이해하려고 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 1990년대 초부터 정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각 연구가들에 의해 정의된 삶의 질은

다음과 같다. 

  Ferrell, Grant, Schmidt, Rhiner, 와 Whitehead (1992a, 1992b)는 119명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삶의 질의 의미를 신체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영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영역에서의 삶의 의미는 독립

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살아있다는 것;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의 삶

의 질의 의미는 가족이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 심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삶에 만족하는 것; 영

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의 의미는 생명의 귀중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 영적으로 건강한

것 등으로 분석되었다.

 오복자(1998)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신체에 미친 영향으로 피부 장애, 소화기 장애, 감염, 피로, 허약, 무월경 등의

증상을; 심리상태에 미친 영향으로 재발의 두려움, 평안함, 희망을;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경제적 파탄, 사회적 활동 제한과 위축을; 영적 상태에 미친 영향으로 절대자

의존감, 영적 자각, 영적 성숙을 들었다.

 Molassiotis와 Morris(1998)는 타인간 골수이식생존자 28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즐기는 것,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한 것,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일을 갖는 것, 행복을 느끼는 것, 여유가

있는 것 등으로 보고하였다.

 이순교(2001)는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도구 개발 연구에서 삶

의 질의 개념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요인으로 신

체 문제, 신체 에너지 감소, 눈. 피부, 점막, 배설 문제, 성적 문제를 들었고; 심리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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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심리 상태, 건강 지각, 건강 염려를; 사회적 요인으로 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문

제, 경제적 문제를; 영적 요인으로 영적 상태를 들었다.

 이상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들의 삶의 질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 공통영역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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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삶의 질 연구가들이 합의를 이룬 내용은 대상자가 직접 삶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만 합의를 이루었을 뿐, 삶의 질 개념은 주관적이고 광범

위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내리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측정하는 개념은 다양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질 측정이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에서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Hacker, 2003). 보고된 선행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대부분이 자가보고식 도구이며, 단일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 도구는 다양한 차

원의 하부 영역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도구의 이론적인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질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조혈모세포이식 문헌에서 삶의 질에

관련된 결과를 해석하고 비교 할 때에는 우선 도구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송병은 등, 2007).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국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re 30: EORTC QLQ C-30)과 the City of Hope quantitative - BMT 

instrument: COH QOL-BMT),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 Module(FACT-BMT)가 있다. 

  EORTC QLQ-C30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30문항의 자가보고

식 도구이다. 이 도구는 다섯 개의 기능적 하부척도(신체, 역할, 인지, 정서 그리고 사

회)와 세 개의 증상에 대한 하부척도(피로, 통증, 그리고 오심 및 구토), 암환자의 일반

적인 증상과 관련된 질문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사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aronson 등(1993)은 이 도구로 13개국의 305명의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과 치

료 중 삶의 질을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모든 내적 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하였다. 

  COH QOL-BMT은 Ferrell 등(1992a, 1992b)이 119명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



- 9 -

으로 삶의 질 도구를 개발하여 Grant 등(1992)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30문항이었으나, 이것을 Whedon, 

Stearns, & Mills(1995)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적용, 보완하여 총 62문항으

로 보완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동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서 신뢰도, 타

당도 검사를 하였는데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값은 .95, 신체적 영역 .91, 심리적

영역 .92, 사회적 영역 .83, 영적 영역은 .75였다. 

  FACT-BMT는 McQuellon 등(1997)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항암 치료로 인

한 일반적인 기능을 사정하는 Bone Marrow Transplant Subscale(BMTS) 문항과 조

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을 다룬 문항을 추가하여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를

거쳐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182명

을 대상으로 이식 전, 퇴원 시, 이식 후 100일 시점에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삶의 질

점수는 FACT-BMT Scoring Guidelines에 따라 37문항만을 점수화하였다. 각 시점의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86 ~ .89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안녕, 사회/가족적 안녕, 정서적

안녕, 기능적 안녕, 의료진과의 관계를 포함한 기타 안녕 상태를 개념화한 도구이다.

  Kopp 등(2000)의 연구에서 56명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EROTIC 

QLQ-C30와 FACT-BMT로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환

자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FACT-BMT가 EROTIC QLQ-C30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하였다. EROTIC QLQ-C30의 경우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을, 

FACT-BMT의 경우 정서적,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을 보다 특이적으로 측정가능하다

고 하였다.

 최근 FACT-BMT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유효성을 검증받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Yoo, H. J., et al, 2006). FACT-BMT 도구의 번역 절차는 FACIT(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의 표준을 따랐다. 70명의 동종조혈모세포 이

식 환자를 대상으로 FACT-BMT(version4) 도구를 적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신체 상태

7문항, 사회/가족 상태 7문항, 정서 상태 6문항, 기능 상태 7문항, 기타 상태 2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도구 점수는 5점 척도로 총 50문항이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이식 전, 

이식 후 3개월, 6개월, 1년 까지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각 시점별로 삶의 질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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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 결과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값은 .83이었다. 이식 전 정서적 영역

만 제외하고 (.64) 그 이외 모든 영역에서의 Cronbach’s alpha값은 .70 이상이었다. 

  국내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유일하게 이순교

(2001)가 개발한 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

담을 하고 문헌고찰과 해당 분야의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89문항의 도구를 개

발하였다. 그리고 이 도구를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를 거쳐 총 51개 문항을 완성

하였다. 이 도구를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 101명에게 적용하여 연구하였는데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90이었고, 신체적 영역은 .82, 정신적 영역은 .67, 사회적 영역은

.87, 영적 영역이 .77이었다. 이 도구의 장점은 한국인의 정서 상태와 문화적 배경을 잘

반영된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대부

분 이순교(2001)의 도구였으며, 그 외 연구(강혜령, 2004; 송병은 등, 2007)에서

FACT-BMT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순교(2001)의 도구와 FACT-BMT 도구를 비교하면, 이순교의 도구는 신체적, 정

신적, 사회⦁경제적, 영적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51문항의 자가보고식 5점 척도이고, 

FACT-BMT는 신체적, 사회⦁가족, 정서적, 기능적,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50문항

의 자가보고식 5점 척도이다. 이 두 도구의 차이점은 이순교의 도구는 영적인 영역을

고려하였다는 점, FACT-BMT의 경우 기타 영역으로 의료진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순교의 도구는 횡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반면, 

FACT-BMT는 도구 개발 당시와 한국어로 번안하였을 때 두 경우 모두 종단적 연구

를 통해 검증받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FACT-BMT 도구를 사용하여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강혜령과 송병은의 연구는

FACT-BMT 도구를 이용하였지만 총 50문항을 점수화하여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FACT-BMT Scoring Guidelines에 따라 37문항만을 점수화한 것

(FACT-BMT 37문항)과, 선행연구처럼 총 50문항을 점수화한(FACT-BMT 50문항) 

것을 모두 측정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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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건수 및 장기 생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식 후 환자

의 신체적, 사회∙심리적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종양 치료의 궁극적인 성공

은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환자가 인지하는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이 크게 강조되었다(Molassiotis & Morris, 1998).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

련 특성, 그리고 경과시기가 있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송병은 등, 2007; Andrykowski 등, 1995; Molassiotis & 

Morris, 1999), 연령(복지나, 2002; 송병은 등, 2007; 안지원, 2009; 장정현, 2006), 종교

(안지원, 2009; Ferrell 등, 1992a), 이식 당시 나이(Andrykowski 등, 1995; Baker 등, 

1994; Bieri 등, 2008; Heinonen 등, 2001; Schmidt 등, 1993), 직업(김성자, 2002; 김은

지, 2008; 이순교, 2001; 장정현, 2006; Andrykowski 등, 1995; Bieri 등, 2008; 

Hjermstad & Kaasa, 1995; Molassiotis 등, 1995, 1999)이 있다. 그 외 복학문제, 대인

관계, 사회적지지, 역할 수행 등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Hjermstad & Kaasa, 1995). 

그리고 경제적 수준(강혜령, 2004; 김성자, 2002; 김은지, 2008; 송병은 등, 2007; 안지

원, 2009; Andrykowski 등, 1995; Molassiotis 등, 1995, 1999; Wong 등, 2010), 교육정

도(복지나, 2002; 송병은 등, 2007; Andrykowski 등, 1990; Heinonen 등, 2001; Wong 

등, 2010), 결혼상태(송병은 등, 2007)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이식 유형(송병은 등, 2007; 안지원, 2009; Andrykowski 등, 

1995; Watson 등, 2004; Wong 등, 2010; Zittoun, Achard와 Ruszniewski, 1999), 이식

전 항암횟수(안지원, 2009), 이식 자원(Pallua 등, 2010),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험(이순

교, 2001; Baker 등, 1994; Chiodi 등, 2000;  Diez-Campelo 등, 2004; Ferrell & 

Whedon, 1994; Pallua 등, 2010; Piadala 등, 2009; Wong 등, 2010), 전신방사선조사치

료(김성자, 2002), 이식 후 입원경험(김성자, 2002; 김은지, 2008; 송병은 등, 2007; 장정

현, 2006), 성생활 시작시점(김성자, 2002; 장정현, 2006; Andrykowski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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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ssiotis 등, 1999), 약물복용 여부(장정현, 2006)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식 후 경과 시간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혜령, 2004; 송병은 등, 2007; 이순교, 2001; Andrykowski 등, 1989; 

Belec, 1992; Bush 등, 2000; Hensel 등, 2002; Sutherland 등, 1997; Syrjala 등, 1993).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이식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 연구들이 있다(Heinonen 등, 2001; 

Mark 등, 1999; McQuellen 등, 1998; Syrjala 등, 1993). Syrjala 등(1993)은 이식 90일

에 거의 모든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었고 이식 1년 후에는 이식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McQuellen 등(1998)은 신체적인 문제 중 상당 부분이

이식 후 1년 이내에 많은 개선을 보인다고 하였다. Mark 등(1999)은 20명의 타인이식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75%가 직업에 복귀하였고 삶의 질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의 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Heinonen 등(2001)은 109명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안녕은 이식 후 1년 이내 대부분 개선되고, 1년 이내의 삶의 만족은 51%에서

1년 이후에는 81%로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식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Bush 등, 2000; Hensel 등, 2002; Sutherland 등, 1997; Syrjala 등, 2004; Wong, 2010). 

Sutherland 등(1997)은 251명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들의 삶의 질을 정상인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식 생존자는 이식 후 3년이 경과해야 심각한 신체적 증상

으로부터 고통이 감소되고,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여 정상인과 같을 정도로 삶의 질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Bush 등(2000)은 415명의 이식 생존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주제

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식 후 4년이 경과해야 삶의 질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Hensel 등(2002)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이식 후 1년에 감소되었다가 이후 점차 회복되

면서 이식 후 4년이 지나야 일반인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증상과 삶

의 질 점수는 3년에서 6년이 경과되어야 회복된다고 하였다. Syrjala 등(2004)은 이식

후 5년까지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이식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되어야 전반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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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Wong(2010)은 312명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식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이식환자의 74%가 직장에 복귀하는 시점인

이식 후 3년에 대부분 회복된다고 하였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국내 연구로 복지나(2003)와

김은지(2006)의 연구가 있다. 복지나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18명, 동종조혈모세포이식

42명을 대상으로 National Conference on Cancer Nursing에서 제정한 삶의 질 척도

를 장혜경(198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입원 당일과 퇴실 전 환자의 삶의 질

을 비교한 조혈모세포이식 후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연

구는 단기간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것으로 장기간 동안의 삶의 질을 알 수는 없다. 

 김은지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120명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환자 237명을 대상

으로 이식 후 1년, 3년, 5년, 5년 이상 경과된 대상자로 그룹을 나누어 이순교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점별 그룹간의 삶의 질

차이뿐만 아니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간의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모

두 이식 후 3년이 경과되어야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식 후 1년인 대상자의 수가 적어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식 후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된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이식 후 1년과 3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

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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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생존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

한 횡단적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서울소재 S대학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2) 조사 당시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

3) 조혈모세포이식 후 3개월이 경과된 자

4) 1회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받고 재발하지 않은 자

  본 연구는 대상자를 조혈모세포 이식 후 3개월에서 1년이 경과된 자, 이식 후 1년에

서 3년이 경과된 자, 이식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본수는

Cohen(1988)의 공식에 의해 유의수준 .05, 집단수 3, 검정력 8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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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 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였다. 자료 수집 전에 병원

IRB 심의 위원회에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에게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수집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180부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20부를 제외한 160부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삶의 질 척도,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교육 만족도 및 요구

도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삶의 질 척도는 FACT-BMT(version 4)를 이용하였다. 

FACIT Team과 e-mail을 통해 한국어로 번안된 FACT-BMT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FACT-BMT는 신체 상태 7문항, 사회/가족 상태 7문항, 정서 상태 6문항, 기능 상태 7

문항, 기타 상태 23문항으로 총 50문항이다. 이 도구는 5점 척도의 자가 보고식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FACIT Team에서는 FACT-BMT Scoring Guidelines에 따라 총 50문항 중 37문항

만을 점수화 하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FACT-BMT를 이용한 선행

연구(강혜령, 2004; 송병은 등, 2007)에서는 총 50문항을 점수화하였다. 

 FACT-BMT 37문항과 FACT-BMT 50문항의 점수측정 방법은 신체 상태(PWB : 

Physical Well-Being) 7문항, 사회/가족 상태 7문항(SWB : Social Well-Being), 정서

상태(EWB : Emotional Well-Being) 6문항과 기능 상태(FWB : Funtional 

Well-Being) 7문항을 공통으로 한다. 차이점은 FACT-BMT 37문항의 경우 기타 상태

(AC : Additional Concerns) 23문항 중 10문항(BMTS : Bone Marro Transplnat 

Subscale)만을 점수로 포함시켜 총 37문항을 점수화 하고, FACT-BMT 50문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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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태 23문항을 모두 점수에 포함시켜 총 50문항을 점수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ACT-BMT Scoring Guidelines에 따라 37문항만을 점수화한

방법(FACT-BMT 37문항)과 선행연구(강혜령, 2004; 송병은 등, 2007)처럼 총 50문항

을 점수화한 방법(FACT-BMT 50문항)으로 시점별 삶의 질을 분석하고 이러한 방법

간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강혜령(2004)과 송병은 등(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각각 0.92와

0.94였다. 본 연구에서의 총 50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3이었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기법으로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해 각 변수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로, 삶의 질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조혈모세포 이식 후 경과 시간별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를 조

      혈모세포 이식 후 3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구분한 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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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이 58.8%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41.7세(±11.86)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53.8%이었으며, 66.9%가 기혼자였으며, 

61.9%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종교에 대한 중요성 점수는 평균 5.61점(10점

만점)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58.1%가 보통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식 전에 비해 이식

후 무직이 4명(2.5%)에서 60명(37.5%)으로 늘어났다. 이식 후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학교나 직장으로의 복귀 소요 시간은 1년 이내가 41.8%이었다. 



- 18 -

Variable Category n(%) Mean±SD

Gender Male  94(58.8)

Female  66(41.2)

Age(year) 41.7±11.86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17(10.6)

High school  57(35.6)

Above College  86(53.8)

Marital status Single  45(28.1)

Married 107(66.9)

Other   8( 5.0)

Religion Yes  99(61.9)

No  61(38.1)

Perceived religious status 5.61±3.36

Economic status High Level  25(15.6)

Middle Level  93(58.1)

Low Level  42(26.3)

Job before Employed  99(61.9)

transplantation Unemployed   4( 2.5)

Housewife  31(19.4)

Student  26(16.3)

Job after Employed  55(34.4)

transplantation Unemployed  60(37.5)

Housewife  37(23.1)

Student   8( 5.0)

Business return(year) <1  23(41.8)

1~2  16(29.1)

2~3   7(12.7)

≥4   9(16.4)

<Table 1>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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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질병과 치료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과 치료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경과 기

간은 평균 30.58개월(±27.17)이었고, 진단 후 경과 기간은 평균 43.55개월(±39.79)이었으

며, 평균 39.18세(±12.29)에 이식을 하였다. 이식의 주된 적응증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

46.3%, 급성림파구성백혈병이 24.4%이었다. 이식유형으로는 50.6%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고, 36.3%가 타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며, 이식 전 평균 항암치료 횟

수는 2.59회(±1.85), 이식 후 평균 재입원 횟수는 1.84회(±2.40)였다. 재입원 이유는 47

건이 이식편대숙주질환, 39건이 CMV 감염이었다. 과거에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한

경우는 3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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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Mean±SD

Post-Transplantation duration(month) 30.58±27.17

Diagnosed duration(month) 43.55±39.79

Age at Transplantation (year) 39.18±12.29

Post-Transplantation <1  54(33.8)

Duration(year) 1~3  53(33.1)

> 3  53(33.1)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74(46.3)

Acute Lymphoid Leukemia  39(24.4)

Myeolo-Dyplastic Syndrome  19(11.9)

Severe Aplastic Anemia  12( 7.5)

Multiple Myeloma   6( 3.8)

Chronic Myeloid Leukemia   4( 2.5)

Lymphoma   2( 1.3)

Other   4( 2.5)

Type of Transplantation Unrelated  58(36.3)

Allogeneic sibling  81(50.6)

Autologous  16(10.0)

Familial Mismatched   5( 3.1)

Source of Peripheral  90(56.3)

Transplantation Bone Marrow  68(42.5)

Periphral +Bone Marrow   2( 1.3)

HLA match Full-match 141(88.1)

Major-mismatch  11( 6.9)

Minor-mismatch   3( 1.9)

Haploid   5( 3.1)

Pre-Transplantation Chemotherapy times 2.59±1.85

Total Body Irradiation Yes 111(69.4)

No  49(30.6)

GVHD experience Present  24(15.0)

Past  63(39.4)

Past + Present  33(20.6)

No experience  40(25.0)

Present cGVHD Limited   7( 4.4)

Extensive  50(31.3)

None 103(64.4)

Readmission times 1.84±2.40

Readmission reasons GVHD 47

CMV 39

Fever 25

Pneumonia  9

Other 71

<Table 2>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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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 비교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이식 후 시기별로 BMTS(Bone marrow transplant subscale), FACT-BMT 37문항, 

AC(Additional Concerns)와 FACT-BMT 50문항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BMTS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년 미만인 군과 1년~3년 미만인 군

보다(p<.001), FACT-BMT 37문항은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년~3년

미만인 군보다 (p=.031), AC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년 미만인 군

과 1년~3년 미만인 군보다(p=.001), FACT-BMT 50문항은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년~3년 미만인 군보다(p=.042)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신체적 영역, 사회/가족적 안녕, 정서적 안녕, 기능적 안녕의 삶의 질은 이식

후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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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yr 
(a)

1~3yr 
(b)

> 3yr 
(c)

total
F

(p)
Scheffé

Mean±SD

Physical Well-Being 3.06±0.65 2.86±0.84 2.73±0.60 2.89±0.71
2.93

(.056)

Social/Family Well-Being 2.55±0.71 2.43±0.79 2.63±0.80 2.54±0.77
0.84

(.433)

Emotional Well-Being 3.02±0.65 2.80±0.75 3.08±0.65 2.96±0.69
2.46

(.089)

Functional Well-Being 2.23±0.87 2.29±0.92 2.57±0.94 2.36±0.92
2.21

(.089)

FACT-BMT 37 2.64±0.55 2.52±0.62 2.82±0.55 2.66±0.58
3.54

(.031*)
c>b

  Bone Maroow
  Transplant Subscale

2.34±0.68 2.24±0.64 2.77±0.68 2.45±0.70
9.30

(<.001**)
c>a,b

FACT-BMT 50 2.69±0.52 2.57±0.60 2.84±0.54 2.70±0.56
3.23

(.042*)
c>b

  Additional Concerns 2.61±0.52 2.46±0.56 2.88±0.59 2.65±0.58
7.66

(.001**)
c>a,b

<Table 3>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fter HSCT 

                                                                       (N=160)

 *p<0.05, **p<0.01. 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FACT-BMT,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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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삶의 질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FACT-BMT 37문항은 성별,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이식전 직업, 이식후 직업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p=.003), 미혼군과 기혼군이 사

별, 별거, 이혼 군보다(p<.001),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p=.031), 이식전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p=.001), 이식후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p=.0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ACT-BMT 50문항은 성별,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이식전 직업, 이식후 직업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p=.003), 미혼군과 기혼군이 사

별, 별거, 이혼 군보다(p<.001),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p=.028), 이식적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p=.003), 이식후 직업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p=.003)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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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FACT-BMT 37 FACT-BMT 50

Mean±SD
F or t 

(p)
Mean±SD

F or t 
(p)

Gender Male  94(58.8) 2.78±0.55 3.07 2.81±0.53 3.04

Female  66(41.3) 2.50±0.60 (.003*) 2.54±0.57 (.003*)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17(10.6) 2.48±0.69 0.96 2.53±0.65 0.97

High school  57(35.6) 2.70±0.53 (.386) 2.74±0.50 (.383)

Above College  86(53.8) 2.67±0.60 2.71±0.58

Marital Single(a)  45(28.1) 2.79±0.55 8.93 2.82±0.53 8.68

status Married(b) 107(66.9) 2.66±0.56 (<.001**) 2.71±0.54 (<.001**)

Other(c)   8( 5.0) 1.89±0.57 a,b>c 1.96±0.54 a,b>c

Religion Yes  99(61.9) 2.65±0.62 0.15 2.70±0.59 0.15

No  61(38.1) 2.67±0.53 (.878) 2.71±0.51 (.884)

Economic High level(a)  25(15.6) 2.88±0.56 3.55 2.91±0.55 3.64

status Middle level(b)  93(58.1) 2.67±0.55 (.031*) 2.72±0.53 (.028*)

Low leve(c)  42(26.3) 2.50±0.62 a>c 2.54±0.59 a>c

Job 

before T

Employed(a)  99(61.9) 2.74±0.54 5.50 2.77±0.52 4.89

Unemployed(b)   4( 2.5) 2.05±0.70 (.001**) 2.14±0.69 (.003**)

Housewife(c)  31(19.4) 2.37±0.58 a,d>c 2.44±0.57 a>c

Student(d)  26(16.3) 2.80±0.60 2.83±0.58

Job 

after T

Employed(a)  55(34.4) 2.88±0.49 5.59 2.90±0.47 4.93

Unemployed(b)  60(37.5) 2.53±0.62 (.001**) 2.58±0.60 (.003**)

Housewife(c)  37(23.1) 2.49±0.58 a>b,c 2.54±0.56 a>b,c

Student(d)   8( 5.0) 2.90±0.40 2.92±0.35

Business

return 

(year)

<1  23(41.8) 2.90±0.42 1.28 2.90±0.40 1.34

1~2  16(29.1) 3.07±0.34 (.292) 3.08±0.33 (.273)

2~3   7(12.7) 3.08±0.51 3.10±0.48

≥4   9(16.4) 2.76±0.55 2.80±0.52

<Table 4>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160) 

 *p<0.05, **p<0.01. FACT-BMT,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   Module; T,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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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질병과 치료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질병과 치료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5>

와 같다.

  FACT-BMT 37문항은 이식 후 시기,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험, 현재 이식편대숙주

질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3년 군보다(p=.031), 과거에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한 군과 경험하지 않은 군이 현

재 경험하고 있는 군과 과거,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군보다(p<.001), 현재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군이 광범위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하고 있

는 군보다(p<.0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ACT-BMT 50문항도 이식 후 시기,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험, 현재 이식편대숙주

질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3년 군보다(p=.042), 과거에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한 군과 경험하지 않은 군이 현

재 경험하고 있는 군과 과거,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군보다(p<.001), 현재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군이 광범위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하고 있

는 군보다(p<.0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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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FACT-BMT 37 FACT-BMT 50

Mean±SD
F or t 

(p)
Mean±SD

F or t 
(p)

Diagnosis

Acute Myeolid 
Leukemia

74(46.3) 2.69±0.54

0.28
(.961)

2.73±0.52

0.26
(.967)

Acute Lymphoid 
Leukemia

39(24.4) 2.68±0.68 2.71±0.65

Myelo Dysplastic 
Syndrome

19(11.9) 2.61±0.56 2.64±0.57

Severe Aplastic 
Anemia

12(7.5) 2.65±0.59 2.68±0.56

Multiple Myeloma 6(3.8) 2.73±0.42 2.75±0.39

Chronic Myeloid 
Leukemia

4(2.5) 2.35±0.75 2.42±0.73

Lymphoma 2(1.3) 2.68±1.32 2.74±1.30

Other 4(2.5) 2.46±0.51 2.54±0.49

Type of 
Transplanta
tion

Unrelated 58(36.3) 2.65±0.61

0.81
(.489)

2.68±0.59

0.74
(.532)

Allogeneic sibling 81(50.6) 2.62±0.59 2.67±0.56

Autologous 16(10.0) 2.85±0.48 2.87±0.46

Familial 
mismatched

5(3.1) 2.81±0.40 2.87±0.37

Source of 

Transplanta

tion

Peripheral 90(56.3) 2.68±0.59

1.21
(.302)

2.72±0.57

1.29
(.279)

BoneMarrow 68(42.5) 2.62±0.57 2.66±0.55

Periphral

+Bonemarrow
2(1.3) 3.24±0.41 3.28±0.37

HLA
match

Full-match 141(88.1) 2.65±0.60

0.57
(.636)

2.68±0.57

0.64
(.591)

Major-mismatch 11(6.9) 2.67±0.49 2.73±0.47

Minor-mismatch 3(1.9) 3.04±0.59 3.08±0.57

Haploid 5(3.1) 2.81±0.40 2.87±0.37
Total Body

Irradiation

Yes 111(69.4) 2.63±0.59 -0.90
(.372)

2.67±0.57 -0.96
(.338)No 49(30.6) 2.72±0.56 2.76±0.54

GVHD

Experience

Present(a) 24(15.0) 2.41±0.57
15.41

(<.001**)
b,d>a,c

2.47±0.56
14.58

(<.001**)
b,d>a,c

Past(b) 63(39.4) 2.89±0.54 2.92±0.51

Past +Present(c) 33(20.6) 2.22±0.55 2.28±0.54

No experience(d) 40(25.0) 2.81±0.41 2.84±0.40

Present

cGVHD

limited(a) 7(4.4) 2.41±0.28 21.95
(<.001**)

c>b

2.50±0.26 20.76
(<.001**)

c>b
extensive(b) 50(31.3) 2.28±0.59 2.34±0.58

None(c) 103(64.4) 2.86±0.49 2.89±0.47

Readmission
Yes 114(71.3) 2.62±0.60 1.37

(.173)
2.66±0.58 1.38

(.171)No 46(28.7) 2.76±0.53 2.80±0.51

<Table 5>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160)

  *p<0.05, **p<0.01. FACT-BMT,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 module; HLA, human leukocyte antigen; cGVHD, chronic graft-versus hos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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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후 교육만족도 및 교육요구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현재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식 후 원하는 추가 교육 및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6>과 같다.

  현재 진행되는 교육 즉, 이식 후 코디네이터로부터 받는 퇴원 안내 교육과 외래 방

문시 해당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에 대한 전체 이식 환자의 만족도는 89.4%가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교육 이외에 추가하거나 자세히 듣기를 원하는 교육내용은 이식 후 1

년 미만인 군에서는 신체증상관리(50.0%), 영양상담(24.1%), 심리상담(14.8%) 순서였고, 

이식 후 1년~3년인 군은 신체증상관리(39.6%), 심리상담(30.2%), 영양상담(18.9%) 순서

였고, 이식 후 3년 이상인 군은 신체증상관리(39.6%), 영양상담(24.5%), 심리상담

(22.6%) 순서였다. 

  전체 이식 환자의 원하는 교육방법은 전문적인 개별상담(46.3%)과 지속적인 교육자

료 발송(3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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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1 yr 
(n=54)

1~3yr 
(n=53)

> 3yr 
(n=53)

Total
(n=160)

n(%)

Education Very useful 25(46.3) 29(54.7) 22(41.5) 76(47.5)

satisfaction Useful 22(40.7) 21(39.6) 24(45.3) 67(41.9)

Moderate 7(13.0) 3(5.7) 7(13.2) 17(10.6)

Desirable Physical 27(50.0) 21(39.6) 21(39.6) 69(43.1)

education Psycho 8(14.8) 16(30.2) 12(22.6) 36(22.5)

content Diet 13(24.1) 10(18.9) 13(24.5) 36(22.5)

Business or 

School return
6(11.1) 4(7.5) 5(9.4) 15(11.5)

Sexual 0(0.0) 2(3.8) 1(1.9) 3(1.9)

Other 0(0.0) 0(0.0) 1(1.9) 1(0.6)

Desirable

education

Expert 

counseling
26(48.1) 24(45.3) 24(45.3) 74(46.3)

method Sending leaflet 23(42.6) 18(34.0) 20(37.7) 61(38.1)

Surviva's 

meeting
3(5.6) 4(7.5) 3(5.7) 10(6.3)

Open lecture 2(3.7) 5(9.4) 3(5.7) 10(6.3)

Other 0(0.0) 2(3.8) 3(5.7) 5(3.1)

<Table 6> Education Need after HSCT                                    

                                                                       (N=160)

 



- 29 -

V. 논의

  

  본 연구는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

인지 분석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상자의 이식 후 시점별 삶의 질

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이식 후 교육만족도와 요구도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1. 조혈모세포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이식 후 3년 이상인 군이 이식 후 1

년인 군과 1~3년인 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 이는 김은지(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른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회복 시점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Sutherland 

등(1997)은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이식 3

년 후에는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활기가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Bush 등

(2000)은 415명의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후 4년까지 종단적으로 삶의 질을 조사

하였는데 매년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삶의 질 기능은 이식 후 4년

에 회복된다고 하였다. Hensel 등(2002)은 대부분의 증상이 이식 후 3년에서 6년이 되

어야 정상화된다고 하였다. Syrjala 등(2004)은 이식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되어야 회

복이 된다고 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HLA 일치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

만, 이식 대상자의 88.1%가 HLA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이식이 진행됨에 따라 조

기 이식 생착을 돕고, 이식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조기회복을 돕는다고 할 수 있겠다. Deeg 등(2001)은 최근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발달

로 HLA의 일치정도가 분자유전학적으로 정확히 확인되고 새로운 전처치의 개발과 이

식편대숙주반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도입으로 점차 생존율의

향상과 낮은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식 후 1년인 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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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인 군의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식 후 합병증 및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이식 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식 후 달라진 신체상 및 변화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삶의 질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대상자가 전체 이식 환자의 1/3 정도에 그치며, 복귀 시점도 대부분 3년 이내이기 때

문에 이식 후 3년 이전의 대상자는 3년 이상인 군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

능적으로 삶이 질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삶의 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삶의 질을 보다 조기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증상 관리와 더불어 사회생활로의

복귀 및 적응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담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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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혈모세포이식 후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삶의 질이 여

성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Molassiotis 등(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선행 연구와는 결과가 상반된다(김성자, 2002; 김은지, 2006; 이순교, 2001; Sutherland 

등, 1997).  

  기혼, 미혼인 군이 사별, 별거, 이혼인 군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사별, 별거, 이혼인 군이 8명으로 적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송병은

등(2007)의 연구를 보면 전체 삶의 질, 신체적 안녕, 사회/가족 안녕, 기타 상태에서 사

별, 별거, 이혼 군이 미혼이나 기혼 군에 비하여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였다. 또

한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들에게는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강

혜령, 2004), 가족의 지지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이식 후 생활하는데 삶의 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강혜

령, 2004; 김성자, 2002; 김은지 2006; 안지원, 2009; Andrykowski 등, 1995; 

Molassiotis 등, 1995,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오복자(1998)는 골수이식의 치료비용으

로 인한 경제적 파탄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직업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

수의 선행연구(김성자, 2002; 김은지 2006; 이순교, 2001; 장정현, 2006; Andrykowski 

등, 1995; Molassiotis 등, 1995,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장정현은 직업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은 대상자가 이식 후 일반인처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역할 수행에 대한 삶의 질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

였다. Marks 등(1999)은 20명의 타인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식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대상자의 75%가 직업에 복귀하였으며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사회적 지지의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이식 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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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경과 시기는 30.58개월이었다. 이 중 직업을 복귀한 사람은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고

34.4%이었다. 이식 후 직장으로의 복귀 소요시간이 3년 이내가 전체 직업 복귀자의

83.6%임을 감안하면, 이식 후 시기가 경과될수록 직업복귀가 더 가능해짐에 따라 삶의

질 점수도 더 높아질 것이다.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이식 후 시기, 이식편대숙주질

환의 경험, 현재 이식편대숙주질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식 후 시기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강혜령, 2004; 김성자, 2002; 김은지, 2006; 이순교, 2001; 송병은 2007; 

Belec, 1992; Bush, et al., 2000; Hensel, et al., 2002; Syrjala, 1993; Sutherland, et 

al.,1997).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험, 현재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여부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Chiodi 등(2000)과 이순교(2001)의 연구에서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Baker 등(1994)은 과거에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

거에 경험한 사람보다 현재 경험하거나, 과거와 현재 모두 경험한 사람의 삶의 질 점

수가 더 낮았다. Pallua 등(2010)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100명을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이식편

대숙주질환은 골수이식 환자보다 말초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서 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말초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가 골수이식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낮다

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식자원에 따른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재입원 경험과 삶의 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Wolcott 

등(1986)과 김은지 (2006)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지만 Belec(1992)의 연구와는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삶의 질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선행

연구(김성자, 2002; Byar 등, 2005)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Andrykowski 등(1995)과 김

은지 (2006)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 설계의 차이와 조혈모세포이

식 후 경과 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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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혈모세포이식 후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이식 환자의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교육 즉, 이식 후 코디네이터로부터 받는 퇴원 안내 교육과 외래 방문시 해

당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89.4%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교육 이외에 추가하거나 자세히 듣기를 원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전체

이식 환자의 43.1%가 신체증상관리를, 22.5%가 영양상담과 심리상담을 원하였다. 이식

후 시기별로 원하는 교육내용은 이식 후 1년인 군과, 1년~3년인 군, 3년 이상인 군 모

두 1순위로 신체증상관리를 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상담 또는 영양상담이었다.   

신체증상관리를 가장 큰 관심사로 꼽은 이유는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큰 경험을 겪은

이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재발에 대

한 걱정과 추가 질환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추가로 원하는 교육방법은 전체 이식 환자의 46.3%가 전문적인 개별상담을, 38.1%가

지속적인 교육자료 발송을 원하였다. 

  이식 후 대상자가 여전히 신체증상관리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이 전문적인 개별상담

을 원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식 후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식 후 적절한 신체증상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진의 추가 상담과 교육자료의 주기적인

홍보 및 발송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대상자의 현

재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대상자는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식 후 시기별 신체증상 관리와 면역상태에 따른 영양관리, 이식 후 변화되

는 심리상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개강좌를 하거나, 외래 진료시 대기실에 교육자료를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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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ACT-BMT 도구를 이용한 두 가지 측정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FACT-BMT(version4)를

이용하였다. 삶의 질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FACT-BMT Scoring Guidelines에 따라

37문항만을 점수화한 방법(FACT-BMT 37문항)과 선행연구(강혜령, 2004; 송병은 등, 

2007)처럼 총 50문항을 점수화한 방법(FACT-BMT 50문항)으로 시점별 삶의 질을 분

석하고 이러한 방법 간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이식 후 3년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BMTS(Bone marrow 

transplant subscale), FACT-BMT 37문항, AC(Additional Concerns)와 FACT-BMT 

50문항의 점수는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 외 신체적 영역, 사회/가족적 안녕, 

정서적 안녕, 기능적 안녕의 삶의 질은 이식 후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FACT-BMT(version4)를 이용한다면, 

점수측정방법으로 FACT-BMT Scoring Guideline에 따른 점수측정방법과

(FACT-BMT 37문항)과 선행연구의 점수측정방법(FACT-BMT 50문항) 모두를 추천

한다. 단, FACT-BMT 37문항의 경우,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의 빠른 응답과

보다 집중된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FACT-BMT 50문항의 경우, 비록

문항수는 많지만 다양한 응답을 얻을 수 있기에 대상자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

고자 할 때 보다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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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비교⦁조사연구이다. 조사 대상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서울소

재 S대학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된 환자로써 2011년 4월

2011년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Fu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MT Scale(FACT-BMT) version 4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의 차이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된 군이 이식

     후 1년~3년 미만인 군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신체적 안녕,  

     사회/가족적 안녕, 정서적 안녕, 기능적 안녕의 삶의 질은 이식 후 시기별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성별,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이식전 직업, 이식후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 교육, 종교, 직장이나 학교로의 복귀시간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 이식 후 시기, 이식편대숙

     주질환의 경험, 현재 이식편대숙주질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 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중 진단명, 이식종류, HLA match, 방사선조사유무, 재

     입원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이식 환자는 현재 교육에 대해 89.4%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추가 교육으로 신

     체증상관리와 영양상담, 심리상담을 원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전문적인 개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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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지속적인 교육자료 발송을 원하였다.

  7) FACT-BMT(version 4)의 점수측정방법으로 FACT-BMT 37문항과

     FACT-BMT 50문항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두 가지 측정방법 모

     두 이식 후 3년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 그

     외 신체적 영역, 사회/가족적 안녕, 정서적 안녕, 기능적 안녕의 삶의 질은 이식

     후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부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 위해서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경과 시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알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3)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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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RB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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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FACT-BMT(version 4) 도구 승인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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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FACT-BMT(version 4) Scor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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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후 시기별 삶의 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종양간호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현재 서울성모병

원 BMT (조혈모세포이식) 센터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이식시기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무엇이며, 시기별 삶의 질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안을 마련하고 지지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연구에 동의하신다면, 본 연구자는 연구목적으로만 귀하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것입니다. 단, 열람내용과 귀하의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의일 : 2011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 (서명)

2011년 3월

연구자 : 허 숙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종양간호 석사과정

연락처 : 2258-2749

raphaela@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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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동안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슬프다.

2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3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

다.

4 불안하고 초조하다.

5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6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

다.

7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집안 일 

포함)

8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9 삶을 즐길 수 있다.

10 내 병을 받아들였다.

11 잠을 잘 잔다.

12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

게 한다.

13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14 기운이 없다.

15 속이 메슥거린다.

16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

어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17 통증이 있다.

18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Ⅰ. 다음은 귀하와 동일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질병관련 내용들 입

니다. 지난 7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장으로~



- 53 -

지난 7일 동안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몸이 아픈 느낌이다.

20 자리(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21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22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을 받는다.

23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24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25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

족한다.

26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 (배우자

가 없는 경우는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27

*현재 당신의 성생활 정도와 상관

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아래 질문에 답

해주십시오. 만약 답하고 싶지 않

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주십시

오.

성생활에 만족한다.

28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 지가 걱정

된다. (집안일 포함)

29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느낌이다.

30
이식 받은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까봐 걱정이 된다.

31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효과가 

더 나쁘다.

다음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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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동안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식욕이 좋다.

33 내 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34 나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다.

35 쉽게 피로하다.

36 섹스에 대해 흥미가 있다.

37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38 담당 간호사를 신뢰한다.

39 골수이식 받은 것을 후회한다.

40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할 수 있다.

41
나는 어떤 일(예를 들면 독서와 

같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42
나는 자주 감기에 걸린다. (감염

된다.)

43 눈이 침침하다.

44 식성(미각)이 변하여 괴롭다.

45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46 숨이 찰 때가 있다.

47 가려움증 때문에 괴롭다.

48 변 보기가 어렵다.

49
내 병으로 인해 나의 가까운 가족

이 곤란을 겪는다.

50 치료비가 부담이 된다.

다음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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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십시오.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는 기타란에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생년월일 :  ______ 년 ______ 월 ______ 일

2. 성 별 :  □ 남자 □ 여자

3. 교육정도 :  □ 무학 □ 초등졸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4. 결혼상태 :  □ 미혼 □ 기혼 □ 사별 □ 별거 □ 이혼 □ 기타

5. 종 교 :

   1) 종교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해당 종교에 “O” 표시해 주십시오.)

              □ 없다.    □ 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2) 현재 귀하에게 신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 ~ 10점 기준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점수에 “√”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6. 경제적 능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 매우여유롭다.  □ 여유롭다.  □ 그저그렇다.  □ 비교적어렵다. □ 매우어렵다.  

 

7. 직 업 : 

  1) 조혈모세포이식 전

        □ 전문직 □ 상업 □ 농업 □ 무직 □ 주부

        □ 학생 □ 공무원 □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

  2) 조혈모세포이식 후

        □ 전문직 □ 상업 □ 농업 □ 무직 □ 주부

        □ 학생 □ 공무원 □ 기타(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

다음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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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문에 해당 되시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이식 후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셨습니까?

        □ 6개월 이내 □ 6개월 ~ 1년 이내 □ 1년 ~ 2년

        □ 2년 ~ 3년 □ 3년 ~ 4년 □ 4년 이상

9. 조혈모세포이식 후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 후 코디네이터(이식전문간호사)로부터 받은 퇴원 안내 교육과

     외래 방문시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귀하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된다.      □ 보통이다.  

        □ 도움이 안된다.         □ 매우 도움이 안된다.

  2) 위의 교육 내용에 추가되거나 또는 자세히 들었으면 하는 교육내용이 있으십니

    까? (한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신체 증상 관리 □ 심리상담 □ 성상담

        □ 직장/학교 복귀 □ 영양상담

        □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위의 교육내용을 다음의 어느 방법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환우 자조 모임 □ 공개강좌 □ 지속적인 교육자료 발송

        □ 전문적인 개별상담 □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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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roup1.(이식 후 3개월~1년)  Group2.(이식 후 1년~3년)  Group3.(이식 후 3년 이상)

Ⅲ. 연구자 자료조사 내용

    1. 조혈모세포이식 당시 진단명

       ① 급성 골수성 백혈병 ② 급성 림파구성 백혈병 ③ 골수이형성 증후군

       ④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⑤ 다발성 골수종 ⑥ 만성 골수성 백혈병

       ⑦ 림프종 ⑧ 기타 (_____________)

    2. 처음 진단 받은 시기 :   ___________ 년 ___________ 월 ___________ 일

    3. 조혈모세포이식 시기 :   ___________ 년 ___________ 월 ___________ 일

    4.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시기 :   ___________ 년 ___________ 개월

    5. 조혈모세포이식 유형 :

       1) Type

          ① 타인이식 ② 형제이식 ③ 자가이식 ④ 부모/자식 이식

       2) Source

          ① PB            ② BM          ③ Cord        ④ 기타

       3) HLA match

          ① Full-match     ② Major mismatch  ③ Minor mismatch  ④ Haploid

    6.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 전에 받은 항암치료 횟수 : _________ 회

    7. 전처치 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가?

          ①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8. 조혈모세포이식 후 숙주반응

       1) 숙주반응 경험

          ① 현재 있다.       ② 과거에 있었다.       ③ 과거와 현재 모두 있다.

          ④ 경험한 적이 없다.

       2) 현재 숙주반응 발현정도

          ① Limited         ② Extensive            ③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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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입원 횟수

       1) 없다.                    

       2) 있다.  :   

                  ① 횟수 ____________ 회

                  ② 이유 : 가) 이식편대숙주반응 나) CMV 감염 다) 열

                            라) 폐렴 마) 기타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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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of Life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Recipients 

Throughout Recovery Trajectory

                                         

                                        Her, Sook

                                           Department of Oncology Nursing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and compare quality of life (QOL) throughout the 

recovery trajectory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for pa-

tients with hematologic disorders.  

This study utilize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mparative research design 

with 160 patients who had received HSCT at a single center in Seoul, Korea. The 

research applied a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MT Scale 

(FACT-BMT),Version 4. It consisted of 50 items (FACT-BMT 50) including 37 

core items (FACT-BMT 37) intended to measure QOL.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using SPSS 15.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3 years or more group had a better quality of life compared to t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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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nd 1-3 years after HSCT groups. 

2) Gender, marital status, economic status, job before transplantation and job af-

ter transplantation were correlated with quality of life.

3) Experience of GVHD and present status of GVHD were correlated with qual-

ity of life.

4)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present education status. However, 

they wanted more physical symptom management as well as diet and psychological 

symptom counseling. They noted that they preferred expert counseling and sending 

leaflets as educational methods.

5) FACT-BMT 37 questionnaires and FACT-BMT 50 questionnaires were sim-

ilar for assessing HSCT recipients’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QOL after 

HSCT were gender, marital and economic status, experience of GVHD and whether 

the patients had a job before and after HSCT. Another factor was whether the pa-

tients suffered from GVHD at the time of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HSCT recipients were interested in their physical symptom management. They also 

wanted to be individually and professionally educated by experts and/or receive ed-

ucational material continuously.  To improve QOL of HSCT recipients,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and multidimensional support programs is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