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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

인을 확인함으로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A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진행을 허가 받아(과제

번호 2012-0232)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주간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일개 종합병원 혈액내과를 방문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5년 이내의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

여 수거하였다. 통계 분석은 Window용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증, 독립 변수와 외상 후 성장간의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은 여성, 종교 활동 정도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사 상담을 이용한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

건 충격 정도 하위 요소 중 이식에 대한 반복된 생각을 반영하는‘침습적 사고’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는 모두 외상 후 성장 총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관련성이 입증된 변수를 포함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

하며, 모형의 설명력은 50.5% 였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인 지지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 간호사 상담 이용, 

침습적 사고, 종교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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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수준은 회귀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지고 있고 외상사건에 대한 반추 

및 종교적 활동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 시

키기 위해서 의료인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간

호사 상담 이용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반추를 촉진 시킬 

수 자조 모임, 글쓰기, 인지 행동 치료, 명상 등도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외상 후 성장, 조혈모세포 이식, 암 생존자,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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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1968년 중증 면역결핍성 질환을 가진 환아 에게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

행한(Thomas, 1994) 이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악성 혈액 질환의 치료법 중 하

나로 발전해 왔으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대상 질환은 백혈병부터 시작하여 림프

종, 빈혈, 골수부전 증후군 등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건

수는 매년 약 10%가량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1877건이 

시행되었으며(병원 조혈모세포 이식 간호사회, 2011) 전세계적으로는 연 4만-4만 5

천건 이상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어 조혈모세포 이식 생존자들은 해마다 수만 

명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Copelan, 2006; Rizzo 외, 2006; Majhail 외, 2012).  

그러나 조혈모세포 이식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지각 될 수 있다. 이식 전 

처치 약물의 부작용으로 피로, 불임, 폐질환 등을 경험할 수 있고 면역억제제의 복용

으로 인해 장기간 감염에 취약해지게 된다. 또한 이식 편 대 숙주반응, 재발 및 이차 

암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며 불안과 우울, 피로, 성 기능 장애, 직장 복귀의 문제, 역할 

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삶의 질은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Andrykowski 외, 1995; Molassiotis 외, 1999; Watson 외, 2004). 뿐만 아니라 조

혈모세포 이식환자의 5-19%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험이 회피, 과 각성, 감정 둔

화, 사건의 재 경험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Mosher 외, 2009).  

최근 PTSD와 반하는 관점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뒤 오히려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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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변화하고, 대인관계가 확장되며, 더욱 친밀해지고, 자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Tedeschi 와 Calhoun(2004)은 

이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 

경험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정신사회적 삶의 질 저하

나 우울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승미, 2008; Silva 외, 2011). 이때 심각

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 사건이란 사고, 전쟁, 자연 재해 뿐 아니라 암의 진단과 

치료도 포함 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존재한다(Weiss 외, 2004; Widows 외, 2005; 

김희정, 2008). 

국내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중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고 

관련 변수도 대처(양어진, 2009; 한인영 외, 2011), 성격(김희정, 2008; 전보람, 

2012), 삶의 의미(송주연, 2010; 전보람, 2012) 등 주로 심리적 요인의 규명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한 국

내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들도 

소수이며 횡단적 연구(Nenova 외, 2011)와 종단적 연구(Tallman 외, 2010), 전후 

비교 연구(Widows 외, 2005)로 연구 방법이 상이하고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측정

된 변수는 사회적 지지뿐 이기 때문에 기타 관련 변수에 대해서는 비교나 결과의 해

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을 측정하고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간호에 초점을 맞춘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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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

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정도를 파악한다. 

2) 개인적 특성, 외상의 평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

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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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은 양적, 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골수 조혈기능을 회복시키기 위

해 고 용량 항암요법과 방사선 조사 후 정상 조혈 전구세포(Hematopoietic 

progenitor cells)를 주입(이식)하는 방법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크게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은 고 용량의 항암 치료 후 적합한 타인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다

(김동집, 1998; 민우성 외, 1990).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과거 골수를 활용하던 골수이식의 영역을 넘어서 현재는 

말초, 제대혈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조혈모세포를 이식원으로 활용하여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악성 혈액질환과 림프

종, 불응성 자가 면역 질환, 고형암 등 여러 영역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아

(대한혈액학회, 2006),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은 

5561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5년 생존률은 혈연간 이식에서 

46%, 비 혈연간 이식에서 33%로 보고되었다(Jagasia 외, 2012).  

그러나 조혈모세포의 생착 및 이식 편대 숙주반응 예방을 위한 이식 전 처치 약

물로 인해 피로, 불임, 심장질환, 폐질환, 신경독성, 소화기계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

고 면역억제제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장기간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지만 

이러한 전 처치에도 불구하고 이식 편대 숙주반응의 발생률은 약 40%에 이른다. 뿐

만 아니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이차 암(Secondary malignancy)의 발생률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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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보고들이 있고(Rizzo 외, 2009),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도 급성 백혈병에서는 

20-30%의 재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대한혈액학회, 2006).  

정신사회적 문제도 간과 할 수 없다. 이식 후 1년 이내의 약 40-50%의 환자에

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한다는 보고들이 존재하며(Syrjala 외, 1993; Leigh 외, 1995; 

McQuellon 외, 1996), 성 기능 장애, 직장 복귀의 문제, 역할 수행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삶의 질은 저하되어 있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Andrykowski 외, 1995; Molassiotis 외, 1999; Watson 외, 2004). 244명의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31%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적 영역과 정신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

의하게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식 당시 나이가 25세 이상일 경우, 

이식 편 대 숙주반응이 존재할 경우, 치료로 인한 장기 효과(Long term effect)가 나

타난 경우, 이식으로부터 기간이 5년 미만인 환자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Chiodi 외, 2000).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5-19%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종결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발전한다는 보고도 있어(Mosher 외, 2009), 환

자들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질환의 치료와 더불어 장기적인 신체적 문제, 부정적인 

정서변화, 삶의 질 저하 등을 함께 경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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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상 후 성장 

 

1) 외상 후 성장의 개념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뒤 오히려 삶의 가치가 변화하고, 대인관계

가 확장되며, 더욱 친밀해지고, 자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함에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Rothbaum 등(1991)이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강간 피해 2주 후에는 94%의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호소 하지만 6개월 후에는 41.7%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호소가 감소한다. 

이렇듯 외상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외상 사건을 무사히 넘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은 유익발견, 지각

된 유익, 스트레스 관련 성장, 극복력, 긍정적 심리변화, 외상 후 성장 등의 다양한 용

어로 설명해왔다(김희정, 2008).  

그 중에서도 Tedeschi 등(2004)은 이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상 사건은 외상 이전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과 타인, 그 관

계와 세계를 보는 관점에 큰 변화를 일으켜 개인의 목표, 신념, 세계관등을 재구성시

킨다. 이는 의욕적인 성장적 반추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외상 사건을 경험하기 전 수

준 이상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edeschi 외, 2004; Kilmer, 2006; 송승훈 외, 

2009; Myerson 외, 2011). 특히 사건에 대한 반추는 사건 자체를 떠올리는데 머물

지 않으며 사건의 의미, 삶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으로 발

전하여 외상 전후의 삶을 통합하고 개인의 신념 등을 재구성 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

끌게 된다. 

외상 후 성장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생기는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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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등의 자기 지각에 대한 변화이다. 두 번째 변화는 외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를 느끼게 되어 이전에 비해 자신을 더 표현하

게 되고, 노출된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의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에 감사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아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영적인 존재를 더 크게 느끼는 인생관에 변화가 발생한

다(Kilmer, 2006; Tedeschi 외, 2004; 최승미, 2008; 송승훈 외, 2009; Myerson 외, 

2011). 이 같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Tedeschi 와 Calhoun (1996)은 외상 후 성

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개발하고, 그 결과 외상 후 성

장을 개인 내적 강점의 발견(Personal strength),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New 

possibilities), 대인관계 의미 변화(Relation to others), 삶에 대한 감사

(Appreciation of life), 영적 관심의 변화(Spiritual change)의 5부분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외상 후 성장 외에도 삶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유사 개념들이 존재 한다. 첫 번째로 극복력(Resilience)에 대해 

살펴 보면, 초기 개념은 어려움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균형을 찾고, 스트레스를 최소

화 하거나 대처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등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으로 파악되다가(Fine, 

1991; Heinzer, 1995), 스트레스나 위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이 환경

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가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극복력

이란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으로 이루지는 과정이라고 정의 되며(Dyer 외, 1985; Stewart 외, 1997; 김동희, 

2003),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며 타인,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변화해가는 점이 외상 후 성장과 유사하다.  

두 번째 개념은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로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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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계의 확장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 주요 개념이다(Reed, 1991). 이는 과거와 미

래를 통합하여 현재를 강화시키고, 내적으로는 자아 개념의 인식이 확장, 외적으로는 

타인의 삶을 생각한다는 Reed(1991)의 자기 초월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자기 초월 

이론은 말기 및 만성 질환자, 사별, 장애 등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적용되어 설명되었

으며 앞서 언급한 외상 후 성장과 같이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자기 개념, 대인관계, 

인생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암의 진단 및 치료도 하나의 외상 사건으로 지각 되어 암 환자 및 생존자들도 외

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으나(Zwahlen 외, 

2010), 이 중 다수의 연구가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rdova 등(2001)은 건강한 통제 집단과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

장 지수를 비교하여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지수가 높음을 보고하였고 (56.3

점 vs. 64.1점) 유사한 결과를 Sears 등(2003), Weiss 등(2004)의 연구에서도 확

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모두 유사한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와 같이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김희정(2008)과 양어진(2009)의 연구에서는 각각 평균 76.37점과 70.68점의 서

양 보다 높은 외상 후 성장 점수를 보고 하였고 논의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지각하

는 동서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양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모두 높았던 것은 아닌

데, Ho 등(2011)이 90명의 중국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의 평균이 43.02점으로 오히려 서양의 결과보다도 낮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유방암 진단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자의 66%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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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으로부터의 기간이 짧은 대상자의 특성 때문에 국내 연구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렇듯 동서양의 외상 후 성장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

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이 통제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대상자의 질환을 국한하지 않은, 모든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암의 종류나 완치율, 치료의 종류에 따라 외상 후 성장 정

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도에서 61명의 유방암, 두경부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조사

한 Thombre 등(2010)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 평균은 34.80 점으로 측정되었고 

Schroevers 등(2008)이 113명의 말레이시아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 평균은 73.12점, 우리 나라의 최주희(2011)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 

평균은 67.41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와 같이 이처럼 다양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Thombre 등 (201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2%가 예후가 좋지 않은 폐

암과 진단 및 치료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두경부 암이며 현재 치료 중인 환자

가 50%를 넘어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하게 

완치율이 낮은 췌담도계암 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외상 후 성장 정도는 평균 52점

으로 보고 되어(Moore 외, 2011), 매우 심각한 질환의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외상 

후 성장에 회의적일 수 있다는 Singer 등 (201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최주

희(201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60%가 완치율이 높은 유방암과 위암 등이며 응답

자의 약 70%가 여성이라서 좀 더 높은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에서는 평균 64점 이상의 높은 외상 후 성장이 보고 되

고 있다(Moore 외, 2011). 그러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조사한 연구는 국내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 연구도 매우 적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Widows 등(2005)의 연구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은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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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보고 되었고 Nenova 등(2011)의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은 62.2점으로 두 

연구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정도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의 대상자에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식 후 겪을 수 있는 문제 및 이식 후 자가 관

리 방법에 차이가 있어 위의 두 연구는 외상 사건으로서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성장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Tallman 등(2010)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종단적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식 후 9년이 

지난 환자들의 외상 후 성장 평균이 2년이 경과한 환자들의 외상 후 성장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74.2점 vs. 64.7점).  그러나 전체 273명 중 9년 추적 관찰이 

가능한 대상자는 25명으로 91%에 달하는 높은 탈락률을 가지며 유일한 종단적 연구

로 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질환의 종류, 질환

의 예후, 치료 상태에 크게 영향 받는다. 따라서 단일 진단 및 동일한 치료를 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자 수를 증가시켜 외생 변수를 통제시킨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외상 후 성장의 관련 요인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외상 후 성장 관련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첫 번째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변수로 외상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외상의 심각성, 외상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 등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성별, 학력, 사회

경제적 수준, 종교 등이 있다. 마지막은 심리적 변수로 외상 이전의 성격, 낙관성, 희

망, 자기 효능감, 대처 기전,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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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 사건 관련 특성과 외상 후 성장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있는 외상 사건의 특성은 사건으

로부터의 기간, 사건의 충격 정도, 사건에 대한 반추 정도 등 인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외상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과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종단적 연구가 적긴 하지만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

간이 길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고(Tallman 외, 2010, Danhauer 

외, 2012),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Moore 외, 2011; Nenova 외, 2011). 그러나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이나 측정 시기가 상이하여 결과의 비교가 쉽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Danhauer 등(2012)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으로부터의 1주, 6주 

그리고 13주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종단적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하였고, 췌담도계암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을 조사한 Moore 등(2011)은 진단 시와 6개월 후 측정치를 비교하였는데 두 시점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Tallman 등

(2010)의 연구는 이식 후 2년과 9년의 외상 후 성장을 종단적으로 측정하였고 시간

이 경과할수록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Nenova 등

(2011)의 연구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 대상자는 Tallman 등의 연구와 유사하게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지만 이식으로부터의 기간과 외상 후 성장을 상관분석 하였고 이식

으로부터의 기간과 외상 후 성장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외상 사건의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상 사건에 대한 평

가가 심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 연구(Sears 외, 2003; Bower 

외, 2005; Holgersen 외, 2010; Xu 외, 2011)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

(Widows 외, 2005; 김희정, 2008)가 혼재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진 등의 자

연 재해를 겪은 사람들이 재해에 대해 더 심각하게 평가 하는 것과 높은 수준의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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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장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Holgersen 외, 2010; Xu 외, 2011)와, 암에 대

한 외상 지각이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는 보고(Sears 외, 2003; Bower 외, 

2005)가 있다. 반면, 유방암의 진단을 얼마나 큰 외상 사건으로 지각했는지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고(김희정, 2008), 조혈모세포 이식 후 질병의 재발 또는 악화의 

위협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존재하여(Widows 등, 2005), 외상 사

건의 심각성 평가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추에 대해 살펴보면, 이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파괴적이지 않고, 

고차원적인 사건에 대한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이끈다(Tedeschi 외, 2004).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도 사건에 대한 반추의 빈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글쓰기,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반추를 

촉진 시키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는 중재로 제안되기도 하였다(Calhoun 외, 

2011; Cann 외, 2011; Stockton 외, 2011). 

이와 같이 외상 사건 관련 특성 중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만이 외상 후 성장과 

일관되게 유의한 관계가 있고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이나 심각성 평가는 관련 연

구가 적고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하여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외상 후 성장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각각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상자의 연령은 가장 논란이 많은 변수로 외

상 후 성장과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Cordova 외, 2001; Bower 외, 2005; 

Widows 외, 2005; Bellizzi 외, 2006; Danhauer 외, 2012)들이 존재 하는 반면, 상

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김희정, 2008; Turner-Sack 외, 2012) 오히려 정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Carver & Antoni, 2004; 최승미, 2008; 최주희, 2010)

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국외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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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

령과 외상 후 성장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낮은 연령에서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크다는 선행 연구에

서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되면 남

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하게 

되어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Cordova 외, 2001; Widows 

외, 2005; Bellizzi 외, 2006). 반대로 높은 연령에서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결과

를 보고한 Tallman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영적 변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식 이전의 평안한 삶에 대한 감사도 어린 사람들보다 크고, 살아온 기간

이 길어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

이 측정 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여성에서 외상 후 성장을 일으키는 선행 과정

인 사건의 반추 빈도가 남성보다 높고, 타인에게 자신을 더 드러냄으로써 감정의 해

소와 위안을 얻고 지지 받으며, 개인의 삶에서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가 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김희정, 2008; 최승미, 2008; Tallman 외, 2010; 

Schmidt 외, 2011; Hungerbuehler 외, 2011; Xu 외, 2011; Ai 외, 2012).  

교육 수준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 수준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었지만 일부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의 정도가 높거나(Xu 외, 2011; Wang 외, 2012),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외상 후 성

장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Weiss, 2004; Widows 외, 2005; Bellizzi 외, 2006)도 존

재한다. Bellizzi 등(2006)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여성에서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은 연구 결과에 대해 주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성립할 여지가 많아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클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외상 후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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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환

자와 대학교 이상 졸업한 환자 사이에 지식적인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 수준이 수입이나 직업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 수준 단독으로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종교 및 영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종교 활동의 정도

나 종교 추구가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일

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김희정, 2008; 최승미, 2008; Prati 외, 2009; Lelorain 외, 

2010; Tallman 외, 2010; Thombre 외, 2010; Schmidt 외, 2011; Ai 외, 2012). 또

한 종교적 대처는 모든 하위 요소들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어 외상 후 성장에 

종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Calhoun 외, 2000). Tedeschi 등(2004)이 

정의한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 사건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목표와 신념이 

외상 후 성장을 이끌며, 외상 사건으로 인한 고통의 조절은 외상 후 성장에 필수적이

다. 실제로 종교 활동의 빈도가 높거나 종교 추구 활동을 하는 환자들 중 종교적 신

념이 뚜렷하여 고통의 의미에 대해 자문하며 질병과 치료 과정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

아들이는 환자들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 추구를 하는 대상자의 특성이 외상 

후 성장에 선행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 선행 연구에서 종교 추구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이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 나이와 교육수준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은 

상반된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반면, 여성과 종교 추구가 높은 

대상자에서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심리적 특성과 외상 후 성장 

심리적 특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중 먼저 대상자고유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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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겠다. Prati 등(2009)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103개 연구의 메타분석

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 중 낙관성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변수들의 효과는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이나 대상자의 연령, 성별에 따라 달라지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

어(Sears 외, 2003; Bellizzi 외, 2006) 외상 이전의 낙관적인 성격이 외상 후 성장을 

높인다는 이론을 완벽히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또한 기타 다른 성격 변수로 희망(최

승미, 2008; 송주연, 2010; Rajandram 외, 2011), 외향성과 개방성(Tedeschi 외, 

1995; Jaarsma 외, 2006; 김희정, 2008) 등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로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개인적 성격 외에 심리적 특성 변수로는 대처 방식이 있다. 이 중 긍정적 재구조

화를 통한 대처와(김희정, 2008; 최승미, 2008; Bussell 외, 2010; Schroevers 외, 

2010; Schmidt 외, 2011)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처(Widows 외, 2005; Dirik 외, 

2008; Schroevers 외, 2010; Büyükasik-Colak 외, 2012)가 잘 이루어질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결과를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Weiss 외, 2004; 김희정, 2008; Tallman 외, 2010; Bozo 외, 

2009; Schmidt 외, 2011; Scringro 외, 2011). 이 외에도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

지와 도구적 지지로 세분화 하여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도 존

재한다. 자세히 살펴 보면, 가사일 돕기, 재정 지원 등과 관련된 도구적 지지 만이 외

상 후 성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고(Nenova 외, 

2011),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모두 외상 후 성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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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연구도 있다(Schrovers 외, 2008).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만큼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외상 후 성장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중재 방법 모색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은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잘 인식하고 

성장 지향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다. 긍정적 재 구조화나 문제 해결 추

구의 대처 방법은 외상 후 성장이 진행되는 과정과 유사하며, 공고한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가능하게 하여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보다 정교한 반추의 촉진을 가

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특성 관련 변수들은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 후 

성장에 선행하는 변수들로 언급되었으며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상 후 성장과 

어느 정도 일관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한 중재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은 아직 생소하고 다양한 외상 사건을 대상으로 연구가 충분

히 이루어 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한 중재를 적

용한 연구가 많지 않아 인지행동 치료, 미술 치료,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소수의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  

 

(1)  인지 행동 치료 

Antoni 등(2001)은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10주간 인지 행동 스트레스 관리 중

재를 시행하였고 유방암 진단으로 인한 지각된 이익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도 인지 행동 치료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에 적용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Robert 등 (2009)은 메타 분석을 통해 외상 사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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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시행된 인지 행동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적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 향상에 대한 인지 행동 치료의 효과를 확

인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Knaevelsrud 등(2010)은 각각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일반인에게 온라인 기반의 인지 행동 치료를 적용하였고 대조군에 비해 외상 후 성장

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Zoelln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전반

적인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고 ‘개인 내적 강점의 발견’과 ‘새로운 가

능성의 발견’ 하위 요소에서만 부분적으로 향상되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인지 행동 치료의 적용 후 외상 후 성장 정도가 

향상 되었다는 것은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찾고 사건 자체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Knaevelsrud 등(2010)은 이 과정이 서술적 글쓰기를 통해 촉진되는데, 전기적 방법

이나 은유적 서술은 외상 사건 당시의 긍정적 이익을 탐색하고 사건의 경험을 통합시

키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2)  미술 치료 

미술 치료는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자

아를 발견하며 인생의 변화와 목표에 대한 내적 성찰과 임파워먼트를 촉진 시킬 수 

있다. 대상자는 외상 사건의 의미와 사건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에 관해 자문하고 이

를 미술을 통해 표현 할 수 있다(Garland 외, 2007; Singer 외, 2012).  

미술치료와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암환자를 대상으로 마음 챙

김 명상 과정과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Garland 등(2007)의 연구에

서, 두 가지 중재 모두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켜 미술 치료가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Singer 등(2012)의 악성 혈액 질환 환자

들을 22주간 미술 치료에 참여시키고 대조군과 미술 치료 참여군의 외상 후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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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

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백혈병과 같이 매우 심각한 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외

상 후 성장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술 치료가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환의 환자에게 중재로 적용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마음 챙김 명상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초점을 맞춘, 목적적이고 무비판적인 인식에 기반한 프

로그램으로 명상, 토의, 요가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아, 생각, 몸에 대한 인

식을 깊게 한다(Garland 외, 2007). 마음 챙김 명상과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Garland 등(2007)의 연구에서 두 가지 중재는 모두 외상 후 성장을 촉진

시켰지만 마음 챙김 과정이 미술치료보다 스트레스, 우울과 분노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유방암 생존자 170명을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과 마음 

챙김, 긍정적 암 대처와의 모형을 검증한 연구가 존재하며(양어진, 2009), 이를 간호 

중재로 제안하였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토의를 통해 앞서 언급한 심리적 

특성인 외향성과 개방성(Tedeschi 외, 1995; Jaarsma 외, 2006; 김희정, 2008)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지지도 받을 수 있으며 인지 행동 치료나 미

술치료와는 다르게 별도의 준비나 비용 소요가 적어 병원에서 적용하기 용이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 후 성장의 관련 변수는 다양하며 관련 여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욱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낙관성, 개방성, 대처기전 등의 개인적 특성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을 촉진하는 변수로 의료진이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성격이나 대처기전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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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여 외상 후 성장 정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심각성 평가, 사회적 지지

와 의료진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과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료진이 시행 가능한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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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적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의 A 종합병원의 성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중 선정기준에 적 

합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자로 하였다. G-Power 3.1.0을 이용한 최

소 대상자 수는 88명(효과의 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이며 탈락률을 고

려하여 100명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4월 9일부터 혈액내과 외래를 방문 예정인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명부를 작성하는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선정 기준 

 

 나이가 18세 이상, 65세 미만 

 급성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부전증후군, 림프종 등으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자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Grade 2 이하로 거동이나 

ADL 수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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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2) 제외 기준 

 

 심각한 감염증, 만성 이식편 대 숙주반응, 재발로 치료 중인 자 

 이식 후 지속적으로 수혈 요구가 있는 자 

 2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은 자 

 

C.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변수(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정도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로 21개 문항으

로 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이다. 개인이 지각하는 외상 경험 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Likert 6점 척도로 측정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가 많은 것을 의미한

다.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대인관계 의미변화’, ‘개인 내적 강점의 변화’, 

‘삶에 대한 감사’, ‘영적 관심의 변화’의 5가지 하위 차원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에서는 송승훈(2007)이 대학생, 일반인, 군인, PTSD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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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검증 하였다. 전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hronbach’s α=.92였으며 하위 척도

들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Chronbach’s α=.83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는 Chronbach’s α= .96로 측정되었다. 

 

2) 외상 평가 

 

외상 평가는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을 사용하였다. Horowitz(1979) 등이 외상 관련 증상을 자기 보고식으로 작성 하도

록 하는 사건 충격 척도를 개발 하였고 현재까지 외상 경험을 측정하는데 전세계적으

로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Josep 외, 2000). ‘침습적 사고(Intrusion)’, ‘회피

(Avoidance)’ 2개의 하위척도를 가진 기존 도구에 Weiss와 Marmar(199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판별에 필수적인 ‘과각성(Hyperarousal)’의 6문항을 추가한 22

문항의 IES-R을 고안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합산 점수가 높

을수록 외상 사건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은헌정 등 

(2005)이 번안하여 대학생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Chronbach’s α=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hronbach’s α= .88로 확인되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평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PSS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외 중요한 타인으로부

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lumenthal 등(1987)이 고

안한 척도이다. 총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Likert 7점 척도로 평가하며 합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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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희정(2008)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hronbach’s α= .92였고 본 연구에서도 Chronbach’s α= .92이었다. 

 

4) 의료인 지지 

 

의료인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김옥수(1993)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

구를 신금미(2009)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지지 12문항

과 의료인 지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구에서 의료인지

지 척도 12문항만을 사용 하였으며 신금미(200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hronbach’s α=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hronbach’s α= .94로 측정되었다. 

 

5)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이식 관련 특성(이식 당시 연령, 진단명, 공여자, 

이식 후 재입원 경험 및 이유), 환자가 필요 시 이루어지는 이식 후 간호사 상담의 

이용 여부 및 그 이유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교육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문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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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구 도구 

변수 도구(저자, 연도) 문항 수 Chronbach’s 𝛂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척도 

(송승훈, 2007) 

21 .96 

외상 평가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 

(은헌정 외, 2005) 

22 .88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Blumenthal 외, 1987) 

12 .92 

의료인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중  

의료인 지지 척도 

(신금미, 2009) 

12 .94 

일반적 사항  14  

총 문항 수  81  

 

 

D.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4월 6일 서울의 A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진행

을 허가 받아(과제번호 2012-0232) 2012년 4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주간 자

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혈액내과 외래를 방문 예정인 환자의 의무기록을 

방문 전날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명부를 작성하는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외래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환자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이 끝난 후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였으며 설문지 수거 직후 사건 충

격 척도의 점수만을 합산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선별 절단점인 25점 이상 측

정되는 대상자를 감별하였다. 25점 이상이 측정된 총 19명 중 현재 불안 증상을 호소

하는 환자 1명은 추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에게 보고 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는 설문지 완료 후 3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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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동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총 105명이었고 이 중 연구 참여

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 4명과 설문 응답을 완료하지 못한 1명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2012년 6월 15일 100명의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다.  

 

E.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Window용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간 차이를 분석을 위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사

회적 지지와 사건의 충격 정도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고 외상 후 성장과 상관관계가 확인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이 입증된 변인들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외상 후 성장

에 대한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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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남성 56명, 여성 44명이었다. 대상자의 나이

는 평균 41.07세이며 61%가 기혼자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63%로 종교

가 있는 대상자 중 종교의 종류는 성별간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 활동 빈도는 여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232, Df=61, p= .029). 교육 정도는 고졸이 46명, 대

졸이상이 43명이었고 주부를 제외하고 분석한 이식 후 직장으로 복귀까지 소요된 시

간은 복귀 하지 못한 대상자가 24명으로 30%를 차지하였으며 이식 후 직장으로 복

귀까지 1년 미만이 소요된 대상자가 3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의 경우 

의료비와 생활비가 모두 부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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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 

변인 N (%) M SD Range 

나이(세)  41.071 12.394 19-61 

성별     

남자 56 (56)    

여자 44 (44)    

결혼여부     

기혼 61 (61)    

미혼 39 (39)    

학력     

중졸 이하 11 (11)    

고졸 46 (46)    

대졸 이상 43 (43)    

경제 수준     

의료비 및 생활비 부담 

의료비만 부담 

41 (41) 

29 (29) 

   

경제적 부담 없음 30 (30)    

종교     

기독교 26 (26)    

불교 

천주교 

없음 

25 (25) 

12 (12) 

37 (37) 

   

종교 활동 정도
*
     

주 1회 이상 23 (37)    

월 1회 이상   9 (14)    

연 1회 또는 미만  31 (49)    

직업     

학생 

사무직 

주부 

자영업 

무직 

14 (14) 

27 (27) 

20 (20) 

15 (15)  

24 (24) 

   

복귀까지 소요시간(주부 제외) 

1년 미만 

1년-2년 

2년 이상 

복귀 못함 

 

 32 (40) 

 15 (19) 

  9 (11) 

 24 (30) 

   

* 여성에서 유의하게 종교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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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진단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52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19명, 

골수이형성 증후군이 13명, 재생 불량성 빈혈이 12명, 림프종 등이 4명이었다. 공여

자는 형제인 경우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경우가 37명이었

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3년 이내인 대상자가 79%를 차지하였고 평균 31.35개

월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입원 경험에 대해서는 34명의 

대상자가 재입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숙주반응인 경우가 17명, 감염, 통

증 등 숙주반응 외 전신 상태의 악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20명이었다. 이중 

3명은 숙주반응과 감염으로 각각 2회 이상 입원한 적이 있다고 중복 응답하였다. 조

혈모세포 이식 후 간호사 상담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73명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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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N=100) 

변인 N(%) M SD Range 

진단명     

AML 52(52)    

ALL 19(19)    

MDS 13(13)    

SAA 12(12)    

NHL ect.  4(4)    

이식 시기     

24개월 이내 48(48)    

25-36개월 31(31)    

37-48개월 18(18)    

49-60개월 13(13)    

평균(개월)  31.351 13.795 12-60 

공여자     

형제 48(48)    

부모  9(9)    

자녀  6(6)    

타인 37(37)    

재입원여부와 이유     

입원한적 있음 34(34)    

이유: 숙주반응 17(50)    

이유: 감염 등 17(50)    

입원한적 없음 66(66)    

간호사상담 이용여부     

이용한 적 있음 73(73)    

이용한 적 없음 27(27)    

AML: 급성 골수성 백혈병, AL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MDS: 골수 이형성 증후군,   

SAA: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NHL ect: 림프종 및 혈구 탐식성림프조직구증(H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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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외상 후 성장 정도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여성에서 높았다. 따라서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총점 및 하위 요소 별 

점수를 성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표 4). 외상 후 성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외

상 후 성장 정도는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남성 

61.02점, 여성 73.07점으로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80, df=97.291, p= .007). 외상 후 성장의 하위 요소인 ‘새로운 가

능성 발견’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표 4>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남성 N=56, 여성 N=44) 

변인 범위 남성 

M(SD) 

여성 

M(SD) 

t 

외상 후 성장 총점 0-105 61.022 (25.201) 73.074(18.104) -2.780
**

 

전체 평균(SD) 66.320 (23.051) 

삶에 대한 감사 0-15 6.912(2.678) 8.021(2.006) -2.373
*
 

대인관계 의미 변화 0-35 19.704 (9.129) 23.568 (6.663) -2.450
*
 

새로운 가능성 발견 0-25 18.338 (7.559) 20.702 (5.539) -1.805 

개인내적 강점 변화 0-20 12.125 (5.121) 14.802 (3.548) -3.075
**

 

영적 관심 변화 0-10 3.951(3.113) 5.978(3.069) -3.259
**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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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상자의 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 및 의료인 지지  

 

사건 충격 정도 총점은 남성 14.55점, 여성 19.59점으로 성별간 유의하게 차이

가 있었다(t=-2.142, df=98, p= .035). 하위 요소인 ‘회피’와‘과각성’에서는 성

별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하위요소인 

‘침습적 사고’부분에서는 남성 4.25점, 여성 6.93점으로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33, df=98, p= .004).‘침습적 사고’을 측정하는 문항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조혈모세포 이식이 생각 난다. ’,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꿈들을 꾼 적이 있다. ‘, ‘조혈모세포 이식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한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의 선별 절단점은 25점이며(은헌정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남성 9명, 여성 10명이 25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성별 간 총점은 남성 63.75점, 여성 70.78점으로 여성에서 유의

하게 높게 측정되었고(t=-2.745, df=98, p= .007), 의료인 지지 정도는 성별 간 차

이가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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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 및 의료인 지지 (남성 N=56, 여성 N=44) 

 범위 남성 

M(SD) 

여성 

M(SD) 

t 

사건 충격 척도     

총점 0-88 14.551 (11.408) 19.589 (12.006) -2.142
*
  

회피 0-32 5.984 (5.489) 6.658 (6.502) -  .564  

과각성 0-24 4.322 (3.932) 6.002 (4.704) -1.944  

침습적사고 0-32 4.248 (4.244) 6.931 (4.891) -2.933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총점 12-84 63.748 (13.604) 70.776 (11.495) -2.745
**

 

중요한타인 4-28 21.482 (6.548) 24.612 (4.339) -2.866
**

 

친구 4-28 18.474 (5.834) 21.284 (5.744) -2.408
*
 

가족 4-28 23.802 (4.465) 24.888 (3.88) -1.285 

의료인 지지 12-60 47.071 (9.193) 49.411 (7.170) -1.387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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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과 외상 후 성장의 상관 관계 

 

외상 후 성장 정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종교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았고(r= .266, 

p= .008),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았다(r= .214, p= .032). 또한 

간호사 상담을 이용한 사람에서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r= .264, 

p= .008). 이 외에 나이, 경제적 상태, 이식으로부터의 기간, 재입원 여부, 숙주반응

으로 인한 입원 여부, 결혼 여부, 이식편의 종류는 외상 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과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  

 PTG 

총점 

나이 종교 

활동 

교육 

정도 

수입 이식 

기간 

재 

입원 

숙주 

반응 

PTG 

총점 

1        

나이   .035 1       

종교 

활동 

 .266
**
  .272

**
 1      

교육 

정도 

  .214
*
 -.257

**
 -.067 1     

수입   .062 -.162 -.041   .116 1    

이식 

기간 

-.099 .055 -.005 -.080 -.003 1   

재 

입원 

-.128 -.127   .020 -.167
*
 -.057 -.118 1  

숙주 

반응 

-.110 -.117   .058 -.225
*
 -.037 -.136  .925

**
 1 

간호사 

상담이용 

  .264
**
   .100   .036 -.158 -.026   .095  .056   .052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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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상관관계 

 

외상 후 성장 총점과 하위 요소가 각각 외상 평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

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사건 충격 정도 총점과 하위 요소 중 ‘회피’와 ‘과각성’은 외상 후 성장 총점 

및 하위 요소와 관계가 없었다. 반면 ‘침습적 사고’는 외상 후 성장 총점과 유의하

게 관련이 있었고(r= .232, p= .020), 대인관계 의미변화를 제외한 외상 후 성장의 

모든 하위 요소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 총점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으며(r= .538, p= .000), 

의료인 지지(r= .522, p= .000)도 외상 후 성장 총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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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상관 관계 

 
 사건충격 

총점 
   회피   과각성 

  침습적 

  사고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 

외상 후  

성장 총점 
.131 .052 .035 .232

*
 .538

**
 .522

**
 

삶에대한 

감사 
.184 .128 .078 .230

*
 .508

**
 .447

**
 

대인관계  

의미변화 
.071 -.001 .035 .149 .548

**
 .438

**
 

새로운  

가능성발견 
.161 .112 .016 .252

*
 .470

**
 .488

**
 

개인내적 

강점변화 
.106 -.011 .030 .252

*
 .515

**
 .563

**
 

영적관심  

변화 
.117 .059 .022 .200

*
 .304

**
 .292

**
 

* p<.05  **p<.01 

 

 

 

 

 

 

 

 

 

 

 

 



 

36 

 

G.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외상 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교육 정도, 종

교활동 정도, 간호사 상담 이용여부, 사건 충격 척도 중 침습적 사고, 사회적 지지, 의

료인 지지 변수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8). 교육 정도는 사회적 지지(r= .313, 

p= .001) 및 의료인 지지(r= .167, p= .042)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의료인 지지와 사회적 지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r= .478, p= .000).  

 

<표 8>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침습적 

사고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 

교육 

정도 

종교 

활동 

침습적 

사고 
1     

사회적 

지지 
  .051 1    

의료인 

지지 
-.036   .487

**
 1   

교육 

정도 
-.111   .313

**
   .167

*
 1  

종교 

활동 
  .148   .088 -.002     .067 1 

간호사 

상담이용 
-.007   .001   .058 -.158   .036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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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수의 회귀분석 

 

외상 후 성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9). 외상 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교육 정

도, 종교 활동 정도, 간호사 상담 이용여부, 사건 충격 척도 중 침습적 사고,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를 입력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상 후 성장 정도 및 

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에서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

별 변수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유의하며(F=15.439, 

p< .001), 모형의 설명력은 50.5%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

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인 지지(β= .349, p< .001)로 확인 되었고 

사회적 지지(β= .306, p= .001), 간호사 상담 이용(β= .256, p= .001), 침습적 사

고(β= .212, p= .006), 종교 활동 정도(β= .189, p= .012)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 분석 결과 공차한계 0.1 이하이거나 VIF 10 이상인 변수가 

없었으므로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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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수의 회귀 분석 

변수 B S.E β t  Adj R
2
 F 

상수 -67.846 15.095  -4.494 .505 15.439
**
 

성별     .510    3.661     .011       .139 

종교활동    3.730    1.455     .189      2.563
**
 

교육정도    3.482    2.398     .112      1.452 

침습    1.037     .365     .212      2.839
**
 

사회적지지 .536     .152     .306      3.518
**
 

의료인 지지 .957     .222     .349      4.307
**
 

간호사 상담이용   13.202    3.725     .256      3.544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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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외상 후 성장 정도 및 관

련 요인을 파악하여 외상 후 성장을 증진 시키는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계획되었으

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과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사건 충격 정도,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과 외상 후 성장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성 56명, 여성 44명이었으며 성별은 외상 후 성장 

및 관련 변수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7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의 A 종합병원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은 근접 모집단의 

성별 비율은 남성 54%, 여성 46%로 대상자의 성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숙

주반응의 경우, 본 연구 대상자 중 숙주반응으로 인해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는 17%

였으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숙주반응에 대한 Jagasia 등(2012)의 보고에 의하

면 이식 편 대 숙주반응의 발생률은 약 50%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모집단에 비

해 숙주반응이 없거나 적은 환자들이 연구 대상자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외상 후 성장 총점은 전체 평균 66.32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남자 61.02점, 여자 

73.07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7).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의 외상 후 성장 평균이 64.67점 (Widows 외, 2005), 62.2

점(Nenova 외, 2011)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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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암 환자 또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조사한 국내 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다(김희정, 2008; 양어진, 2009; 최주희, 2011). 그러나 Moore 등(2011)

이 언급한 것처럼 유방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췌담도계암, 전립선 암 환자에 비

해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러 암 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평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국내의 한 암 센터에서 진행한 국내 선행 연구(최주희, 2011)

는 대상자에 유방암 환자가 다수 포함되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은 한계를 가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김희정(2008)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양의 여러 연구에 비해 국내 

유방암 환자 대상 연구의 외상 후 성장 점수의 차이가 약 10점 가량 높은 것에 대해 

외상 후 성장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겪은 대상자들은 문화 별 큰 

차이 없이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방암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수술방법이나 보조요법의 종류, 완치율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국내 연구는 대부분 2000년 후반의 연구들인 것을 미루어 보아 단순히 동서

양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질환의 경과와 치료, 예후의 변화와 관련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요인

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이변량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외상 후 

성장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7), 종교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았다(p= .008).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았고(p= .032), 

이식 후 간호사 상담을 이용한 사람에서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p= .008). 여성에서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고 잦은 종교 활동 등 종교 추구가 높

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점은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희정, 2008; 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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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08; Prati 외, 2009; Lelorain 외, 2010; Tallman 외, 2010; Thombre 외, 

2010; Hungerbuehler 외, 2011; Schmidt 외, 2011; Xu 외, 2011; Ai 외, 2012). 그

러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성별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이변량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나 종교의 추구, 외상 사건에 대

한 반추 등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있는 여러 요인들이 여성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교육 수준의 경우 상관 관계 분석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교육 수준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이 정적 혹은 부적 상관

관계를 가지며(Weiss, 2004; Widow 외, 2005; Bellizzi 외, 2006; Xu 외, 2011; 

Wang 외, 2012), 본 연구의 대상자 중 89%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 특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어 교육 수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로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마지막 변수는 이식 후 간호사 상담 

이용 여부이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퇴원한 환자들은 감염, 숙주반응 및 일상생

활의 제한 등으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고 이식 후 관리 상담 간

호사와의 전화 통화 및 면담을 통해 관련 증상 및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식 후 상담을 이용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73명 중복 응답)에서 55

명이 증상 상담, 25명이 식이 관련 문의, 24명이 예방접종이나 당뇨 등 기타 건강 관

리, 22명이 검사 결과 상담 때문에 이용했다고 대답했다. 이식 후 간호사 상담 이용 

여부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 의료인 지지, 사회적 지지 다음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환

자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β= .256). 이는 외상 후 



 

42 

 

성장 향상을 위한 중재 중 마음 챙김 명상의 방법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을 통해 

자기 노출을 증가시켜 감정의 해소와 위안, 전문가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외

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 외상 평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상관

관계 

 

1) 외상의 평가와 외상 후 성장 

 

사건 충격 척도를 사용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외상 평가 결과, 남성 14.55점, 

여성 19.59점으로 성별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035). 하위 요인 중 유일하게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침습적 사고’는‘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조혈모

세포 이식이 생각 난다. ’,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꿈들을 꾼 적이 있다. ‘, ‘조

혈모세포 이식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등

으로 외상에 대한 반복적 사고를 측정하여 Calhoun 등 (2000)이 제시한 외상 후 성

장 모형에서 언급한 반추를 개념화 하여 평가할 수 있다(최승미, 2008). 연구 결과, 

‘침습적 사고’ 만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어 사건에 대한 반추가 외상 후 성장

에 선행된다는 Calhoun 등 (2000)의 이론과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최승미, 2008; Calhoun 외, 2011; Cann 외, 2011; Stockton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사건 충격 척도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더 큰 스트레스로 평가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선행 연구 (Sears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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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wer 외, 2005; Holgersen 외, 2010; Xu 외, 2011)와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적

인 점수와 외상 후 성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Widows 등(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사건 충격 정도의 평가는 외상 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본 사건 충격 정도에 대한 설문 진행 중에도 ‚생각만해도 이식할 때 냄새

가 나는 것 같아요.”  , ‚ 무균실에서 쓴 수건이랑 속옷은 다 버렸어요.‛ 라고 이야

기 하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은헌정 등(2005)은 사건 충격 척도를 이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선별 절단점을 25점으로 규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초과한 대

상자는 남자 9명, 여자 10명 이었다. 이는 전체의 약 20%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전체의 5-19%에서 외상 후 스

트레스를 경험한다는 Mosher 등(2009)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이 치료를 종료한,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더 많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와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최근 이론에서는 단순히 사회적 지지로 언급되었던 타인과

의 관계 경험이 사회 문화적 요소로 확장되어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 집단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지지로 정의되었다 (Tedeschi 외, 2008). 사회, 문화적 

요소로서의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와 의료인 지지 척도를 함께 이용하였고 중요한 타인, 친구, 가족 및 의료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이론 및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하였다 (Weiss 외, 2004; 김희정, 2008; Tallman 외, 2010; Bozo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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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ova 외, 2011; Schmidt 외, 2011; Scringro 외, 2011).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희정 (2008)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척도 중 가족의 지지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우리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타인, 가족, 친구의 사회적 지지

와 외상 후 성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세 하위 요소간 차이

는 없었다.  

 

C.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한   

중재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변수 중 중재가 가능한 

부분은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를 강화시키고 사건에 대한 반추와 이식 후 상담 이

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먼저 의료진의 지지를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능동적

인 상담, 지지그룹의 조성 및 자문가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대상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이전에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차이가 날 것이므로 이식 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지지 그룹에서 

경험을 이야기 하고 조언을 들어 환자들 간 지지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충격 척도의 ‘침습적 사고’문항으로 확인한 외상 사건의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킨다. 초반에는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반복 될 수 있으나 생각의 

정교화를 통해 사건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게 되며 이 과정을 표현적 글쓰

기가 도와 줄 수 있다고 Calhoun 등은 외상 후 성장 모델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자서전 형식의 글쓰기를 권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유사한 경험을 한 환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자신에게는 사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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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찾고 사건 자체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스키마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인지적 재구

조화를 도와 사건의 경험을 통합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Knaevelsrud 외, 2010). 

또한 미술 치료와 같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감정의 표현과 내적 성찰을 돕거나

(Garland 외, 2007; Singer 외, 2012),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외향

성과 개방성을 향상시켜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외상 후 성장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상담의 이용 여부는 관련이 있다. 그러나 상

담 서비스의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인터넷이나 환우를 통해 

얻는 정보가 충분하거나 연락처를 몰라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있었다. 근거나 출처

가 불분명한 정보를 이용하기보다는 정확하고 근거가 기반이 된 정보를 제공하고 환

자가 필요할 때 전문가로부터의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이식 후 퇴원한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문제를 확인

하고 상담한다면 이식 후 상담이라는 변수의 강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식 후 관리 교육 중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64

명이 이식 후 건강 검진으로 응답하여 이식 후 환자 간호 중 검진 계획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생애 주기 별 건강 검진 지침을 따르면서 추가로 이차 암 예방을 위

한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검진 시기나 예외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일관되게 상담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급여와 비 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항

목별 검진 기관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검진 결과는 하나의 기관에서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보관하면 지속적인 추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변수의 중재 외에도 대상자의 약 20%가 IES-R을 이용하여 평

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선별 절단점을 넘어선 것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IES-R 도구 단독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만 관련 증상의 호소가 있었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교육 중 추가로 원하는 분야

에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38명이 응답한 만큼 심리적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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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중재 중 하나

로 이식 후 환자에서 IES-R을 이용해 사건 충격 정도를 평가하여 고 위험 환자에게 

정신 건강 상담의 의뢰를 권할 수 있을 것이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나이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별 불균

등한 모집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소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10대 

조혈모세포 이식 환아와 본 연구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30-50대 조혈모세포 이식 환

자의 외상 후 성장을 비교하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나이에 관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anhauer 등(2012)이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종단적으

로 조사한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된다.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은 중증의 혈액 암 및 혈액 질환을 이미 진단 받은 환자들로 일련의 치료 과정

에서 외상 후 성장의 경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상 후 성장은 암 환자뿐 만 아니라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일어난다. 

Bishop 등(2007)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

와 환자는 유사한 수준의 사건 충격을 경험하지만 배우자의 외상 후 성장 정도는 환

자보다 낮은 것을 보고 하였다. 가족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실제로 가족 구성원

의 질환과 역할 상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함께 고통 받는 가족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족 사정을 통해 대처에 취약한 대상자를 감별하고 긍정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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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개발을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가족 구성원의 외상 후 성장 및 외상 평

가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승미(2008)의 연구에서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은 외상 경험으로

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보호하는 조절 변수로서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외상 후 성장의 정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촉진시키는지를 확

인 할 수 있다면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간호 중재가 실제적으로 더욱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요인을 탐색한 최초의 

연구이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숙주반응, 감염 등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

고 삶의 질이 쉽게 저하된다.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루어졌었으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성장의 개념으로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국외 선행 연구와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함으로써 동서양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이 경험하는 성장의 정도가 유사하

다는 것을 밝혔으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요인을 확

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관련 요인의 탐색 과정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 이와 관련한 중재의 필요

성을 상기 시켰다. 또한 이식 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이 더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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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상담 의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함을 직접적인 설

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의료인 지지, 반복적 사고, 종교 활동 정도, 이식 후 간호사 

상담 이용 등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있는 변수의 중재를 통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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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

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

자의 외상 후 성장 관련요인은 의료인 지지, 사회적 지지, 간호사 상담 이용, 이식에 

대한 침습적 사고, 종교 활동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외상 후 성장 정

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아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지고 있고 외상사건에 

대한 반추 및 종교적 활동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 제언 

 

1)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정도의 향상을 위해 의료인 지지 

와 사회적 지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간호사 상담 이용의 확대를 

제안 할 수 있다.  

 

2) 악성 혈액 질환 환자의 진단부터 이식 후까지 외상 후 성장의 경향을 종단적 

으로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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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아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4) 가족 사정을 통해 대처에 취약한 대상자를 감별하고 가족 대상의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5)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간호 중재가 실제적으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외상  

후 성장과 건강 증진 행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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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 연구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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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외상 평가 설문지 

 
 

1. 다음은 어떠한 사건이나 외상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당시를 떠올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래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증     상 

전혀 

없다 

드물

게 그

랬다 

가끔 

그랬

다 

자주 

그랬

다 

매우 

자주 

그랬

다 

1 조혈모세포 이식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

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2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 다른 일들로 인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생각

하게 되었다. 

     

4 조혈모세포이식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

고 느꼈다. 

     

5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띾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조혈모세포 이

식이 생각난다. 

     

7 조혈모세포 이식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

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8 조혈모세포 이식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

하면서 지냈다. 

     

9 조혈모세포 이식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10 싞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11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

해 노력했다. 

     

12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싞경 쓰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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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전혀 

없다 

드물

게 그

랬다 

가끔 

그랬

다 

자주 

그랬

다 

매우 

자주 

그랬

다 

13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핚 나의 감정은 무감

각핚 느낌이었다. 

     

14 마치 조혈모세포 이식 당시로 돌아갂 것처

럼 느끼거나 행동 핛 때가 있었다, 

     

15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

다. 

     

16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핚 강핚 감정이 물밀 

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17 기억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했다. 

     

18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9 조혈모세포 이식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

에도 식은땀, 호흡곤띾, 오심, 심장 두귺거

림 같은 싞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20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핚 꿈들을 꾼 적이 있

었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

꼈다. 

     

22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

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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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외상 후 성장 설문지 

 

2. 다음은 어떠한 사건이나 외상 이후 생긴 긍정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지입니다. 동

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겪은 심리적인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싞 후 해당란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경험 

못하

였음 

매우

조금

경험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매우 

많이

경험 

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핚지에 대핚 

생각이 바뀌었다. 

      

2 내 삶의 가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3 나는 새로욲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나 자싞에 대핚 싞뢰감이 커졌다.       

5 영적/정싞적 세계에 대핚 이해가 커졌

다. 

      

6 어려욲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 의지 핛 수 있게 되었다, 

      

7 내 삶에 대핚 새로욲 계획이 생겼다.       

8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

을 느끼게 되었다. 

      

9 나는 내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

하게 되었다. 

      

10 나는 어려움을 극복핛 수 있다는 확싞

을 갖게 되었다. 

      

11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

을 핛 수 있게 되었다, 

      

12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13 나는 매일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

었다, 

      

14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욲 가능성

을 접하게 되었다. 

      

15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핚 정이 더 깊어지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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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경험 

못하

였음 

매우

조금

경험 

조금 

경험 

보통 

경험 

많이 

경험 

매우 

많이

경험 

16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욳이게 

되었다. 

      

17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

게 되었다. 

      

18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19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싞이 강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 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욲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21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

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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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회적 지지 설문지 

 

3. 다음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가족, 친구,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느낀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아니

다 

대체로 

아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대체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필요핛 때 옆에 있어주는 

특별핚 사람이 있었다. 

       

2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특별

핚 사람이 있었다, 

       

3 내 가족은 나를 돕기 위해 짂심

으로 애썼다. 

       

4 나는 가족들로부터 필요핚 정서

적 도움과 지지를 받았다. 

       

5 나를 위로해 주는 능력이 있는 

특별핚 사람이 있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해 짂

심으로 애썼다. 

       

7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 핛 수 있었다. 

       

8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이야기 핛 

수 있었다. 

       

9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

구가 있었다. 

       

10 내 기분을 살펴 줄 특별핚 사람

이 있었다, 

       

11 가족들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

하도록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12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

기 핛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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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의료인 지지 설문지 

 

4. 다음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의료진의 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느낀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상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그

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대체

로 그

렇다. 

매우 

그렇

다 

1 의료짂은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삶에 대핚 긍정

적인 말과 희망을 갖도록 권유해 주었다 

     

2 의료짂은 내가 취핚 식이요법 및 치료 행위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었다. 

     

3 의료짂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

를 도와 주었다. 

     

4 의료짂은 내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확실하게 일깨워 주었다. 

     

5 의료짂은 내가 병원의 지시를 잘 수행하였을 

때 칭찬을 해주었다, 

     

6 의료짂은 나에게 의논핛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시갂을 내주고 응해주었다 

     

7 의료짂은 나와 같은 병을 가짂 사람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주었다. 

     

8 의료짂은 나를 인격적으로 졲중해 주었다.      

9 의료짂은 내가 사회 생홗에 잘 적응핛 수 있게

끔 충고를 해주었다. 

     

10 의료짂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11 의료짂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핛 수 있는 

사람이다. 

     

12 의료짂은 내가 불평을 핛 때 비판 없이 귀를 

기욳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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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일반적 사항 

 

5. 다음 항목을 읽고 해당 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１) 나이 

1) 현재 만_____세   

2) 이식 당시 만____세 

 

(２) 성별: 남자_____ 여자______ 

(３) 결혼상태  

1) 이식 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2) 이식 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４) 종교 

1) 종류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음 

2) 종교 홗동 정도  

①  1회/주 이상    ②  1-4회/월     ③  1-4회/년    ④  해당없음 

(５) 교육 정도 

①  무학  ② 초등졳  ③ 중졳   ④ 고졳  ⑤ 대졳 이상  ⑤ 기타 

(６) 직업 

1) 이식 전(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 

2) 이식 후(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 

3) 이식 후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데 걸린 시갂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1년   ③ 1-2년   ④ 2년-3년  ⑤ 3-4년  

(７) 가정의 경제 상태 

①  의료비와 생홗비 모두 부담된다.  ② 의료비만 부담된다.   

②  의료비와 생홗비 모두 부담 없다 

(８) 이식 당시 짂단명 

 ① 급성 골수성백혈병  ② 급성 임파구성백혈병  ③ 만성 골수성백혈병 

 ④ 만성 임파구성백혈병  ⑤ 골수 이형성 증후군  ⑥ 재생 불량성 빈혈     

⑦림프종     ⑧ 기타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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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    짂단 시기: _________년 ______월 

(１０) 이식 시기: _________년 ______월 

(１１) 이식편  ①형제로부터  ② 자녀로부터  ③ 부모로부터 ④ 타인으로 

(１２) 이식 후 재입원 경험 

①  없다   ② 있다 ____회: 이유(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___ 

(１３) 이식 후 관리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이용해보셨습니까? 

1) 이용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2) 이용하셨다면 어떤 문의 사항을 가지고 전화 연락 또는 방문하셨습니

까?(중복 표기) 

① 증상 상담 (이식 편 대 숙주반응, 감염, 통증 등) 

② 검사 결과 상담 

③ 치료 방법에 대핚 추가 정보  

④ 심리적 문제 (우욳, 불안 등) 

⑤ 식이 

⑥ 기타 건강 관리(예방 접종, 고혈압, 당뇨, 출산문제) 

⑦ 건강 식품 및 대체 의료 문의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표기) 

① 연락처를 몰라서 

② 이식 후 교육 내용이 충분해서 

③ 인터넷, 홖우 갂 연락하여 얻는 정보가 충분해서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１４)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상담, 교육 내용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

으십니까?(중복 표기) 

① 추후 건강검짂 

② 심리적 문제(우욳, 불안 등) 

③ 출산 관렦 문제 

④ 재홗  

⑤ 지지 그룹(홖우 모임 등)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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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traumatic Growth in the Survivors  

of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Jeon, Mi Jin 

Department of Oncology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Objective: Positive experiences after a traumatic event, Posttraumatic growth 

(PTG), are commonly reported in cancer survivors.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among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survivors.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PTG and determinants of it in 

allogeneic HSCT survivors.  

Methods: This is a cross sectional survey study using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One hundred allogeneic HSCT survivors (56 men, 44 women) 

were recruited from one major medical center located in Seoul. The mean time 

since transplantation is 31 month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June, 

2012 at the outpatient clinic.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Result:  The mean PTG score was 66.32, the women’s score was hig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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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 (p=.007). The higher level of PT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education status, frequency of religious activities, using Post HCT counseling by 

APN, impact of event ‘Intrusion’(reflects repeated think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upport from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PTG (β=.349, p<.001), followed perceived social 

support (β=.306, p=.001), using post HCT counseling by APN (β=.256, 

p=.001), ‘Intrusion’ (β=.212, p=.006), frequency of religious activity (β

=.189, p=.012). Gender and education status were not significant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50.5% of PTG in allogeneic 

HSCT survivors (p<.001). 

Conclusion: In bivariate analysis women showed higher PTG than men. Also, 

utilization of counseling services and support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religiosity, and self expression were highly related to PTG and women. Women 

utilized the method to increase significantly more than men. To increase the 

level of PTG,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encourage the HSCT survivors to 

express their experiences more. In order to improve social and health care 

professional ’ s support, the Post HSCT Counseling Programs have to be 

organized and implemented by APN.  

 

 

Keywords: Posttraumatic growth; stem cell transplantation; cancer survivors; 

Social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