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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조사  

본 연구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6월 26

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서울 소재 Y병원과 G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자궁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진단을 받고 골반부위 방사선치료 후에 외래를 통해 추후관리를 받

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전자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하고 총 76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기능 정도는 방사선치료 전에는 평균 26.06(±5.07)점, 치료 후에는 

평균 17.69(± 5.66)점으로, 평균 8.36점의 감소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 성기능 하부영역에서는‘질분비’영역이 치료 전 평균 4.94(±0.94) 

점, 치료 후 평균 3.07(±1.18)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정도는 방사선치료 전 평균 39.20(±8.46)점, 치료 후 평균 

41.00(±7.46)점으로 다소 높게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154).

3. 대상자의 부부친밀도는 방사선치료 전에는 평균 36.78(±8.66)점이었고, 치료 후

에는 평균 36.74 (±8.8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938). 

4. 대상자의 성기능 변화는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경우(p=.010), 여성호르몬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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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p=.005), 여성호르몬 평가에서‘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p=.027), 질용 여성호르몬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p=.002), 질확장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p=.011), 질확장 운동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p=.009)와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p=.023)에 그렇지 않은 대상자

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성기능 변화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배우자지지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p=.047).

6. 부부친밀도 변화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짧을수록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

였다(p=.046).

7. 성기능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부 친밀도 변화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47, p=.031), 이는 부부친밀도 변화 정도가 긍정

적일수록 부정적 성기능 변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변

화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r=.235, p=.041)과 연령(r=.226, p=.049) 순으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배

우자지지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친밀도 변화와 방사선 치료 후 

기간(r=-.269, p=.019)간에는 음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치료 후 기

간이 짧을수록, 부부 친밀도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 대상자의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부부친밀도, 상대적인 건강상태, 

ECOG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성기능을 12.5%를 설명하였다(p=.006).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의 치료 전부터 성기능 

변화나 장애에 대해 예측하며 적절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궁암 환자 성기능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들을 강화시키고 자궁암 환자의 성생활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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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 전·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연구와 성생활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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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연 

202,053건의 암이 발생하였고 자궁경부암 3,857건, 자궁내막암 1,616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4.53%의 발생률을 보였다. 국내 국가암 지원사업에 의한 암 예방 및 조기진단

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궁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꾸준히 증

가하여 자궁경부암 80.2%로 보고되어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자궁암 발병연령이 50~60대에서 30~40대로 낮아져(중앙암등록본부, 2013) 자궁암

은 대부분 젊고 중년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오랜 생존기간 동안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이 되어가면서 자궁암 환자의 삶

의 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궁암 환자는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의 단일 또는 병합치

료를 받게 되며, 암 자체나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뿐 아니라 암 진단 시점부

터 질병의 진행과정 또는 치료과정과 완치 후에도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Barsevick, Whitmer, Nail, Beck, & Dudley, 2006; 김은경 & 

박영숙, 2010). 암환자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피로, 오심, 구토,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Barsevick et al., 2006)과 치료 후에는 통증, 하지부종, 배뇨 및 배변 장애, 

질 분비 저하, 성 욕구 저하, 피로, 집중력 감퇴, 손발 저림, 탈모 등 다양한 신체증

상을 경험한다. 

방사선치료는 생식기와 주변 장기에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상해를 발생시키며 이

는 설사, 피부자극, 생식기 점막자극, 방광염, 직장염, 골반 내 섬유화, 폐경 증상, 

질 단축과 협착, 질 윤활액의 현저한 감소, 질 탄력성 감소, 성 통증 등의 문제가 발

생할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수년간 질벽 내 통합성의 장해와 질 용적의 변화가 나

타난다(Jensen et al., 2003; Krychman, 2006). 85%의 자궁암 환자는 성적 흥미감소,  



- 2 -

55%는 성교 시 통증, 35%는 질 분비감소, 30%는 성생활에 실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Jensen et al., 2003) 방사선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는 결혼생활에 중요한 기

본요소인 성기능의 변화나 장애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중

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생활이란 부부 두 사람간의 인간관계로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호지지관계에 

있어야 성생활에 만족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친밀감이나 지지는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써 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장애를 받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의 평형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생활

의 불만족은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 만족

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부부갈등을 초래하게 한다(고정은, 2000). 자궁암 환자에게 

배우자 지지는 환자의 회복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 정서적 지지체계

의 중요한 근원이며(Northouse & Swain, 1987; 한경숙, 1991), 자궁암 환자의 수술이

나 방사선치료 종료 후 성적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부간의 친밀도로 보았다

(Juraskova et al., 2003). 또한, 전나미(2008)연구에서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부인

암 환자의 성기능이 높았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 부부

친밀감이 떨어지고 성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와 부부친밀도는 치

료과정 중 자궁암 여성의 투병의지를 높여주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대다수의 부인암 환자는 성관련 정보부족으로 암이 자신의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경험하며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음을 호

소하였다. 또한, 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자신을 성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할 것 같아 성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의료진에게도 적극적인 의사소통

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진 또한 성에 대한 정보제공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자

신이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중이거

나 수술 후 입원상태에서는 성문제는 낮은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성에 대해 거

론하기 난처하고 환자와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성관련 지식이나 경험 부

족 등의 이유로(Stead, Brown, Fallowfield, & Selby, 2003) 부인암 환자가 상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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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방사선치료와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는 방사선 치료 후 

성기능에 대한 연구(Bruner et al., 1993; Flay & Matthews, 1995; Jensen et al., 

2003; Ljuca & Marošević, 2011; Rodrigues et al., 2012; White, Allan, & 

Faithfull, 2011)와 방사선 치료방법에 따른 성기능 차이를 본 연구(Becker et al., 

2011; Nout et al., 2010; Quick, Seamon, Abdel Rasoul, Salani, & Martin, 2012)정

도의 연구가 이뤄졌으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및 성생활의 실태

조사가 전부이며 국내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

밀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선 치료 전·후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

밀도 변화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 질환 및 치료특성에 따른 성기능 차이, 요인간

의 상관관계 및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자궁암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자궁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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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부부친

밀도 변화를 파악하여 관계를 분석하고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치료 전·후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정도를 파악한다. 

2) 방사선치료 전·후 자궁암 환자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방사선치료 전·후 자궁암 환자의 대상자 특성과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

밀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방사선치료 후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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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자궁암 환자

자궁(여성의 골반강 내 위치하며 작고 속이 빈 서양배 모양으로 태아가 발달하

는 기관)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NCI, 2013a)으로 자궁암 환자란 자궁암으로 진

단받은 환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암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자궁경부암, 자

궁내막암으로 진단받은 후 골반부위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종양치료 후에 외래를 통

해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이다.

2) 성기능

여성의 성기능이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나 결과 산물로서의 성적 경험을 의미한다(Schultz &Van De Wiel, 2003). 본 

연구에서는 Rosen 등(2003)이 개발한 FSFI(Female Sexual Function Index)를 유희

선(2003)이 번안한 19문항의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료 전과 지난 4주간

의 성욕구, 성흥분, 질분비, 절정감, 만족감, 성통증 6개의 하부영역별 자가 평가 

점수의 총합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배우자지지

결혼생활에서 여성이 배우자에게 받기를 기대하는 지지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

며(김숙남, 1999) 본 연구에서는 장순복(1989)이 개발한 13문항의 도구로 배우자에

게서 받기를 기대하는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지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부부친밀도

갈등 해결력, 정서적 친밀 정도, 결혼에 대한 안정감, 성격만족, 부부간의 자존

감, 동반의식, 독립적 가족 관계유지 및 개방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부부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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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느끼는 친밀한 정도를 말한다(Waring & Reddon, 1983). 본 연구에서는 

Waring과 Reddon(1983)이 개발한 Marital Intimacy 질문지를 자궁적출술 환자를 대

상으로 김숙남(1999)이 수정 보완한 8개 문항과 연구자가 추가, 보완한 5개 문항 

총 13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상, 상호존중

정도, 성생활 만족, 여가활동, 결혼생활의 안정감, 감정표현 정도 및 가족관계 유

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 범위는 13~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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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방사선치료와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성(sexuality)은 신체적, 정신적, 상호 관계적, 행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복잡하며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성은 역동적으로 시간과 장소, 파트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개인과 파트너의 성별, 연령, 개인적 태도, 종교와 문화적 가치 등과 같은 요소의 맥

락 안에서 봐야 하며 쉽게 규정하거나 범주화할 수 없는 매우 개별화되고 개인적인 

개념이다(Bernhard, 2002; NCI, 2013b). 암은 진단 그 자체로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에 직면하며 성기능의 악영향을 미치며 진단 후에도 진단 후에도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과 신체상,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들의 역할 변화를 경험한다(Laganà, 

McGarvey, Classen, & Koopman, 2001). 특히 자궁암은 자궁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NCI, 2013a)으로 암 자체와 다양한 치료방법이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

로 자궁암 환자는 생존기간 동안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견뎌야 하며, 암 진

단 시점부터 질병의 진행과정, 치료과정 중과 완치 후에도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과 함께 심각한 성기능 장애를 경험한다(Barsevick et al., 2006; 김은

경 & 박영숙, 2010).

자궁암 환자는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의 단일 또는 병합치료를 받게 

되며 거의 대부분의 치료는 여성의 생식기 부위와 골반의 통증, 성 조직(sexual 

tissue)의 감도와 민감도 저하, 성 욕구의 감소, 질의 단축이나 협착, 위축성 질염을 

발생시킨다(De Groot et al., 2005; Schultz & Van De Wiel, 2003). 

외부 방사선치료(External Beam Radiotherapy)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원발 부위 암을 포함하여 골반강 내 림프절과 침윤을 치료하

며 근접 방사선치료(Brachytherapy) 즉, 내부 방사선치료 (Intracavitary 

Radiotherapy)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암 근처에 삽입하거나 주입하여 시행되며 가장 

큰 직경이 3~4cm이하의 작은 암일 때 효과가 좋아 보통 외부 방사선치료 후 원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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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줄어든 후에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외부 방사선 치료를 40~50Gy 시행한 후 내

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며 두 방사선치료를 합하여 8주 이내 치료를 완료하도록 권장

된다(Hoffman et al., 2012). 

방사선은 생식기와 주변 혈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조사 범위 내의 조직과 혈관을 

섬유화시키고 질의 상피세포와 질점막 기저층을 손상시켜 질 분비액이 현저히 감소하

며 질 단축과 협착으로 질 탄력성 감소되어 성통증을 발생시킨다. 또한, 난소의 상해

로 여성호르몬 결핍의 발생으로 인공폐경과 불임이 발생하게 되며 방광이나 장도 소

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며 방광염, 직장통, 설사 등은 성 욕

구를 방해하고 성교 시 직장과 요도부분에 통증을 발생시킨다(Frumovitz et al., 

2005; White et al., 2011). 방사선치료 후 시간경과에 따라 성기능 상태는 호전되지

만 치료 후에도 수년간 질벽 내 통합성의 장해와 질 용적의 변화가 나타나서 치료 전

의 성적활동과 성 만족 수준까지의 회복은 어려워 장기적인 성문제가 발생한다

(Jensen et al., 2003; Stewart, Wong, Duff, Melancon, & Cheung, 2001). 따라서 방

사선치료를 받은 자궁암 환자에게 질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질 윤활제 사용 및 국

소적 질용 호르몬제 사용에 대해 권장하고 있으며(Miles et al., 2007) 질 위축의 위

험이 커지므로 미국 암학회에서는 질 위축예방을 위해서 보통 방사선치료 후 4주 이

후부터 주 3회 질 확장기구를 이용한 질확장 운동이나 성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CS, 2013).

국내 부인암 환자는 치료 후 60.9%에서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거나, 월 1회 이하

의 성생활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FSFI(female sexual function index)를 사용하여 측

정한 성기능 점수는 15.4점으로 나타났다(전나미, 2008). 이는 FSFI 개발 후 성기능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점수인 26.6점(Wiegel, Meston, & Rosen, 2005)과 국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기능 점수 14.9점(김혜영, 소향숙, & 채명정, 2009)과 22.12점

(오정혜, 2006)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점수이며 방사선치료를 받은 국내 자궁암 환자

의 성기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골반 내 방사선치료를 받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환자를 5개월간 추적관한 연

구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장, 방광, 질부위 독성 등 방사선 치료의 급성 부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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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았고 단지, 대상자의 1/4만이 성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White et 

al., 2011) 방사선치료 후 자궁암 환자의 성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치료로 인한 급성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성상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근치적 자

궁적출술만 시행한 군보다 방사선치료까지 받았던 자궁경부암 환자가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성기능이 더 저하된 상태였으며(Frumovitz et al., 2005) 2년간 자궁경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부인암 환자가 성욕감소를 호소하였고 

성통증, 질용적 감소, 질분비 감소, 성생활에 대한 실망 순으로 성기능 장애를 보고

하였다. 대상자의 63%는 빈도는 감소했지만 암 진단 시와 비슷한 성적활동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Jensen et al., 2003) 방사선치료 후에도 성기능 장애가 지속되었다.

수술 및 내부 방사선치료 또는 내부방사선 치료만 받은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질건조, 성통증, 질단축에 대한 성기능 저하가 있었지만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Quick et al., 2012) 방사선치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궁내

막암 환자를 한 연구에서는 내부 방사선치료만 한 군에 비해 외부 방사선치료를 한 

군이 성기능 저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cker et al., 2011).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궁경부암 환자는 암 진단 전에 비해 질문제 발생이 통계

적으로 유의했으나 전반적인 성기능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Ljuca & 

Marošević, 2011). 외부 방사선 또는 내부 방사선치료를 받은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에서는 외부 방사선치료가 내부 방사선치료에 비해 성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사 등의 치료부작용 발생이 높았고 삶의 질 또한 낮았으나 치

료방법에 따른 성기능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Nout et al., 2010) 방사선치료방법에 

따른 성기능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방사선치료를 받은 자궁암 환자의 상당한 성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대한 연구(Jensen et al., 2003; Ljuca & 

Marošević, 2011; Rodrigues et al., 2012; White et al., 2011)와 방사선 치료방법

에 따른 성기능 차이를 본 연구(Becker et al., 2011; Nout et al., 2010; Quick et 

al., 2012)정도의 연구가 이뤄졌으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방사선 치료 후 성기능 및 

성생활 실태조사가 전부이며 국내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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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의 치료 전부터 성기능 변화나 장애에 대해 

예측하며 적절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상담이 요구되며 방사선치

료 전 과정과 치료종료 후 추적관찰 동안에도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향상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과 부부관계

암은 그 진단만으로도 한 개인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며 생존에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며(Jim & Jacobsen, 2008) 이는 암환자의 가장 주요한 지지원이

라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이인숙, 2003)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부관

계는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며 

장기간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게 되며 질병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배우자의 지지와 부부간의 친밀도는 환자에게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며 생존율까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ravdal, 2001; 김분한, 이희영, 정영미, 이은영, & 김흥

규, 2001). 

성생활이란 부부 두 사람간의 인간관계로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호지지관계에 

있어야 성생활에 만족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친밀감이나 지지는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써 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성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장애를 받게 

되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의 평형이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생활의 불

만족은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 만족도에

도 영향을 미쳐 결국 부부갈등을 초래하게 된다(고정은, 2000). 

자궁암 환자는 암 치료동안 성생활을 피하게 되고, 치료 후 성관계를 시도할 때 

성통증, 피로, 성적 흥미감소, 질분비 감소, 절정감 도달 능력 저하, 질 단축, 재발

에 대한 불안 등의 다양한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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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Quick et al., 2012; Rodrigues et al., 2012). 또한, 자궁암 환자 자신이 성

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성생활이 암의 재발이나 타 장기로의 전이를 초래할 수 있

고 암이 배우자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치료로 생식기 구조가 바뀌었다는 잘못된 정보

와 오해를 가지고 있어 성생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errell, Smith, 

Ervin, Itano, & Melancon, 2003; Katz, 2009; Kritcharoen, Suwan, & Jirojwong, 

2005; 노주희 & 박영숙, 2012). 

방사선치료 후 자궁경부암 환자와 배우자의 성적행동 및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

부분의 배우자는 성생활을 거절당하면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동시에 아내를 측은

하게 생각해 흡연이나 음주, 독서, 신체적인 부담이 큰 업무, 혼외 성관계로 대처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부인암 환자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미안해하면서도 남편이 상업적 성매매자를 포함하여 다른 여성과 성적관계를 갖는 것

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Kritcharoen et al., 2005). 또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궁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성적 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친밀도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었다. 자궁암 환자의 남

편은 성생활을 통해 아내의 질병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성생활을 피하고 자

신의 감정이나 걱정을 말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면서 설사, 복통 등이 정신적, 신체

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Juraskova et al., 2003). 따라서 자궁암 환

자의 성기능 장애는 부부 간의 친밀도와 배우자의 지지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치료 후 회복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부인암 환

자에게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간의 성생활은 스트레스 해소 대신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부인암 환자와 배우자의 성생활은 지지의 한 형태로서 매우 

중요하다(Schultz & Van De Wiel, 2003).

배우자지지는 자궁적출술 환자의 성생활 관련요인 중 가장 중요한 관련요인이었고

(고효정 & 김혜영, 2004) 자궁절제술 후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성만

족이 높게 나타났다(문상미, 2002). 유방암 환자의 부부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배우자지지가 있었고(조옥희 & 유양숙, 2001)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부인

암 환자의 성기능이 높았고, 부인암 환자의 심적 부담감이 높지만 서로의 생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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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 부부친밀감이 떨어지고 성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전나미, 2008). 반면, 부인암 환자의 암 치료 후 부부친밀도는 유의한 변화는 없었

으나 부인암 환자의 성행위 태도와 특성과 부부간의 성적표현은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은진, 2009). Cleary 등(2011)

은 자궁암 치료 후에 성적인 상호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성생

활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어루만지기,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

기, 성 의사소통 등으로 성적 상호관계가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볼 때,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심각한 상태이나 성적 적응을 돕고 질병회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우자의 

도움이나 지지를 통해야만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배

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를 파악하여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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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 소재 Y병원과 G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자궁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진단을 받고 골반부위 방사선치료 후에 외래를 통해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근

접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2) 자궁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골반부위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모든 종

양치료가 종료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3) 배우자 또는 성 파트너가 있는 자

(4) 방사선치료 후 성생활을 개시한 자

(5) 일상생활정도(ECOG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가 2이하 인 자

연구목표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G 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유의수

준 α가 .05, effect size .15, power .80로 표본을 산출한 결과 77명(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으로 확인되어 탈락률 5%를 고려하여 연구 목표환

자를 8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하고 76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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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성기능, 배우자지지, 부부친밀도, 성생활에 대한 오인 및 일반적 사항

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 도구를 사용하여 총 69문항의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다. 

1) 성기능

Rosen 등(2000)이 개발한 FSFI(Female Sexual Function Index)를 유희선(2003)

이 번안한 19문항의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여섯 

개의 하부영역으로 분류되며 성욕구 관련 영역 2문항, 성흥분 관련 영역 4문항, 질

분비 관련 영역 4문항, 절정감 관련 영역 3문항, 만족감 관련 영역 3문항, 성통증 

관련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척도이며 하부

영역별 점수는 영역별로 가중치를 주어 영역이 문항 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이 되

도록 보정하였다. 이 중 7, 8, 12, 13, 14, 15번의 문항은 부정적인 의미로 역문항 

처리하였다. 성기능 총 점수 범위는 7.2∼36.0점으로 환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성

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Rosen 등(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2였고, 유희선(2003)의 연구에서는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 배우자지지

장순복(1989)이 개발한 13문항의 자가 보고형 설문으로 배우자에게서 받기를 기

대하는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지지의 하부영역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을 1점

에서 4점까지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총 점수 범위는 13~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중 9, 10, 12번의 문항은 부정적인 의미로 

역문항 처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장순복(198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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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친밀도

Waring과 Reddon(1983)이 개발한 Marital Intimacy 질문지를 자궁적출술 환자를 

대상으로 김숙남(1999)이 수정 보완한 8개 문항과 연구자가 5개의 문항을 추가한 

총 13문항의 자가 보고형 설문으로 1점에서 4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상, 상호존중정도, 성생활 만족, 여가활동, 결혼생

활의 안정감, 감정표현 정도 및 가족관계 유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점수 범위는 13~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숙남(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93였다.

4) 일반적 특성 및 치료관련 특성, 성생활에 대한 오인, 성상담 요구 및 실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 성생활에 대한 오인, 성상담 

요구 및 실태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성기능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선별

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은 5문항, 질병 및 치료관련 특

성은 7문항, 성생활에 대한 오인 10문항, 성상담 요구 및 실태 5문항의 총 27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업, 월수입, 경제적 어려움, 월경상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은 진단명, 종양병기, 자궁적출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후 기간, 방사선 치료방법, 방사선 치료선량,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대

적인 건강상태, 재발염려, 여성호르몬요법 경험유무, 여성호르몬 요법 종류, 여성

호르몬요법 사용평가, 질확장운동 교육경험, 질확장운동 시행여부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전자의무기록 및 자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성생활에 대한 오인

(Misperception about sex life : MASL)은 문헌고찰을 통해 부인암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성생활에 끼치는 영향 중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을 연구자가 선별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간호대학 3인의 감수를 받아 

10문항의 자가보고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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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0점, ‘대체로 아니다’와‘전혀 아니다’는 1

점으로 환산하였다. 성생활 오인 총 점수 범위는 1.0~10.0점으로 분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에 대한 오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4점 척도 시 Cronbach's α .86이었으며 이항문항 척도 시 Kuder- Richardson 

formula 20 계수는 .76이었다. 성상담 요구 및 실태는 성상담 경험, 성상담 필요

성, 희망하는 성상담 제공자 및 성상담 방법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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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기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승인번호: 4-2013-0288)을 받았다. 2013년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Y병원과 G병원 부인암 환자 중 방사선종양학과 외래에 

다니고 있는 대상자 중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진료 전날 전자 의무기록을 조회를 

통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본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였으며 

구두로 동의를 허락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전자 의무기록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시간은 15분 내외가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하고 총 76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즉시 현장에서 회수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료는 식별정보로 코드화하여 식별코드와 이니셜만 기재된 

증례기록서에 기록하였고 연구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좌물쇠가 있는 잠금장치에 

보관하여 자료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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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의 변화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으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의 차이는 t-test 

와 ANOVA을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pearman rank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5) 대상자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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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자궁암 환자 중 총 76명의 일반적 특성,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 성생활에 대한 

오인 및 성상담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32세부터 

68세의 범위로 평균 51.9세이었고, 50대가 48.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없는 대상자

가 53.9%를 차지하였고, 47.4%의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치료 후 

64.5%의 대상자가 인공폐경을 경험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진단별로는 대상자 중 자궁경부암이 62(81.6%)명, 자궁내막암이 14 (18.4%)명이었

고, FIGO종양병기(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rics)에서

는 자궁경부암은 I기와 II기가 각각 32.9%이었고, 자궁내막암은 II, III기 이상이 각

각 5(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인암 진단 후 57.9%의 대상자가 자궁적출술을 시행

하였고, 77.6%의 대상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방법에서는 63.2%의 

대상자가 외부 및 내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외부방사선 치료선량은 평균 

47.80(±3.90)Gy, 내부방사선 치료선량은 평균 26.80(±6.6)Gy으로 대상자의 총 방사

선치료선량은 평균 65.30(±16.38)Gy이었다. 방사선치료 후 기간은 평균 21개월

(±17.30)이었고, 1년을 넘긴 대상자들이 53.9%이었다. 여성호르몬요법을 경험해본 

군은 46(60.5%)명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여성호

르몬요법 중의 45명(59.3%)이 질용 여성호르몬제를 사용했으며 그 중 29(63%)명만이 

현재까지도 질용 여성호르몬제를 사용을 지속하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종료 후 질확

장 운동이 권장되어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50(65.8%)명이었고, 그 중 35(70.0%)명이 

현재 질확장 운동을 시행 중이었다.

 현재 대상자의 전신적인 활동상태는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로 

측정하였으며 50%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였으며, 자각하는 건강상태(55.3%)와 동

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42.1%)에 대해 대다수가 좋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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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의 대상자가 재발을 염려하고 있었다. 

 성생활에 대한 오인 정도는 10점 만점에 1~9점의 범위를 가졌으며, 평균 

3.50(±2.61)점으로 ‘중하’정도로 나타났다. 오인 정도가 0.5 이상으로 높은 문항

은 ‘성행위를 하면 치료부위에 상처가 생길 것 같다’(0.57)와 ‘방사선치료로 전반

적인 성생활에 어려움/불편감을 느끼는 것 같다.’(0.53)이었고, 0.2이하로 낮은 문

항은 ‘성행위를 하면 탈진할 것 같다’(0.20)와 ‘성행위를 하면 남편에게 전염이 

될 것 같다’(0.16)이었다.

 대상자 중 성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불과 7.9%뿐이었으며, 성상담이 필요

하다고 요구한 대상자는 36.8%였다. 성상담 요구 대상자 중 희망하는 성상담 방법으

로는 일대일 개인 면담을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성상담을 제

공하는 전문가로 48.8%는 간호사를, 38.4%는 성상담 전문요원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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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특성

N=76

항목 명 (%) Mean±SD 가능한 범위

일반적 특성

 연령(세) ≤49 28(36.8) 51.9±7.5 32.0~68.0

50-59 37(48.7)

60≤ 11(14.5)

 직업 예 35(46.1)

아니오 41(53.9)

 월수입(만원) <200 17(22.4) 344.3±200.8 60.0~1000.0

200~400 28(36.8)

400< 31(40.8)

 경제적 어려움 예 36(47.4)

아니오 40(52.6)

 월경상태 인공폐경 49(64.5)

자연폐경 27(35.5)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

 진단명 자궁경부암 62(81.6)

자궁내막암 14(18.4)

 FIGO* tumor stage
자궁경부암 I 25(32.9)

II 25(32.9)

III기 이상 12(15.8)

자궁내막암 I 4(5.2)

II 5(6.6)

III기 이상 5(6.6)

 자궁적출술 예 44(57.9)

아니오 32(42.1)

 항암화학요법 예 59(77.6)

아니오 17(22.4)

 방사선 치료방법 EBRT 
§ 24(31.6)

ICR ∮ 4(5.3)

EBRT+ICR 48(63.2)

 방사선 치료선량(단위) EBRT dose(Gy) 47.80±3.90 41.4~61.0

ICR dose(Gy) 26.80±6.60 12.0~40.0

Total dose(Gy) 65.30±16.38 2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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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대상자의 특성 N=76

항목 명 (%) Mean±SD 범위

 방사선치료 후 기간(개월) ≤6 16(21.1) 21.00±17.30 1.0~63.0

7~12 19(25.0)

13~36 28(36.8)

37≤ 13(17.1)

 여성호르몬요법 경험 예 46(60.5)

아니오 30(39.5)

여성호르몬요법 사용평가† 도움되지 않는다 24(52.2)

도움이 된다 21(47.8)

여성호르몬 종류‡ 경구용 여성호르몬 3(3.9)

질용 여성호르몬 45(59.3)

경구 및 질용 둘다 1(1.3)

현재 질용 여성호르몬 사용 예 29(63.0)

아니오 17(37.0)

 질확장 운동 교육경험 예 50(65.8)

아니오 26(34.2)

질확장 운동 시행† 예 35(70.0)

아니오 15(30.0)

 ECOG 0 38(50.0)

1 35(46.1)

2 3(3.9)

 주관적인 건강상태 비교적 나쁘다 11(14.5)

그저 그렇다 23(30.3)

비교적 좋다 35(46.1)

매우 좋다 7(9.2)

 상대적인 건강상태 비교적 나쁘다 18(23.7)

그저 그렇다 26(34.2)

비교적 좋다 29(38.2)

매우 좋다 3(3.9)

 재발염려 항상 그렇다 22(28.9)

대체로 그렇다 27(35.5)

보통이다 15(19.7)

대체로 아니다 7(9.2)

전혀 아니다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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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대상자의 특성 N=76

항목 명 (%) Mean±SD 범위

성생활에 대한 오인: Misperception about sex life(MASL) 3.50±2.61 1.0~10.0

성행위를 하면 치료부위에 상처가 생길 것 같다 0.57±0.50 0~1.0

방사선 치료로 전반적인 성생활에 어려움/불편감을 느끼는 것 같다. 0.53±0.50

성행위를 하면 피로할 것 같다 0.42±0.50

성행위를 하면 재발이 될 것 같다. 0.41±0.49

성행위를 하면 (다른 질병에) 감염이 될 것 같다. 0.37±0.49

성행위를 하면 해로울 것 같다 0.33±0.47

방사선 치료 후 생식기(치료부위)구조가 바뀔 것 같다. 0.30±0.46

성행위를 하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것 같다. 0.29±0.46

성행위를 하면 탈진할 것 같다 0.20±0.40

성행위를 하면 (남편에게) 전염이 될 것 같다. 0.16±0.37

성상담 요구 및 실태

 성상담 경험 예 6(7.9)

아니오 69(92.1)

 성상담 필요성 예 28(36.8)

아니오 48(63.2)

 희망하는 성상담 제공자† 의사 5(12.8)

간호사 19(48.8)

성상담 전문요원 15(38.4)

 희망하는 성상담방법† 개인(면대면) 26(66.7)

전화상담 7(17.9)

이메일 1(2.6)

집단상담 5(12.8)

*FIGO=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rics

§EBRT: External Beam Radiotherapy, 외부 방사선치료

∮ICR: Intracavitary radiation, 내부 방사선치료

†결측치 제외, ‡ 결측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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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

1) 대상자의 성기능 변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성기능 정도와 변화 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3

과 부록 8과 같다. 대상자의 성기능 정도는 방사선치료 전에는 평균 26.06(±5.07)

점, 치료 후에는 평균 17.69(±5.66)점으로, 평균 8.36점의 감소가 있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1). 성기능 도구의 6개 하부영역 및 19개 문항 모두에서 방사선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성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성

기능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질분비’영역이 치료 전 평균 4.94(±0.94)점, 치료 

후 평균 3.07 (±1.18)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만족감’영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 문항별로는 ‘성행위나 성교 동안 

귀하는 질이 젖는 상태(질분비)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로 치료 전 평균 

3.64(±1.10)점, 치료 후 평균 1.99(±1.10)점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하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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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성기능 변화

N=76

영역
치료 전 치료 후 전후 차이

t p
Mean±SD Mean±SD Mean±SD

성기능 변화 26.06±5.07 17.69±5.66 -8.36±6.06 -12.04 <.001

질분비 4.94±0.94 3.07±1.18 -1.87±1.39 -11.71 <.001

성통증 5.27±0.83 3.55±1.49 -1.73±1.51 -9.98 <.001

절정감 4.39±1.20 3.00±1.29 -1.39±1.19 -10.19 <.001

성욕구 3.51±1.09 2.27±0.95 -1.25±0.94 -11.59 <.001

성흥분 3.71±1.16 2.51±1.08 -1.20±1.17 -8.97 <.001

만족감 4.22±1.17 3.30±1.21 -0.92±1.34 -5.9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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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변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배우자지지 정도와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정도는 방사선치료 전 평균 39.20(±8.46)점, 치료 후 평

균 41.00 (±7.46)점으로 다소 높게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154). 

문향 별 배우자지지에서는‘내가 몸이 불편할 때에 남편은 나의 일을 돕는다.’문

항이 치료 전 평균 2.82(±.88)점에서 치료 후 평균 2.76(±.8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5),‘나의 신체적인 문제를 남편에게 맘 놓고 이야기 한다.’

문항이 치료 전에 평균 2.61점에서 치료 후에 평균 2.72점으로 배우자지지 정도가 가

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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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변화
N=76

치료 전 치료 후 전후 차이
t p

Mean±SD Mean±SD Mean±SD

배우자지지 변화 39.20±8.46 41.00±7.46 1.80±10.92 1.44 .154

가족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한다. 2.42±1.11 2.41±1.12 -0.09±1.40 0.57 .567

남편은 나의 단점을 들춰낸다. 2.51±1.08 2.55±1.09 -0.14±1.12 1.13 .262

일상적인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때에 남편은 들어준다. 2.84±0.91 2.67±0.97 -0.13±1.20 0.95 .344

나의 신체적인 문제를 남편에게 맘 놓고 이야기한다. 2.61±1.06 2.72±1.05 -0.13±1.33 0.86 .391

내가 몸이 불편할 때에 남편은 나의 일을 돕는다. 2.82±0.88 2.76±0.89 -0.36±1.50 2.06 .043

나는 가정 내의 문제를 남편에게 맘 놓고 이야기한다. 2.80±0.92 2.78±0.95 -0.14±1.40 0.90 .371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은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한다. 2.82±0.96 2.83±0.96 -0.14±1.47 0.86 .392

남편은 여가시간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있어준다. 2.83±0.86 2.89±0.89 -0.20±1.36 1.36 .178

남편은 매사에 대해 나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2.92±0.81 2.93±0.81 -0.14±1.12 1.13 .262

남편은 나에게 자기의 기분에 따르기를 요구한다. 3.00±0.89 2.97±0.94 -0.18±1.23 1.31 .196

남편은 나의 친척이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99±0.77 3.01±0.81 -0.01±1.30 0.09 .930

남편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3.09±0.84 3.03±0.92 -0.08±1.12 0.62 .540

남편은 나에게 친근감과 사랑을 표현한다. 3.13±0.72 3.17±0.74 -0.04±1.17 0.2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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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부부친밀도 변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부부친밀도 정도와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부부친밀도는 방사선 치료 전에는 평균 36.78(±8.66)점이었고, 치료 

후에는 평균 36.74 (±8.8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938). 문항 별 부부친밀도에서는 ‘남편과 나는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한

다.’문항이 치료 전에는 평균 2.84 (±0.91)점이었으나 치료 후에는 평균 

2.67(±0.97)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남편과 

나는 일상활동과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문항은 치료 전에는 평균 2.61점에서 치료 

후에는 평균 2.72점으로 부부 친밀 정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그 외 문항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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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부부친밀도 변화

 N=76

치료 전 치료 후 전후 차이
t p

Mean±SD Mean±SD Mean±SD

부부친밀도 변화 36.78±8.66 36.74±8.87 -0.04±4.38 -0.08 .938

우리 부부는 포옹하는 횟수가 많다. 2.42±1.11 2.41±1.12 0.01±0.58 -0.20 .843

우리 부부는 손을 잡는 횟수가 많다. 2.51±1.08 2.55±1.09 -0.04±0.53 0.65 .516

남편과 나는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 2.84±0.91 2.67±0.97 0.17±0.64 -2.33 .023

남편과 나는 일상활동과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 2.61±1.06 2.72±1.05 -0.12±0.63 1.63 .106

우리 부부는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2.82±0.87 2.76±0.89 0.05±0.43 -1.07 .288

남편과 나는 사랑하는 감정을 서로 표현한다 2.80±0.92 2.78±0.95 0.03±0.54 -0.42 .673

우리 부부는 대화횟수가 많은 편이다. 2.82±0.96 2.83±0.96 -0.01±0.42 0.28 .784

우리 부부는 의견 차이를 대화로써 해결한다 2.83±0.85 2.89±0.89 -0.07±0.05 1.15 .254

우리 부부는 갈등과 긴장감이 낮은 편이다. 2.92±0.81 2.93±0.81 -0.01±0.55 0.21 .836

우리 부부는 친밀하다/가깝게 지낸다. 3.00±0.89 2.97±0.94 0.03±0.67 -0.34 .734

우리 부부는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해 준다. 2.99±0.77 3.01±0.81 -0.03±0.40 0.57 .567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안정되어 있다. 3.09±0.84 3.03±0.92 0.07±0.52 -1.09 .278

우리 부부는 친구나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3.13±0.72 3.17±0.74 -0.04±0.34 1.0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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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

자궁암 환자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기능 변화에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성기능 변화는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경우(p=.010), 여성호르몬요법에 대한 경험

이 없는 경우(p=.005), 여성호르몬 평가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p=.027) 

질용 여성호르몬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p=.002), 질확장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

한 경우(p=.011), 질확장 운동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p=.009)와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p=.023)에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성기능 변화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궁암 환자가 자각

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부정적인 성기능 변화정도가 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 연령, 방사선치료 후 기간, 방사선 치료방법,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성기능 변화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배우자지지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p=.047). 연령이 많고, 무직상태이며, 월수입이 200만원 미

만, 자궁경부암 환자이며 치료 전 폐경상태였고,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고, 항암화학

요법을 받았으며, 부인암 환자가 자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며, 질확장 운동 

교육 경험이 있고 현재 질확장 운동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배우자 지지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부부친밀도 변화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짧을수록(p=.046)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연령이 많고, 무직상태이며,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고, 재발염려가 없으

며, 여성호르몬 요법 및 질용 여성호르몬제 사용경험이 있으며, 성상담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부부친밀도 변화가 긍정적으로 큰 경향이 있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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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 

N=76

항목 명(%)

성기능 변화 배우자지지 변화 부부친밀도 변화

Mean±SD F/t(p) Mean±SD F/t(p) Mean±SD F/t(p)

인구학적 특성

 연령(세)

≤49 28(36.8) -7.77±5.66 1.10 -1.18±9.08 1.77 -0.32±4.95 0.66

50-59 37(48.7) -9.34±6.77 (.340) 3.19±12.28 (.177) -0.24±3.71 (.521)

60≤ 11(14.5) -6.58±3.99 4.73±9.39 1.36±5.05

 직업

예 35(46.1) -8.17±5.79 0.26 0.37±10.37 1.06 0.23±5.68 0.49

아니오 41(53.9) -8.53±6.35 (.794) 3.02±11.35 (.294) -0.27±2.89 (.625)

 경제적 어려움

예 36(47.4) -7.23±5.89 -1.57 4.42±9.86 2.02 0.33±4.84 0.70

아니오 40(52.6) -9.39±6.10 (.121) -0.55±11.41 (.047) -0.38±3.95 (.485)

 월수입(만원)

<200 17(22.4) -7.65±6.97 0.17 4.12±10.46 .82 -0.65±5.63 1.17

200-400 28(36.8) -8.42±4.77 (.847) 2.36±8.33 (.444) 0.96±3.90 (.316)

400< 31(40.8) -8.71±6.70 0.03±13.07 -0.61±3.97

 월경상태

인공폐경 49(64.5) -8.81±6.00 0.87 0.57±11.31 1.33 -0.02±5.27 0.05

자연폐경 27(35.5) -7.55±6.19 (.387) 4.04±10.00 (.187) -0.07±1.98 (.960)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

 진단명

자궁경부암 62(81.6) -8.07±6.04 0.90 2.7±10.82 1.05 -0.27±4.34 0.85

자궁내막암 14(18.4) -9.68±6.21 (.372) -0.71±11.32 (.295) 0.86±4.90 (.397)

 자궁적출술

예 44(57.9) -9.86±6.12 0.74 0.57±11.06 1.16 0.18±4.76 0.51

아니오 32(42.1) -6.30±5.42 (.010) 3.5±10.67 (.251) -0.34±3.84 (.609)

 항암화학요법

예 59(77.6) -8.37±6.61 0.01 2.81±10.30 1.52 -0.25±4.41 0.80

아니오 17(22.4) -8.35±3.69 (.993) -1.71±12.56 (.134) 0.71±4.31 (.429)

방사선 치료방법

EBRT 24(31.6) -9.30±5.17 0.92 2.08±12.36 0.01 0.33±3.78 3.07

ICR 4(5.3) -10.85±4.10 (.404) 1.25±8.14 (.986) 4.75±7.50 (.052)

EBRT+ICR 48(63.2) -7.69±6.56 1.71±10.55 -0.63±4.36

 방사선치료 후 기간(개월)

≤6 16(21.1) -7.23±6.14 1.21 -2.00±11.18 2.25 2.44±4.98 2.80

7~12 19(25.0) -6.74±3.05 (.312) -0.68±13.12 (.090) 0.16±1.74 (.046)

13~36 28(36.8) -9.37±8.02 3.21±8.43 -0.86±4.26

37≤ 13(17.1) -9.97±3.56 7.08±10.36 -1.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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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 

N=76

항목 명(%)
성기능 변화 배우자지지 변화 부부친밀도 변화

Mean±SD F/t(p) Mean±SD F/t(p) Mean±SD F/t(p)

 여성호르몬요법 경험

예 46(60.5) -6.80±5.29 0.97 2.04±9.97 0.50 0.30±2.95 3.32

아니오 30(39.5) -10.76±6.45 (.005) 1.43±12.41 (.814) -0.57±5.96 (.400)

 여성호르몬요법 사용평가

도움되지 

않는다
24(53.3) -5.07±5.17 0.08 1.17±8.86 0.68 0.21±3.22 0.21

도움이 된다 21(46.7) -8.52±4.91 (.027) 2.95±11.46 (.559) 0.33±2.75 (.890)

 질용 여성호르몬제

예 46(60.5) -6.67±5.16 0.18 1.65±10.66 0.15 0.30±2.94 0.85

아니오 31(39.5) -10.96±6.49 (.002) 2.03±11.49 (.883) -0.57±5.97 (.400)

 질확장 운동 교육경험

예 50(65.8) -7.10±5.60 -2.62 2.34±11.06 0.59 -0.32±4.68 0.77

아니오 26(34.2) -10.79±6.26 (.011) 0.77±10.79 (.555) 0.50±3.76 (.442)

 질확장 운동 시행

예 35(46.1) -6.43±6.17 -2.67 2.60±10.49 -.059 -0.63±4.04 1.09

아니오 41(53.9) -10.01±5.51 (.009) 1.12±11.36 (.558) 0.46±4.64 (.281)

 ECOG

0 38(50.0) -7.48±5.00 2.13 1.5±11.76 1.68 0.26±4.35 0.22

1 35(46.1) -8.79±6.97 (.126) 1.17±9.62 (.194) -0.4±4.62 (.806)

2 3(3.9) -14.57±3.52 13±12.12 0.33±.58

 주관적인 건강상태

나쁘다 11(14.5) -9.42±7.14 0.19 4.82±12.11 0.48 1.73±5.26 2.05

보통이다 23(30.3) -8.26±6.06 (.825) 1.35±10.21 (.618) -1.35±3.81 (.136)

좋다 42(55.3) -8.15±5.89 1.26±11.12 0.21±4.32

 상대적인 건강상태

나쁘다 18(23.7) -10.09±7.40 1.07 2.56±9.91 2.28 -0.17±6.54 0.04

보통이다 26(34.2) -7.41±3.98 (.348) -1.73±12.13 (.109) 0.15±3.74 (.963)

좋다 32(42.1) -8.17±6.59 4.25±9.96 -0.04±4.38

 재발염려

아니다 11(14.5) -8.58±5.85 0.21 1.92±9.20 0.10 2.33±5.31 2.16

보통이다 23(30.3) -9.20±6.66 (.811) 2.87±12.77 (.909) -0.47±2.59 (.123)

그렇다 42(55.3) -8.06±6.02 1.45±10.91 -0.49±4.45

성상담요구 및 실태

성상담 경험

예 6(7.9) -4.83±3.22 -1.50 -3.67±16.91 1.28 0.33±1.37 0.22

아니오 69(92.1) -8.67±6.16 (.138) 2.27±10.30 (.203) -0.07±4.55 (.830)

 성상담 필요성

예 28(36.8) -10.70±7.43 2.37 0.18±10.52 0.99 -0.25±5.45 0.32

아니오 48(63.2) -7.00±4.66 (.023) 2.75±11.15 (.325) 0.08±3.67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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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기능, 배우자지지, 부부친밀도 변화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표6.1과 표6.2와 같다. 이들 변수 중에서 

ratio scale인 연령, 월수입, EBRT dose, ICR dose, Total Radiation dose, 방사선 

치료 후 기간은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ordinal scale인 ECOG, 주관적 

인 건강상태, 상대적인 건강상태, 재발염려, 월경상태는 Spearman rank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성기능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부 

친밀도 변화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47, p=.031), 이는 부부친밀도 변화 

정도가 긍정적일수록 부정적 성기능 변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변화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r=.235, p=.041)과 연령(r=.226, p=.049) 

순으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지지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친밀도 변화와 방사선 

치료 후 기간(r=-.269, p=.019)간에는 음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 친밀도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연령은 

월수입(r=-.365, p=.001)과, ECOG는 상대적인 건강상태(r=-.377, p=.001), 주관적인 

건강상태(r=-.307, p=.007), 재발염려(r=-.277, p=.015)과, ECOG는 재발염려 

(r=-.277, p=.015)와,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상태적인 건강상태 (r=.561, p=.000)와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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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 친밀도 변화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N=76

배우자지지 

변화

부부친밀도 

변화
연령 월수입 EBRT dose ICR dose

Total 

radiation 

dose

방사선치료 

후 기간

성기능 변화 -.051 .247
* .018 -.137 -.110 .087 .139 -.197

배우자지지 변화 -.017 .226
* -.122 .168 .221 .101 .235

*

부부친밀도 변화 .047 -.075 -.011 .090 -.197 -.269
*

연령 -.365
** .194 .189 .039 .121

월수입 -.041 -.141 -.075 -.056

EBRT dose .340
*

.290
* .194

ICR dose .433
** .156

Total radiation dose -.050

방사선치료 후 기간

† Pearson correlation
※ EBRT dose + ICR dose = Total radiation dose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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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 친밀도 변화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N=76

배우자지지 

변화

부부친밀도 

변화
ECOG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대적인

건강상태
재발염려 월경상태

성기능 변화 -.112 .138 -.150 .068 .093 .063 -.040

배우자지지 변화 .078 .015 -.049 .089 .064 -.158

부부친밀도 변화 -.057 .000 .026 .149 -.039

ECOG -.307
**

-.377
**

-.277
* -.165

주관적인 건강상태 .561
** .163 .102

상대적인 건강상태 .242
* .077

재발염려 .092

월경상태

‡ Spearman rank correlation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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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76

β SE p VIF

절편 8.02 .041

방사선치료 후 부부친밀도 .259 .072 .025 1.094

상대적인 건강상태 .204 .738 .089 1.204

ECOG -.085 1.203 .487 1.282

adj. R2 .125

F 4.56

p .006

4.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확인한 결과는 표7과 

같다.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부

록 9, 10. 참조)에서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방

사선치료 후 부부친밀도, 상대적인 건강상태, ECOG를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자궁

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을 12.5%를 설명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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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방사선치료 후 성생활을 재개한 자궁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를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방

사선치료 후 성기능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의 성기능 점수는 26.06점, 치료 후 17.69점으

로 평균 8.36점의 감소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성기능의 6개 하

부영역 및 19개 문항 전부 방사선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성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이 점수는 Rosen 등(2000)이 여성 성기

능 측정도구를 개발한 후 발표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점수인 26.6점 

(Wiegel et al., 2005)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이나 Wigel 등이 제시한 성기능 장애 

점수(cut off score)는 미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정된 점수이므로 문화차

이를 고려한 성기능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성기능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 점수의 설정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부인암 환자를 대상

으로 측정한 성기능 점수 15.4점(전나미 & 박영숙, 2006), 8.42점(박정숙 & 장순양, 

2012), 국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기능 점수 14.9점(김혜영, 소향숙, & 채명

정, 2009)와 22.12점(오정혜, 2006)보다 유사하거나 높았다. 이렇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마다 점수 분포가 다양한 이유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암 치료 후 

성생활을 개시한 자궁암 환자만을 선정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국내 부인암 

환자(전나미 & 박영숙, 2006; 박정숙 & 장순양, 2012)및 유방암 환자(김혜영, 소향

숙, & 채명정, 2009)연구는 치료 후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연구 대상자가 포함되

었고, 치료 후 성생활을 개시한 국내 유방암 환자 22.12점(오정혜, 2006)에 비해 본 

연구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점수가 17.69점인 것을 고려할 때 

성기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하부영역별 점수는 성통증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만족감 3.30점, 질분비 3.07점, 절정감 3.00점, 성흥분 2.51점, 성욕구 2.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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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질분비 영역이 치료 전 평균 4.94점에서 치료 후 평균 3.07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암 치료를 마친 국내 부인암 환자(전나미 & 박영숙, 2006)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성통증 3.20점, 만족감 3.86점, 질분비 3.02점, 절정감 3.20점, 성

욕구 2.76점, 성흥분 2.76점이였고 박정숙 등(2012)의 연구에서 만족감 2.19점, 성통

증 1.62점, 성욕구 1.84점, 성흥분 0.92점, 질분비 0.89점, 절정감 0.96점으로 순서

에 비춰보면 성흥분, 성욕구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및 치

료관련 특성은 자궁적출술을 받은 경우, 여성호르몬요법 및 질용 여성호르몬제 사용

경험이 없으며, 질확장 운동 교육경험이 없고, 현재 질확장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대

상자의 성기능 변화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성기능이 크게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질위

축 및 질분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소 여성호르몬제 및 수용성 윤활제 사용과 질 개

방성 유지를 위한 질확장 운동이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

적인 치료적 중재임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Katz, 2009; ACS, 

2013). 다수의 부인암 환자는 윤활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전나미,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자궁암 환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방사선 치료 후 질위축 및 질건조 예방을 위해 확장기 사용을 통한 질확장 운동

방법과 질용 여성호르몬제 사용법, 질분비가 어렵거나 성통증이 있는 경우 윤활제 사

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자궁암 환자가 절반 이상에도 불구하고 성기능 장애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및 교육제공도 주치의 판단에 따른 자궁암 

일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를 받은 자궁암 환자가 성생활 개시한 후 

성통증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방사선치료 후 

부인암 환자의 성기능 변화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성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자의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에서 진단명, 재발여부, 진단 후 경과기간

에 따라 성기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암이 더 진행되고 재발한 자궁경부암 

환자의 성기능이 낮았다는 Jesen 등(2003)과 최종치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성기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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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낸 전나미와 박영숙(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병의 진행정도, 

재발여부, 진단 후 경과기간 등이 난소암 환자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Taylor 등(2004)의 결과와 일치했다.

자궁암 환자의 배우자지지는 방사선치료 전 평균 39.20점, 치료 후 평균 41.00점

으로 다소 높게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154) 이는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자궁절제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상미(2002)의 연구에서 수술 후 배우

자지지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자궁암 환자의 부부친밀도도 방사선 

치료 전 평균 36.78점, 치료 후에는 평균 36.74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938). 이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진(2008), 장은주

(2010)의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자궁절제술 여성을 대

상으로 한 문상미(2002)의 연구에서 수술 후 부부친밀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부부친밀도 문항 별 결과에서‘남편과 나는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한

다.’문항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유의하게 부정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고찰해볼 때 

자궁암 환자의 배우자가 아내에게 대체로 치료 전과 유사하게 지지 및 친밀도를 유지

하고 있으나 성적인 표현에서는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 친밀도 변화와의 상관관계에서 부부친

밀도 변화 정도가 긍정적일수록 부정적 성기능 변화 정도가 감소하며 연령이 많을수

록,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지지 변화가 긍정적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예측요인은 방사선치료 후 부부친밀도, 

상대적인 건강상태, ECOG로 나타났으며 총 12.5%를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가장 영향

력이 큰 예측요인은 방사선치료 후 부부친밀도로 나타났다(p=.025). 전나미(2010)의 

연구에서도 부부친밀도는 부인암 환자의 성기능 전체에 대한 예측요인이었으며 성기

능 하부영역에서도 부부친밀도는 절정감, 성만족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는 

부부친밀도를 높임으로써 암 치료 후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며 부부간 성적으로 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ECOG는 Taylor 등(2004)과 박정숙 등

(2012)의 연구에서 부인암 환자의 성기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예측요인이었고 이는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사정을 실시할 때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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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의 특성,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에 

따른 성기능 변화와 방사선 치료 후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에 대한 영향요인을 관련지

어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국내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방

사선치료 후 성생활을 개시한 대부분의 자궁암 환자를 전수조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하고 방사선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설

명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므로 좀더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치료 후 성기

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자궁암 환자 부부에게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제공하여 치료기간 

후에도 긍정적인 부부친밀도 및 배우자지지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하여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방사선치료 후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자궁암 환자가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

하고 성생활에 대한 오인도구는 10점 만점에 평균 3.50(±2.61)점으로 중하정도로 나

타났다. 자궁암 환자는 성 활동이 치료부위에 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암의 재발 및 

전이 같은 암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치료로 생식기 구조가 바뀔 것 같다는 성

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자궁암 환자가 성생활과 관련되어 암에 

걸렸다는 생각과 성생활이 암의 재발이나 타 장기로의 전이를 초래할 수 있고 암이 

배우자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가지고 있어 성기능 장애를 초래

하는 심리적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Ferrell et al., 2003; Katz, 2009; 

Kritcharoen et al., 2005; 노주희 & 박영숙, 2012).

설문 당시 적지 않은 자궁암 환자는 설문지를 작성을 마치고 성생활 오인도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재확인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생

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있어 성생활을 기피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아쉬움을 표현했

고 심지어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면 방사선치료 후 남자친구와 헤어

지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자궁암 환

자들이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생활을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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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자궁암 환자가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자궁암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실제 임상에서 치료와 관련된 성에 대한 

교육이 일부 시행되기도 하나, 많은 자궁암 환자는 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생식기계 치료에 대한 수치심과 거부감, 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로 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부부간, 의료진에게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Stead et al., 2003; Okazaki, 2002). 그러나 자궁암 환자들은 삶의 질 

부분 중에 관심사로 긍정적 신체상과 성 감정을 유지하는 것을 들었고 성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kwall, Ternestedt, & Sorbe, 2003). 

또한, 본 연구의 사전 면담에서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자궁암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후 성생활을 개시하지 않았던 이유로 암 치료 후 성생활에 대한 거부감이나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 등도 있었지만 자궁암 환자의 남편 즉, 성 파트너의 성생활 의지와 성

기능에 따라서 자궁암 환자의 성생활을 재개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자궁암 환자의 남편이 고령이거나 성생활에 관심이 없는 경우, 뇌졸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남편의 경우 자궁암 환자가 성생활을 재개하는 데 어려울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성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자궁암 환

자와 남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소통과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Hordern, 2000). 직접적인 성관계만이 성만족을 주는 요인은 아니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과 부부간의 어루만지기,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기, 성 의사소통 등으로 성적 상호관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Cleary et al., 

2011) 자궁암 방사선 치료 후 성상담 및 교육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자궁암 환자의 

요구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성상담 및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궁

암 부부간에 관계형성을 위한 시도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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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방사선 치료 전·후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 질환 및 치료특성에 따른 성기능 차이, 요인간의 상관

관계 및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자궁암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성상담 및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자궁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Y병원과 G병원 방

사선종양학과 자궁암(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진단을 받고 골반부위 방사선치료 

후에 외래를 통해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76명의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로는 성기능 측정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성기능, 배우자지지, 부부

친밀도,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학적 특성, 질병 및 치료관련 특성, 성생활에 

대한 오인, 성상담 요구 및 실태를 측정하였고, 자가보고 및 전자의무기록으로 자료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variat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성기능 정도는 방사선치료 전에는 평균 26.06 

(±5.07)점, 치료 후에는 평균 17.69(± 5.66)점으로, 평균 8.36점의 감소가 있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성기능 하부영역에서는 ‘질분비’ 영역

이 치료 전 평균 4.94(±0.94)점, 치료 후 평균 3.07(±1.18)점으로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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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배우자지지 정도는 방사선치료 전 평균 39.20 

(±8.46)점, 치료 후 평균 41.00 (±7.46)점으로 다소 높게 변화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54). 문항별 배우자지지에서는 ‘내가 몸이 불편할 때

에 남편은 나의 일을 돕는다.’문항이 치료 전 평균 2.82(±.88)점에서 치료 후 

평균 2.76 (±.8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 나타났다(p<.05).

3. 대상자의 방사선 치료 전·후 부부친밀도 정도는 방사선 치료 전에는 평균 36.78 

(±8.66)점이었고, 치료 후에는 평균 36.74 (±8.87)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938). 문항 별 부부친밀도에서는‘남편과 나

는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문항이 치료 전에는 평균 2.84 (±0.91)점이

었으나 치료 후에는 평균 2.67 (±0.97)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5).

4. 대상자의 성기능 변화는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경우(p=.010), 여성호르몬요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p=.005), 여성호르몬 평가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p=.027) 질용 여성호르몬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p=.002), 질확장 운동에 대

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p=.011), 질확장 운동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

우(p=.009)와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p=.023)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성기능 변화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배우자지지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p=.047). 부부친밀도 변화는 방사선치료 후 기

간이 짧을수록(p=.046)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5. 성기능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부 친밀도 변화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47, p=.031), 이는 부부친밀도 변화 정도가 긍정

적일수록 부정적 성기능 변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변

화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r=.235, p=.041)과 연령(r=.226, p=.049) 순으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방사선치료 후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배

우자지지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친밀도 변화와 방사선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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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r=-.269, p=.019)간에는 음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치료 후 기

간이 짧을수록, 부부 친밀도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연령

은 월수입(r=-.365, p=.001)과, ECOG는 상대적인 건강상태(r=-.377, p=.001), 주

관적인 건강상태(r=-.307, p=.007), 재발염려(r=-.277, p=.015)과, ECOG는 재발

염려(r=-.277, p=.015)와,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상태적인 건강상태 (r=.561, 

p=.000)와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부부친밀도, 상대적인 건강상태, 

ECOG는 자궁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성기능을 12.5%를 설명하였다(p=.006).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선치료 전·후 성기능 차이는 부정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배우자지지와 부부친밀도 차이는 없었다. 또한, 방사선치료 후 부

인암 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오인정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치료 후에도 지

속적인 성상담 및 교육제공은 자궁암 환자의 긍정적 성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가 대상자의 특성,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

도에 따른 성기능 변화와 성기능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국내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의 성기능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

서 방사선 치료 전·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연구와 성생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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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궁암 환자 성기능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들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성생활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2. 방사선 치료를 받는 자궁암 환자의 수술형태, 방사선치료 후 기간, 의사소통 유형 

등 다양하게 분류하여 성기능 영향요인에 대해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3. 방사선치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자궁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친밀도 변화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의 양성을 제언한다.

5. 배우자의 성기능이 자궁암 여성의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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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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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성기능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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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배우자지지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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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부부친밀도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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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일반적 사항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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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성생활에 대한 오인도구



- 60 -

부록 7. 연구자 기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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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성기능 변화(문항별)
N=76

문항별
치료 전 치료 후 전후 차이

t p
Mean±SD Mean±SD Mean±SD

성기능 변화 26.06±5.07 17.69±5.66 -8.36±6.06 -12.04 <.001

귀하의 성적욕구 또는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2.91±0.91 1.83±0.91 -1.08±0.89 -10.56 <.001
얼마나 자주 성적 욕구나 관심을 느끼셨습니까? 2.95±0.98 1.95±0.80 -1.00±0.94 -9.29 <.001
성행위나 성교 동안 귀하는 질이 젖는 상태(질분비)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3.64±1.10 1.99±1.10 -1.66±1.28 -11.28 <.001
성행위나 성교동안 귀하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2.97±0.96 2.05±0.96 -0.92±1.24 -6.47 <.001
성행위나 성교 동안의 귀하의 성적 흥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3.16±1.06 2.08±1.06 -1.08±1.04 -9.02 <.001
성적 자극을 받거나 성교를 할 때, 얼마나 자주 절정감(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3.33±1.14 2.08±1.14 -1.25±1.11 -9.83 <.001

성행위나 성교를 할 때, 귀하는 얼마나 자주 성적흥분을 느끼셨습니까? 3.20±1.15 2.11±1.09 -1.09±1.00 -9.56 <.001
성행위나 성교동안 귀하의 성적 흥분은 어느 정도 입니까? 3.04±0.98 2.12±0.98 -0.92±1.12 -7.19 <.001
성행위나 성교가 끝날 때까지 질이 젖는 상태(질분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3.78±1.12 2.16±1.12 -1.62±1.22 -11.55 <.001

성행위나 성교 동안 절정감(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귀하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46±1.08 2.47±1.08 -0.99±1.16 -7.41 <.001

배우자(파트너)와의 성적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47±1.08 2.64±1.08 -0.83±1.19 -6.06 <.001
전반적인 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50±1.00 2.66±1.00 -0.84±1.18 -6.23 <.001
질 삽입을 하는 동안 불편함이나 통증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4.25±1.34 2.72±1.34 -1.53±1.45 -9.20 <.001
질 삽입을 하고 동안 또는 질 삽입 후에 불편감이나 통증은 어느 정도입니까? 4.36±1.34 2.93±1.34 -1.42±1.32 -9.39 <.001
성행위 동안 배우자(파트너)와의 친밀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58±1.19 2.95±1.19 -0.63±1.16 -4.73 <.001
성적 자극을 받거나 성교를 할 때, 절정감(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4.20±1.41 2.95±1.41 -1.25±1.29 -8.47 <.001

성행위나 성교를 할 때, 질분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4.54±1.21 3.03±1.21 -1.51±1.45 -9.12 <.001
성행위나 성교가 끝날 때까지 질분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4.51±1.20 3.07±1.20 -1.45±1.35 -9.34 <.001
질 삽입이 끝난 후에 불편감이나 통증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4.58±1.43 3.21±1.43 -1.37±1.36 -8.74 <.001



- 62 -

부록 9.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 친밀도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N=76

치료전

배우자지지

치료후

배우자지지

치료전

부부친밀도

치료후

부부친밀도
연령 월수입 EBRT dose ICR dose

Total 

radiation 

dose

방사선치료 

후 기간

치료후 성기능 .274* -.027 .347** .315** -.043 -.101 -.086 .057 .154 .013

치료전 배우자지지 .063 .671** .710** -.118 .187 -.167 -.135 -.023 -.093

치료후 배우자지지 -.016 .035 .198 .035 .058 .180 .122 .240*

치료전 부부친밀도 .875** -.158 .311** -.176 -.072 -.003 -.022

치료후 부부친밀도 -.131 .266* -.174 -.020 -.101 -.154

연령 -.365** .194 .189 .039 .121

월수입 -.041 -.141 -.075 -.056

EBRT dose .340* .290* .194 .031

ICR dose .433** .156 .021

Total radiation 

dose
-.050 .035

방사선치료 후 기간 .020

※EBRT dose + ICR dose = Total radiation dose *p<.05, **p<.001

† Pearson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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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방사선치료 후 성기능, 배우자지지 및 부부 친밀도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N=76

치료전

배우자지지

치료후

배우자지지

치료전

부부친밀도

치료후

부부친밀도 
ECOG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대적인

건강상태
재발염려 월경상태

치료후 성기능 .225 -.019 .322** .273* -.255* .073 .262* .103 .008

치료전 배우자지지 .047 .689** .716** -.142 .165 .023 .140 .072

치료후 배우자지지 -.007 .025 -.088 .061 .163 .192 -.033

치료전 부부친밀도 .865** -.230* .267* .135 .089 .063

치료후 부부친밀도 -.255* .245* .131 .166 .032

주관적인 건강상태 -.307** -.377** -.277* -.165

상대적인 건강상태 .561** .163 .102

재발염려 .242* .077

월경상태 .092

‡ Spearman rank correlation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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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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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xual function, Spousal support and Marital intimacy in   

Uterine cancer patients after Radiotherapy

                                                          Jiyoung Park

                                                          Oncology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exual 

function, spousal support and marital intimacy in uterine cancer patients after 

radiotherapy

Sexually active women with uterine cancer were recruited in Seoul, Korea from 

two medical centers. The participants were 76 married women, visiting after 

cancer treatment on Radiation Oncology ambulatory care clinic.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people who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Structured surveys were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6, 2013 to August 30, 2013.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 (FSFI) 

developed by Rosen et al.(2000), Spous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Jang(1989), 

Marital Intimacy scale developed by Waring and Reddon(1983),and modified by 

Kim(1998) and revised by researcher of this study. Misperception about sex life 

scale developed by researcher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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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variate regression test 

using SPSS 20.0 program.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Their mean age was 51.9 years. Subject were diagnosed with cervical 

cancer(81.6%), endometrial cancer(18.4%). 

2. The mean score of Misperception about sex life 3.50(±2.61) out of 10.

3.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hange in sexual function(p<.001) in 

post-radiotherapy (17.69±5.66) as compared with pre-radiotherapy (26.06± 

5.07).Among them, lubrication in post-radiotherapy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pre-radiotherapy(p<.001). Sexual functioning for women with uterine 

cancer after radiotherapy was relatively low, 17.69, in comparison to 

Rosen's cutoff scores of 26.6. 

4.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 in level spousal support(p=.154), marital 

intimacy in pre-post radiotherapy(p=.938).

5. Sexual fun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after radical 

hysterectomy(p=.010), no experience with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p=.005), who responded estrogen replacement therapy is useful(p=.027), no 

use with vaginal estrogen(p=.002), no experience about vaginal dilation 

exercise education(p=.011), no exercise vaginal dilation(p=.009), who 

responded need sexual counselling(p=.023). 

6.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xual function and 

marital intimacy(r=.247, p=.031), between spousal support and age(r=.226, 

p=.049), between spousal support and period after radiotherapy(r=.235, 

p=.041). Also,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period 



- 68 -

after radiotherapy(r=-.269, p=.019),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external 

radiotherapy dose(r=-.266, p=.020). 

7.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ors were identified as, 

post-radiotherapy marital intimacy, relative health status, ECOG, for Post- 

radiotherapy sexual functioning in uterine cancer patients. (Adj.R2=.125).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effective 

and personalized sexual function improvement program for uterine cancer 

patients.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offer advanced knowledge of premature 

radiation induced menopause and change of sexual function to improve sexual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related 

factors of female sexual function with her partner's sexual function and 

intervention research.


Key words: sexual function, uterine cancer, spousal support, marital intimacy, 

radio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