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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관련 요인

: 증상관리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

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23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 서울 소재의 C대학병원에서 혈액암으로 진

단 받아 무균실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전자의무

기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증상관리모델(Dodd et al, 2001)

을 근거로 구성하였고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빈도, 강도, 고통감), 증

상관리전략(획득, 부재, 개발), 자기관리이행(일반적 자기관리, 증상관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

분산분석, 피어슨스 상관계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44.58세였고 남자가

67.2%였다. 지각된 자기관리능력은 10점 만점에 평균 6.49±1.99점이었고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가족으로는 배우자, 의료진으로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진단명으로는 주로 백혈병이 46.3%, 이식 형태는 형제이식이 29.9%, 말초조혈

모세포이식이 88.1%로 나타났다. 이식 후 날짜는 평균 6.67±4.03일었다.

2.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관리모델의 변수에서 1) 증상경험의 빈도는 25개 중

평균 15.22±4.51개, 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05±0.44점, 고통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04±0.47점이었다. 증상경험 중 식욕부진은 빈도, 강도, 고통감 3항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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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 증상경험의 빈도는 이식 후

시기가 지날수록 감소하여 나타났다. 2)증상관리전략은 75점 만점에 평균

53.27±6.77점으로 증상관리전략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증상관리전략의 하부 영

역별로 살펴보면 증상관리전략획득 평균 22.87±3.54점, 증상관리전략개발 평균

18.39±2.89점, 증상관리전략부재 평균 12.01±2.44점으로 나타났다. 3) 자기관리이

행은 212점 만점에 평균 147.70±16.70점으로 자기관리이행정도가 낮게 나타났

다. 일반적 자기관리이행은 68점 만점에 평균 52.54±6.5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증상관리 이행은 144점 만점에 평균 95.16±12.30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4) 삶의

질은 148점 만점에 평균 82.92±17.33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3. 지각된 자기관리 능력(r=0.264, p<.05),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진

(F=3.570, p<.05)과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진의 지지 정도(r=0.246,

p<.05)가 증상관리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정도

(F=3.979, p<.05)는 자기관리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

리에 도움을 주는 가족의 지지 정도는 증상관리전략(r=0.248, p<.05), 자기관

리이행(r=0.430, p<.05), 삶의 질(r=0.412, p<.05)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4,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빈도, 강도, 고통감)과 삶의 질(r=-.378,

p<.01, r=-.450, p<.01, r=-.469,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과 삶의 질(r=.323, p<.01, r=.362, p<.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은 삶의 질(β=.247), 이식 후 날짜

(β=-.271), 지각된 관리 능력(β=.304), 연령(β=-.224)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설명력은 24.2%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증상

경험의 고통감(β=-.482), 자기관리이행((β=.343), 증상관리전략(β=.221)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3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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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관리모델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 결과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

험과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 간의 관계성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간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식 후 날짜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경험과 자기관리정도, 의료진과 보호자의 지지 정도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간호를 시행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중점적, 개별적 접근으로 시기별로 맞춤식 간호

중재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 조혈모세포이식, 증상경험, 증상관리,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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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조혈모세포이식은 골수부전, 골수기원의 악성질환, 혹은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골

수를 완전히 파괴시킨 후 정상 조혈모세포를 주입하여 생착된 조혈모세포가 분화, 증

식하여 조혈 능력을 재구축하는 것으로(지제근, 2009), 급, 만성 백혈병, 중증 재생불

량성 빈혈과 같은 혈액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고형암, 선천성 대사질환 등을 치료하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근 난치성 혈액 질환이나 유전 질환의 완치 요법으로 그 영

역이 확대되고 있다(황태주, 2006). 2012년 The Worldwide Network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WBMT)에 의하면 전 세계 1450개의 이식 센터에서

1,000,000만 건 이상 조혈모세포이식이 진행되어왔으며 계속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건수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Niederwieser, Pasquini, Aljurf, & Confer, 2013;

Pasquini, Wash, Horowitz, & Gale, 2009).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조혈모세포이식 건수는 총 26,065건에 달한

다(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2016).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생존율도 대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이식 건수만큼 단․장기간 조혈

모세포이식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환자들의 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Jim

et al., 2014).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이식 전처치와 관련된 독성, 이식 과정, 회복

까지의 긴 기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안녕에 영향을 받는다

(Bishop, 2005; Farsi, Nayeri, & Negarandeh, 2012).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기 전에 환

자 체내의 면역 및 조혈기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제거할 목적으로 항암제나 방사선

조사 등의 전처치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외부의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역격리가 필요하며, 이식 전처치 시작부터 이식 후 조혈모세포가 생착될 때 까지 무

균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정문주 & 김동희, 2013). 국내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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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무균실에 입원하는 기간은 평균 한달 정도로서 이 시간은 환자에게 있어서 다른

어느 기간에 비해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이다(강영아 & 이명선, 2009). 그 기간 중에서

도 무균실에 치료를 받는 처음 2주 동안은 환자가 육체적으로 가장 쇠약한 상태로,

극도의 면역억제 상태이다. 이 시기에 환자들은 다양한 감염을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인후통, 구강궤양으로 인한 통증, 오심과 구토, 침 부족이나 과다, 설사, 무력감, 피로,

호흡곤란, 기침, 두통, 손발의 따끔거림, 피부착색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다. 정서

적으로 생착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답답함,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은정, 1999). 이와 같이, 이식 치료 과정으로 인해 환자들은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하

여 최소한의 부작용에서 삶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부작용을

경험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따르며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kitas, 1997; Niederbacher, Them, Pinna, Vittadello, &

Mantova, 2012; 오복자, 1998).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들이 느끼는 여러 증상 경험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경

험하는 증상은 피로, 피부의 변화, 입맛의 변화, 식욕의 감소, 외모의 변화, 구강건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강도가 가장 높은 증상은 피부의 변화이며, 고통감이 가장 큰 증

상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 등에 대한 불안이라고 나타났다(김경자, 2004). 이처럼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는 무균실에서 혼자 치료 과정을 견디면서 이식 과정으

로 인해 경험하는 증상이 많고 다양하며 그에 따른 증상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증상관리는 의료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관리이행을 통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환

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증상에 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정을

하고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도록 요구된다(Kav, 2005).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증상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호학 연구는 다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환자들에게 실제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증상 경험과 삶의 질에 관

한 연구는 많았지만(Anderson et al., 2007; Bergkvist et al., 2015; Bevans, Mitchell,

& Marden, 2008; Cohen et al., 2012; Larsen, Nordström, Björkstrand, Ljung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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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ulf, 2003; Larsen, Nordström, Ljungman, & Gardulf, 2004; 권현진, 2015; 김경

자, 2004; 한은경, 2012),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환자의 증상관리 관련 연구는 피

로, 구내염, 호중구감소증과 관련된 특정 증상과 합병증에서의 증상관리로 한정되었으

며(Chiffelle & Kenny, 2013; Scully, Sonis, & Diz, 2006; West & Mitchell, 2004), 소

수 혈액암 질환에서의 증상관리에 대한 연구만 있었다(Coleman, Coon, Mattox, &

O'Sullivan, 2002; Temtap & Nilmanat, 2011). 이에 따라 무균실에 입원 중인 조혈모

세포이식환자들이 느끼는 증상경험의 강도와 고통을 줄이고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

키기 위해 증상관리전략과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

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증상의 개념과 증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Dodd(2001)에 의해 개발된

중범위 이론인 증상관리모델의 중점적인 영역은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증상 결과이

며 증상 결과는 증상경험뿐만 아니라 증상관리전략으로부터 초래된다고 본다. 각각의

증상경험에 대해 빈도, 강도, 고통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증상관리에서 중요한 부분

이다.(M. Dodd et al., 2001; 오의금, 2002). 또한 특정 질병과 치료를 겪으면서 증상의

부작용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 외에 증상과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환자가 쓰는 이행도 아는 것

이 필요하다. 환자가 자기관리를 위해 쓰는 이행을 알면 그에 따른 적절한 증상관리

전략을 높일 수 있다(M. Dodd et al., 2001). 특히, 다양한 증세와 부작용을 포함하는

증상경험을 조절,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관리이행을 요구하며 환

자가 보고한 자기관리이행은 증상관리전략이 적절히 시작됨을 알려줄 뿐 아니라 더

기능적이고 효과적이며 창의적인 전략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Chou,

Dodd, Abrams, & Padilla, 2007).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이 되는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이론에 기반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는 수술 전 환자의 갈증(Conchon,

Nascimento, Fonseca, & Aroni, 2015), 신경계 환자의 갈증(배소현, 2015)에 관하여

연구가 있었다. 암환자 대상으로는 소아암환자(Linder, 2010; Miller, Jacob, &

Hockenberry, 2011), 고형암 위주의 성인암환자(Chou et al., 2007), 자궁암(Bual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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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daengrit et al., 2010), 췌장암 환자(김한나, 2013), 암환자의 가족 돌봄자(Barbara

A. Swore Fletcher, Marylin J. Dodd, Karen L. Schumacher, & Miaskowski., 2008)

를 대상으로 연구가 있었으나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이론에 기반으로 국내․외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환자의 효율적인 증상관리를 위한 간호사정 및

간호중재 개발을 위하여 통합적으로 이론적 틀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의 이론적 기틀에 기반을 두어 증상경험과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증상 결과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 더 연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조혈모세포이식 중

인 환자의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증상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증상관리전략 및 자기관

리이행을 세워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조혈모세

포이식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에 따른 증상관리전략과 자기관리이행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시하

려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증상경험에

따라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위한 효율적인 증상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일반적, 환경적,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을 파

악한다.

3)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일반적, 환경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증상

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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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

이론적 정의 :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 말초혈액 혹은 제대혈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각종 혈액 및 종양질환자의 말초혈액에 투여하는 시술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이영열,

2000).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가 무균실에 입원하여 조혈모세

포이식 전처치와 조혈모세포주입을 받고 생착기에 있는 혈액 질환자를 의미한다.

2) 증상경험

이론적 정의 : 증상경험은 환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서, 이는 정상 기

능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인지된 지표이다. 대개 강도, 시간성, 고통감, 질(qulity)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다(Lenz, Pugh, Milligan, Gift, & Suppe, 199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arsen 등(2001)이 개발한 Symptom Occurrence

(Frequency), Intensity & Distress- Stem Cell Transplantation : SFID-SCT를

김경자(2004)가 한국어로 번안,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각각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증상의 빈도, 강도, 고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증상관리전략

이론적 정의 : 증상관리전략은 자기 모니터링, 자기 통제 및 자기 관리이며, 이는 증

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M. Dodd et al., 200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ousa 등(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를 연구자가 증상관리전략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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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증상관리전략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기관리이행

이론적 정의 : 자기관리이행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적정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Orem,

200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 행위를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김보경(2013)이 개발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자기관리이행정도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자기관리이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삶의 질

이론적 정의 :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나 삶의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

적, 일상 활동 및 대인 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녕상태를

의미한다(Ferrell, Dow, & Grant, 199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FACIT Team에서 개발한 한국어 버전 FACT-BMT version 4 도구를 측정하였으며

전반적 삶의 질 영역, 신체영역, 기능영역, 정서영역을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 신체영역, 기능영역, 정서영역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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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경험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이며 생물심리사회적 기능, 감각 또는 개인적

인 인지의 변화를 반영한다. 증상을 경험할 때, 환자들은 대개 자가 간호를 하거나,

증상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또는 의료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구

한다. 또한 증상경험은 환자에게 나타나거나 표현하는 증상의 빈도, 강도, 고통, 의미

를 인지하는 것이다. 증상경험에서 증상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증상이 나타나

기 위한 촉매로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Dodd, Miaskowski, & Paul, 2001).

증상경험의 개념 모델에서 선행요인은 인구학적, 질병적, 개인적인 요소였으며 증상

경험에 의한 결과요인은 기분 상태, 정신적 상태, 기능적 상태, 삶의 질, 질병 진행, 그

리고 생존이 포함되었다(Armstrong, 2003). 최근 발표된 증상 경험에 대한 이론들을

증상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질병 특성, 개인적 특성

(Armstrong, 2003), 건강, 환경(M. Dodd et al., 2001; Henly, Kallas, Klatt, &

Swenson, 2003), 신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상황적 요소(Lenz et al., 1997), 병태 생

리, 감정 환경(Kolk, Hanewald, Schagen, & van Wijk, 2003)을 제시하였다.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증상경험을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의 시기는 이식 후 시간에 초점을 두었으며

(Bevans et al., 2008; Bush, Donaldson, Haberman, Dacanay, & Sullivan, 2000;

Cohen et al., 2012; Edman, Larsen, Hägglund, & Gardulf, 2001; Larsen et al., 2004;

Niederbacher et al., 2012; 오복자, 1998), 소수의 연구가 무균실에 있는 동안 환자가

느끼는 증상경험과 신체상태, 정신상태,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고했다(Anderson et

al., 2007; Morishita et al., 2015; Morishita et al., 2013).

이식 기간 동안 특수 시설이 된 무균 병실에서 엄격한 격리 상태에 치료를 받는 조

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경험과 그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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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질환 자체의 불확실한 예후 및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신체적인 제한과

신체상의 변화,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송명희, 2000). 그리고 전처치 요법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중구감소증 기간이 환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환

자들은 이 기간 동안 무균실에서 보호적인 치료를 받는다(Bakitas, 1997). 특히 이 과

정에서 환자들은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en et al., 2004). 조혈

모세포이식환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고용량의 전처치를 받은 후 심한 오

심과 구토, 호흡곤란, 발열, 설사, 변비, 식욕 부진, 입맛의 변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이 뜀, 부종, 복통, 속쓰림, 무력감 등의 증상을 보고한다(고은정, 1998). 조혈모세포이

식환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증상으로는 역격리로 인한 고립감과 집중적 치료 과정에

따른 좌절과 불안, 고가의 비용 부담과 자신의 역할 부담 등 정신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며 또한 이식 과정 동안의 격리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며, 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과 불편감은 외모와 자아 통제력의 상실, 고립감,

외로움 등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하여 환자에게 우울이 나타난다고 보고한다(Edman

et al., 2001; Ersek, 1992; 반자영, 박호란, & 송경애, 2005).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유방암, 대장암과 같은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한 증상경험

연구들은 간호학 이론에 근거한 연구가 나왔으며, 사회적지지, 불안, 우울, 삶의 질과

같은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밝혀졌으나(Chung Bok, Yu, & Lee, 2006; 김금순 et al.,

2013; 김우정, 김민영, & 장원영, 2013; 김효진, 김상희, 이향규, & 오상은, 2014; 박진

희, 배선형, & 정영미, 2015), 혈액암이 대부분인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관한 증상경험

연구는 고형암에 비해서 삶의 질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되어 있어 관련성 있는

변수 또는 요인이 다양하지 않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권현진, 2015; 김

경자, 2004; 박진아, 2015; 한은경, 2012).

이와 같이,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동안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이 다양하고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증상 경험에 대하여 관련 요인이나 그

로 인한 여러 결과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아직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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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관리전략

효과적인 증상관리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Coleman et al., 2002).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간호연구국제협회(The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와 종양간호사회(The Oncology Nursing Society)는 간

호학 주요 안건의 우선순위로서 증상관리라고 하였다. 환자들은 어떠한 증상을 경험

할 때, 대체적으로 자가 간호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족 구성원 또는 건강 전문가에게

증상을 관리하거나 증상 조절을 위해서 도움을 구한다. 증상관리는 환자가 겪는 고통

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며, 증상의 발현을 예방할 수 있다(M.

Dodd et al., 2001; Fu, LeMone, & McDaniel, 2004).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관리전략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가 없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상관리전략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암환자들이 증상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증상관리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암

환자가 사용했으며 5가지 그룹(식이/영양/생활 변화, 마음/신체 통제, 생리학적 치료,

약초 치료, 의료인류학)으로 나누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자가 간호 방법으로 구

분하였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종양 환자들은 5가지 그룹 중에서도 약을 처방

받는 그룹인 생리학적 치료, 약초 치료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Chou et al.,

2007; Williams, Balabagno, et al., 2010; Williams, Lopez, et al., 2010; Williams et

al., 2006).

암환자 15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환자들은 공통적인 증상경험을 보고하였

다.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탈모였고, 그 다음으로 피로와 오심이었으며, 감염과 관

련되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중대한 사항인 발열도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힘든 증상경험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암환자들은 긍정적으로

증상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공격적인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ssik,

Kirsh, Rosenfeld, McDonald, & Theobald, 2001). 다른 연구에서도 증상관리에 영향을

주는 증상경험은 피로라고 하였으며(Curt, 2001), 태국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발열, 허약, 오심, 식욕부진이 주된 4개의 증상이었으며 그들의 증상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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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방적, 직접적, 기분 전환적, 보완적, 회복적인 접근

법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증상관리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상관리전략

사용에 대해서는 측정하지는 않았다(Temtap & Nilmanat, 2011).

앞서 보았듯이 암환자에게서 증상관리전략이 다양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혈모

세포이식환자에서도 증상관리전략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성

공적인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 난 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증상관리전략이 조혈

모세포이식환자와 의료인에게 중대한 목표인 것은 틀림없다(Larson, 1995). 왜냐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은 치료효과와 더불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이 끝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세심하고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

을 느껴야 한다(김보경, 2013). 그리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정적이고 복잡한 증상관리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이식환

자들에 대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또한 적절하게 증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혈모세포이식환자가 증상관리전략을 도울 수 있도록 관여되는 의료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래에서 치료받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관리

에 대한 연구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겪은 환자들은 특정적이고 복잡한 증상관리

변화를 겪는데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신체적 변화,

가족과의 관계가 환자들의 증상관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 관계와

비등하게 환자들에게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Thain & Gibbon,

1996).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관리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지 살펴보면, 표준 임상 치료 프로토콜을 통해 간호사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에게

서 증상관리에 관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주로 환자에게

교육, 상담을 제공하고 증상관리에 대해 집중하며, 환자가 증상을 심하게 느낄 때 적

절하게 의료제공자를 배치하여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된 고통을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Coleman et al., 2002).

Dodd 등(2001)의 증상관리모델에서 증상관리전략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증

상 완화, 증상의 고통감 정도 감소, 재발 예방,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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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재발, 고통감 정도가 유지되거나 증가, 삶의 질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 이 과정에서 증상관리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을 강조한다. 증상관

리전략과 증상 결과 간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는 환자가 처방된 증상

관리 전략을 이행하는 것과 통합성은 더욱 도전적인 쟁점이며 너무나 많은 중재 전

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치료적 불이행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은 증상 관리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M. Dodd et al.,

2001).

Dodd 등(2001)의 증상관리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보면,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심, 피로, 통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증상이 항상 가장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아동기에 겪은 다양

한 증상경험은 소아암 아동이 성장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추후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iller et al., 2011).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계

미국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증상경험 중 무기력, 탈모, 구강 건조, 수면

장애, 식욕 부진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였으며, 증상을 호소할 때의 자기관리전략은

중하등도 정도의 효율성을 보이고 삶의 질은 중등도 정도로 나타냈다(Chou et al.,

2007). 태국의 치료 시기별로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료 전 주

증상은 질 분비물이었으나 연하곤란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였으며 치료 중 주증상은

피로였으나 설사와 항문 불편감이 가장 고통스러우며 치료 후 주증상은 피부의 변화

였으나 성적 흥미/활동과 신경과민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나타났다. 또한 수면 장애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모든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환자에게 나타나

는 증상의 강도가 심할수록 고통감도 심하였으며, 자기관리행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으로 밝혀지며 건강 제공자는 시기적절하게 그들의 증상경험에 따라

자기관리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Bualuang Sumdaengrit et al., 2010). 국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증, 두려움, 짜증남, 수면 장애 등이 상호관

련성이 높았다.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증상경험의 빈도, 증상관리전략의 효과 정도, 지지 받는 정도, 전신수

행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냈다(김한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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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효과적인 증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정

한 증상경험, 증상의 발현과 패턴, 증상 완화 및 예측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을 세워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대한 증상관리전

략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거의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Dodd(2001)의 증상 관리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3.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여러 분야에서 치료와 간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

다(Molassiotis & Morris, 1998). 특히, 종양학에서는 단순히 생존율과 치료율로 암 치

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암 치료와 간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결과변수로 삶의 질이 대두되었다(B. R.

Ferrell, Wisdom, & Wenzl, 1989). 암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성 질병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과 부작용은 삶의 질

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M. J. Dodd et al., 2001; Padilla & Grant, 1985).

삶의 질은 여러 분야에서 다차원적, 복잡 개념으로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Bahrami, Parnian, & Samimi, 2012). 특히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서

는 1990년대 초부터 국내․외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

의 질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olassiotis와 Morriss는 일상에

서 질병 치료의 충격을 포함하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범위에 삶의 적응 정

도를 개념화한 것이라고 하였다(Molassiotis & Morris, 1998). Gaston-Johansson과

Foxall은 개인이 인지한 현재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라고 정의되며 삶의 질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Gaston

Johansson & Foxall, 1996). Andrykowski는 개인의 현재 신체 증상과 전반적 건강

인식 및 신체적, 감정적, 직업적, 대인관계 기능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다차원 구조

라고 정의하였다(Andrykowski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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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이식 대상자의

92%가 자신의 삶의 질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힘든 질병을 앓고 난 후 보

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Belec, 1992). 119명의 조혈모세포이식 생존

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의미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영적

영역으로 나눴으며, 암환자와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사이에서의 삶의 질은 공통적인 부

분이 있으나 조혈모세포이식의 영향에 따라 삶의 질이 관련되는 독특한 점을 밝혀냈

다(B. Ferrell et al., 1992a, 1992b).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화학요법 환자, 정상인

과의 삶의 질 비교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화학요법

을 받은 환자들보다 우월하면서 정상인들과 유사하였으나 역할기능 및 사회기증, 통

증에서는 화학요법 환자들처럼 정상인들에 비하여 열악하였고 오심/구토는 화학요법

환자들 및 정상인에 비하여 심한 양상이라고 보고했다(김병수 et al., 1999).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간이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며, 이식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생존 기간이 길수록 생존

기간이 짧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인 군에 대한 수

행능력과 삶의 질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했다(Chang, Orav, McNamara, Tong,

& Antin, 2005; 김은지, 2008; 우혜덕 & 박정숙, 2012).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

예측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족 소득과 이식 후 경과 시간, 사회적 지지였으며,

이식 후 일 년 이상이 경과한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정문주 &

이해정, 2008).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인지기능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일수록 삶의 질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시간은 감정적인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arder, Duivenvoorden, van Gool, Cornelissen, & van den Bent,

2006).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증상 고통, 일관성을 본 연구에서는 기능

손상과 증상의 발생이 빈번하지만 대상자의 80%가 전반적인 건강은 좋다고 응답했다

(Edman et al., 2001).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상태가 좋은 환자들이 삶의 질이 더 높았으며 증상과 삶의 질을 관리할 때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식의 형태와 이식 전처치였다(Cohen et al., 2012).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시기별 증상경험과 삶의 질을 본 연구에서는 이식 후 증상경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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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요인은 도움을 준 사람, 자가 건강 평가 상태, 평상시 활동 정도, 직업 변화 상

태이며 이식 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치료비 부담 상태, 자가 건강 상태 평

가, 활동 정도, 직업 변화로 나타났다. 이식 치료 후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증상 경험

점수가 낮게 측정되며 전체 삶의 질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한은경, 2012).

국내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생존자들의 삶의

질 경험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는 하지만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했다(오복자, 1998).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

부담감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은 다른 질병에 대한 병력이 있고 신체적 불편감

있으며, 치료에 대한 기대가 없고 재원기간에 긴 경우 낮았다(복지나, 송경애, & 박한

종, 2005). 또 다른 국내 조혈모세포이식환자 149명의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중상정도였다(송병은, 강혜령, & 김광성, 2008).

이상으로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서는 삶의 질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혈모세포이식환자는

이식 후 장기간 동안 면역력 저하, 감염의 위험, 이식편대숙주반응, 그리고 재발로 고

통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정서적 고통, 사회적 단절, 역할 기

능의 변화가 생기며 삶의 질을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송지은 & 소향숙, 2015). 그리

고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들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

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없었으므로 그들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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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증상관리모델을 근거로 하였다. 이 모델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간호대학 증상관리 연구 교수진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수정된

증상관리모델(M. Dodd et al., 2001)을 이론적 기틀로 적용한다.

이 모델에서는 증상과 징후 모두 중요한 단서이며 가정으로는 환자 개인적 경험의

인지는 증상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증상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비언어적인 증상경험과 문제시 되는 모든 증상은

관리가 요구된다. 증상관리전략은 개인, 집단, 가족, 작업 환경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

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증상관리는 결과나 여러 영향 요소들에 의해 다시 수정 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간호 영역으로 인간, 건강/질병, 환경의 3가지 차원이 있으며, 이는 증상경험, 증상

관리전략, 증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증상경험은 증상의 인지, 증상의 평가, 증상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며, 반복적이고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증상관리전략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략을 세우거나 증상관리전략을 발전시킬 때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증상 결과는 증

상경험뿐만 아니라 증상관리전략으로부터도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능 상태, 정서

상태, 사망률, 이환율/유병율, 삶의 질, 비용, 자기관리를 포함하며 이 결과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행은 증상관리전략의 이행과 중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환자나 가족의 조절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의료진이나 의료체계 또한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모델은 증상을 이해하고, 증상관리전략을 설계, 검증하고 결과를 평가

하기 위한 기틀이며 개념적 모델은 <Figure 1>과 같다(M. Dodd et al., 2001).

본 연구는 Dodd(2001) 등의 증상관리모델을 기초로 하여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

출하였으며 <Figure 2>와 같다. 인간 영역은 성별, 나이, 결혼 상태,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월수입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영역은 자기관리를 하는데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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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의료진의 지지 정도를 포함하며 건강/질병 영역은 진단명, 이식 형태, 이식

전처치의 종류, 혈액 수치(백혈구, 중성구, 적혈구, 혈소판)가 포함된다. 조혈모세포이

식 중인 환자의 이식 치료 동안 발생하는 증상경험은 증상의 빈도, 강도, 고통감 정도

를 측정하며 증상관리전략에서는 증상관리전략획득, 증상관리전략개발, 증상관리전략

부재를 측정하였다. 증상경험과 증상관리전략 사이의 이행은 자기관리이행(일반적 자

기관리, 증상관리)를 측정하였다.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이행과 같은 모든 요인들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증상경험과 증상관리전략, 이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증상 결과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두었다.

A. 증상관리모델이론

<Figure 1>　 Symptom Management Model (M.Dod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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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연구에서의 개념적 기틀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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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

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서울 소재 C대학교 S병원 조혈모세포이식병동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

1)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

2. 무균실에 입원 중이며 조혈모세포이식 후 1일에서 14일 이내인 자

3. 증상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질환을 동반하고 있지 않는 자 (주요 장기부전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조혈모세포이식 1회 후 재발하여 재치료를

받는 경우, 정신질환자)

2) 목표 대상자 수 산출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 예상 표본은 효과크기 0.25,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로 산출하여 최소

대상자 수는 58명으로, 탈락률 20% 고려하여 68명으로 조사하였다. 총 68명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여 68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100%이다. 거두어진 설문지 중 1부가 설문

항목이 누락되어 최종 67부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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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증상경험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은 Larsen 등(2001)이 개발한 Symptom

Occurrence(Frequency), Intensity & Distress-Stem cell Transplantation (SFID

-SCT)을 김경자(2004)가 한국어로 번안,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이용한다. 본 도구는

원저자인 Larsen(2001)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25개의 문항으로 오심, 구토, 발열, 오한, 기침, 통증, 호흡곤란, 피로, 구

강 건조, 입과 구강 내 궤양, 입맛의 변화, 설사, 변비, 피부 변화, 식욕 감소, 수면 장

애, 활동 장애, 우울, 불안,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탈모, 성적 문제, 외모 변화, 눈

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경험은 빈도, 강도, 고통감을 측정하였는데 증상의 빈

도는 각 25개의 항목에 대하여 증상경험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증상 빈도를 측정하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증상에 대하여 강도와 고통감은 각각 4점 척도이며 ‘전혀 심하지

(괴롭지) 않다’ 1점, ‘별로 심하지(괴롭지) 않다’ 2점, ‘약간 심하다(괴롭다)’ 3점, ‘매우

심하다(괴롭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증상의 강도와 고통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

경험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는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Cronbach’s alpha = .81이었

으며 김경자(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2) 증상관리전략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은 Evers 등(1986)이 개발하여 Sousa 등

(2010)이 개정한 Appraisal of Self-care Agency scale-Revised(ASAS-R)를 김호곤

(2012)이 번역한 도구를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증상관리전략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전문가 타당도 5인(혈액내과 임상교수 1인, 혈액종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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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3인, 간호학 박사 1인)을 거쳐 보완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15문항으로 증상관리전략획득, 증상관리전략개발, 증상관리전략부재의 3

개 하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도구의 측정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

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증상관리전략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는 전문가 타당도를 받았으며 Cronbach’s alpha=.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이었다.

3) 자기관리이행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자기관리이행은 김보경(2013)이 개발한 조혈모세포이

식환자의 자기관리이행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원저자인

김보경(2013)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자기관리 이행 측정 도구는 일반적 자기관리, 히크만카테터 관리, 증상관리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히크만카테터 관리는 간호사가 병동에서 시

행하기 때문에 히크만카테터 관리를 제외한 일반적 자기관리, 증상관리를 측정한다.

일반적 자기관리는 18문항으로 감염예방활동, 식이, 복약,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건강

관리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관리는 35문항으로 오심/구토, 식욕부

진, 구강건조/구내염, 설사, 변비, 피부의 변화, 탈모, 피로, 통증, 눈의 변화, 수면 장

애, 우울/불안, 스트레스의 13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이며 ‘전혀

안 한다’ 1점, ‘비교적 실천 안 한다’ 2점, ‘비교적 잘 한다’ 3점, ‘항상 잘 한다’ 4점으

로 평가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관리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는 전문가의 타당도를 받았으며 Cronbach’s alpha =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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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McQuellon 등(1997)이 개발한 FACT

-BMT(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ation)를

한국어 버전 FACT-BMT(Version 4)도구를 FACIT Team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

다. FACT-BMT는 50문항이며 신체상태(7문항), 사회/가족상태(7문항), 정서상태(6문

항), 기능상태(7문항), BMT 하부상태(23문항)의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꽤 그렇다’ 3

점, ‘상당히 그렇다’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는 전문가의 타당도를 받았으며 Cronbach’s alpha = .90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기관 심의 윤리 위원회 검토 및 승인 이후 2016년 3월 23일

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 서울 소재의 3차 의료기관인 C 대학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병원 간호부에서

연구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고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수간호사, 혈액내과 교

수진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협조 동의를 구했다. 자료 수집 방법

은 연구자가 직접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한 환자들에게서 서면동의

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을 요청했다. 설문지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직접 읽고 작

성하고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일대일 면접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

다. 설문 조사 시간은 15-20분 소요되었으며 질병관련특성은 연구자가 전자의무기록

을 열람하여 기록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종료되면 설문 답례품을 전달하고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 22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모두 부호화하고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통계 분석하였다.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대상자의 일반적, 환경적, 질병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2)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대상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은

기술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3)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대상자의 일반적, 환경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증

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했다.

4)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했다.

5)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대상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서울 소재 C대학 병원의 연구윤

리 심의회의 연구 승인(연구번호 : KC16QASI0243)을 받았다. 본 연구자는 대상자에

게 자료 수집 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및 설문이 윤리

적인 부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 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 후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동시에 설문 환자의 전자의무

기록을 통해 질병관련특성을 조회함을 대상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였다. 전자의

무기록을 통한 자료는 증례기록서를 작성해 타인이 식별할 수 없도록 대상자의 성명

이 아닌 고유식별번호로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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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경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으로 구

분하여 서술하였다.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총 67명의 대상자를 바탕으로 평균 연령은 44.58세로 20세에서 68세의 범위를 보였

고, 연령분포는 50-59세 2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세-39세 22.4%로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67.2%, 여자가 32.8%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다. 교육 정도

는 62.7%가 고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68.7%였다. 직업은

직장인인 경우가 41.8%로 많았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43.3%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

보다 많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300만 원 이상인 대상자가 58.2%로 가장 많았다. 현재

치료비 부담 가족으로는 본인이 4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가 28.4%였

다. 현재 주 보호자는 배우자가 5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가 26.9%였다.

기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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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Mean±SD

Gender Male
Female

45
22

67.2
32.8

Age(years) 20-29
30-39
40-49
50-59
≥60

10
15
14
17
11

14.9
22.4
20.9
25.4
16.4

44.58±13.48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school

6
19
10
32

9.0
28.4
14.9
47.8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Divorced

46
20
1

68.7
29.9
1.5

Job Employed
Unemployed
Self employed
Student

28
25
8
6

41.8
37.3
11.9
9.0

Religion None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t

29
17
12
9

43.3
25.4
17.9
13.4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100
100-199
200-299
≥300

5
9
14
39

7.5
13.4
20.9
58.2

Main Source of medical fee Myself
Spouse
Parents
Brother/Sister
Others

31
19
14
1
2

46.3
28.4
20.9
1.5
3.0

Care givers Spouse
Parents
Children/Daughter in law
Brother/Sister
Others

35
18
6
3
5

52.2
26.9
9.0
4.5
7.5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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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Mean±SD

Family support

for Self management

Spouse 33 49.3

Parents 16 23.9

Brother/Sister 7 10.4

Children/Daughter in law 7 10.4

Otters 4 6.0

Medical support

for Self management

Nurse

Doctor

Others

36

28

3

53.7

41.8

4.5

Perceived Self management ability

[Score: 0-10]

6.49±1.99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Family)

[Score: 0-10]

7.54±2.02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Medical)

[Score: 0-10]

8.49±1.33

2)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환경적 특성

대상자가 스스로 지각하는 자기관리능력의 인식 정도는 평균 6.49(±1.99)점이었다.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가족으로는 배우자가 4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

가 23.9%였으며 자기관리를 위해서 가족에게 도움 받는 인식 정도는 평균 7.54(±2.02)

점이었다.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진으로는 간호사가 5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사가 41.8%였으며 자기관리를 위해서 의료진에 도움 받는 인식 정도는 평

균 8.49±(1.33)점이었다. 기타 내용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Table 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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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진단명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이 22.4%로 가장 많았고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20.9

%, 골수이형성증후군이 17.9%였다. 3가지로 나누는 이식의 종류에 따라서는 형태

(Type)은 형제이식이 29.9%, 타인이식 26.9%, 자가이식 26.9%, 가족내불일치 이식이

16.4%였다. 이식세포종류(Stem cell source)로는 말초조혈모세포이식(PBSC)가 88.1%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HLA(Human leukocyte antigen)는 완전 일치가 76.1%로 대부

분이었다. 이식 전처치로는 MAC(myeloablative conditioning)이 55.2%이고 RIC

(reduced‐intensity conditioning)이 44.8%였으며, 전신방사선조사를 시행한 자는

52.2%, 전신방사선조사 시행하지 않은 자는 47.8%였다. 이식 후 날짜는 1일에서 14일

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 6.67(±4.03일)이었다. 백혈구는 10/mm³에서 38840/mm³의 범위

를 보였고 중성구는 0/mm³에서 26160/mm³의 범위를 보였다. 헤모글로빈은 7.0g/㎗에

서 13.2g/㎗의 범위를 보였고 혈소판은 5000/㎕에서 178000/㎕의 범위를 보였다. 기타

내용은 <Table 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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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 Mean±SD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15 22.4

Acute lymphocytic leukemia 14 20.9

Myelodysplastic syndrome 12 17.9

Multiple myeloma 11 16.4

Lymphoma 8 11.9

Severe alplastic anemia 4 6.0

Chronic myeloid leukemia 2 3.0

Others 1 1.5

Type of HSCT Sibling

Unrelated

Autologous

Family mismatched

20

18

18

11

29.9

26.9

26.9

16.4

Stem cell source

of HSCT

PBSC

BM

Cord

PBSC+BM

59

5

2

1

88.1

7.5

3.0

1.5

HLA match

of HSCT

Full-match

Mis-match

51

16

76.1

23.9

Conditioning MAC

RIC

37

30

55.2

44.8

Total Body irradiation Yes

No

35

32

52.2

47.8

Day after HSCT D1-D5

D6-D10

D11-D14

32

20

15

47.8

29.9

22.4

6.67±4.03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N=67)

HSCT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BSC : peripheral blood stem cell

HLA: human leukocyte antigen

MAC : myeloablative conditioning , RIC :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



- 28 -

Variable Category Range Middle Mean±SD

WBC(mm³)

ANC(mm³)

Hemoglobin (g/㎗)

platelet(㎕)

D1-D5
D6-D10
D11-D14

D1-D5
D6-D10
D11-D14

D1-D5
D6-D10
D11-D14

D1-D5
D6-D10
D11-D14

30-3190
10-730

190-38840

0-3130
0-550

20-26160

7.0-13.2
7.8-12.8
7.0-11.5

10000-178000
5000-81000
11000-140000

430
280
3620

300
55
1850

9.65
10.0
11.5

58500
29000
38000

745.00±813.58
283.50±213.72
6300±9632.79

644.69±814.47
127.50±157.54
4394.00±6579.60

9.61±1.20
9.96±1.21
9.26±1.14

74406.25±48294.03
33050.00±18941.67
43733.33±38697.48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continued)

(N=67)

WBC : White Blood Cell ; ANC : Absolute neutrophi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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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

관리이행, 삶의 질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은 빈도, 강도, 고통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 빈도의 평균은 15.22±4.51개로 나타났다.

증상의 강도의 평균평점 점수는 2.05±0.44점이며 증상의 고통감의 평균평점 점수는

2.04±0.47점이었다. 증상의 발현유무 빈도, 강도, 고통감의 증상경험에 대한 각각의 결

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 빈도는 25개 항목 중에서 다빈도 5항목으로는 식

욕부진 64명(95.5%)과 입맛의 변화 64명(95.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빈번히

경험하는 증상은 수면 장애(80.6%), 구강건조(80.6%), 피로(79.1%) 등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 강도에서는 식욕부진이 평균평점 3.03±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맛의 변화(3.01±0.84), 수면 장애(2.57±1.00), 구강건조

(2.45±1.06), 피로(2.42±0.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

고통감에서는 식욕부진이 평균평점 2.91±0.8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맛

의 변화(2.91±0.88), 수면장애(2.69±1.05), 구강건조(2.48±1.04), 구토(2.45±1.17)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 경험에서 식욕부진은 빈도, 강도,

고통감 세 항목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80% 이상으로 빈도를 보인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식 후 날짜

(D1-D5)그룹에서는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오심, 수면장애, 구강건조, 피로, 불안으로

나타났다.(부록 6-1) 이식 후 날짜(D6-D10)그룹에서는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수면장

애, 구강건조, 피로, 오심, 구토로 나타났다.(부록 6-2) 이식 후 날짜(D11-D14)그룹에

서는 입맛의 변화, 식욕부진, 통증으로 나타났다.(부록 6-3) 이는 이식 후 날짜가 지날

수록 증상경험의 빈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세부 결과는 <Figure 3>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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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Frequency(%) Intensity

Mean±SD

Distress

Mean±SD

Loss of appetite 64(95.5)* 3.03±0.79* 2.91±0.81*

Changes of taste 64(95.5)* 3.01±0.84* 2.91±0.88*

Sleeping disturbance 54(80.6)* 2.57±1.00* 2.69±1.05*

Mouth dryness 54(80.6)* 2.45±1.06* 2.48±1.04*

Fatigue 53(79.1)* 2.42±0.94* 2.31±0.97

Nausea 49(73.1) 2.40±1.10 2.43±1.14

Vomiting 49(73.1) 2.33±1.04 2.45±1.17*

Diarrhea 48(71.6) 2.28±1.08 2.40±1.12

Anxiety 48(71.6) 2.21±1.02 2.21±1.04

Depression 46(68.7) 2.21±1.05 2.18±1.06

Difficulty to concentrate 45(67.2) 2.04±0.93 1.93±0.91

Pain 44(65.7) 2.10±1.03 2.18±1.09

Reduced mobility 43(68.7) 2.16±1.10 2.16±1.12

Changed Body image 39(58.2) 1.79±0.91 1.76±0.91

Mouth sores 38(56.7) 2.15±1.12 2.30±1.24

Loss of hair

Skin changes

38(56.7)

38(56.7)

2.10±1.14

1.67±0.81

1.79±0.99

1.61±0.76

Difficulty in remembering

Changing eye

Chilling

Constipation

Fever

37(56.7)

35(52.2)

33(49.3)

32(47.8)

29(43.3)

1.88±0.91

1.73±0.88

1.66±0.90

1.73±0.99

1.63±0.90

1.85±0.93

1.72±0.88

1.70±0.97

1.76±1.05

1.69±0.96

Sexuality discomfort 16(23.9) 1.38±0.79 1.38±0.81

Coughing 13(19.4) 1.22±0.60 1.19±0.61

Difficulty in breathing

Total

13(19.4)

15.22±4.51

1.18±0.49

2.05±0.44

1.25±0.64

2.04±0.47

<Table4> Descriptive statistics for Symptom Experience(Total)

(N=67)

* Rank up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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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Symptom experience each stage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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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SD
Mean

score±SD

Total 28 75 53.27±6.77 3.55±0.45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obtain 6 30 22.87±3.54 3.81±0.59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development 5 25 18.39±2.89 3.68±0.57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absence 4 20 12.01±2.44 3.00±0.61

2)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증상관리전략은 75점 만점에 평균 53.27±6.77점이었고 평균

평점은 3.55±0.45점으로 증상관리전략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증상관리전략의 하부 영

역별로는 살펴보면 증상관리전략획득이 30점 만점에 평균 22.87±3.54점(평균평점

3.81±0.5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증상관리전략개발이 25점 만점에 18.39±2.89점

(평균평점 3.68±0.57), 증상관리전략부재가 20점 만점에 12.01±2.44점(평균평점 3.00

±0.61) 순이었다. 증상관리전략 부재의 영역은 역환산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관

리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시기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증상관리전략은 이식 후 날짜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증상관리전략의 하부영역별로는 증상관리획득과 증상관리전략개발은

이식 후 날짜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관리부재는 이식 후 6일에

서 10일 사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관리획득만(F=3.755, p<.05) 시기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록 7>에 각각의 결과는 제시되었다.

<Table 5>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subdomain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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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자기관리이행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자기관리이행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자기관리이행은 212점 만점에 평균 147.70±16.70점(평균평점 2.74±0.89점)

으로 자기관리이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관리이행은 68점 만점에 평균 52.54±6.58점(평균평점 3.09±0.3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감염예방(3.35±0.35), 복약(3.27±0.48), 의료진과의

의사소통(3.23±0.51), 식이(2.68±0.65), 건강관리(2.47±0.77)의 순으로 건강관리가 가장

저조했다.

증상관리 이행은 144점 만점에 평균 95.16±12.30점(평균평점 2.59±0.90)으로 낮은 편

이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구강건조/구내염(3.19±0.55)이 증상관리를 가장 잘 이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피부의 변화(2.90±0.65), 피로(2.88±0.42), 통증

(2.80±0.63), 탈모(2.80±0.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2.41±0.51), 스트레스(1.97

±0.90) 등 환자 안위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관리가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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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omains Subtype Mean±SD Mean score ±SD

General self-management Prevent of infection 20.07±2.13 3.35±0.35

Taking medicine

Communication with medical team

6.55±0.96

12.93±2.05

3.27±0.48

3.23±0.51

Diet 8.04±1.94 2.68±0.65

Health care 4.94±1.55 2.47±0.77

Subtotal 52.54±6.58 3.09±0.39

Symptom management Dry mouth/Mucositis 9.57±1.64 3.19±0.55

Changing skin 5.73±1.31 2.90±0.65

Fatigue 8.64±1.25 2.88±0.42

Pain 5.60±1.26 2.80±0.63

Alopecia 5.60±1.44 2.80±0.72

Depression/Anxiety

Changing eye

8.16±1.80

5.46±1.37

2.72±0.60

2.73±0.69

Diarrhea 8.15±1.46 2.72±0.49

Nausea/Vomiting 10.42±1.92 2.60±0.48

Sleeping disturbance 9.63±2.06 2.41±0.51

Constipation 9.27±2.34 2.32±0.58

Anorexia 6.90±1.78 2.30±0.59

Stress 1.97±0.90 1.97±0.90

Subtotal 95.16±12.30 2.59±0.90

Total 147.70±16.70 2.74±0.89

<Table 6> Self-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each subdomain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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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SD Mean score ±SD

Physical Well-being 0 28 13.84±6.18 1.98±0.87

Social Well-being 0 28 17.70±5.27 2.24±0.63

Emotional Well-being 0 24 16.49±4.65 2.75±0.77

Functional Well-being 0 28 14.89±6.10 2.07±0.88

BMT Subscale 0 40 20.00±6.43 1.59±0.34

Quality of life
(FACT-BMT)

0 148 82.92±17.33 1.95±0.32

4)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Table 7>과 같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삶

의 질 점수는 평균 82.92±17.33점(평균평점 1.95±0.32점)이었다. 대상자의 신체상태, 사

회/가족상태, 정서상태, 기능상태, BMT 하부영역에서 삶의 질 평균 점수를 보면 정서

영역이 평균평점 2.75±0.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BMT 하부영역이 평균평점

1.59±0.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은 이식 후 6일에서 10일 사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상태와 기능상태는 이식 후 날짜가 지날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족상태는 이식 후 6일에서 10일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서상태는

이식 후 날짜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과는 <부록 9>에 제

시되었다.

<Table 7>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ach subdomain

(N=67)

BMT : Bone marrow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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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증상관

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경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

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8>,

<Table 9>에 제시되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교육 정도(F=3.979, p<.05)가 자기관리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지각된 자기관리 능력(r=0.264, p<.05),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진(F=3.570, p<.05)과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의료진의 지지 정도(r=0.246,

p<.05)가 증상관리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 도움을 주는

가족의 지지 정도는 증상관리전략(r=0.248, p<.05), 자기관리이행(r=0.430, p<.05), 삶의

질(r=0.412, p<.05)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

의 차이에서는 진단명이 증상경험 강도(F=2.577, p<.05)에, 혈소판이 자기관리이행

(r=0.303,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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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Frequency t or F
(p)

Intensity t or F
(p)

Distress t or F
(p)

Demographical

Gender
Male
Female

14.82±4.81
16.05±3.79

-1.044
(.262)

40.80±14.50
44.64±13.10

-0.999
(.322)

39.98±16.70
45.64±12.18

-1.414
(.162)

Age(years)
20-29
30-39
40-49
50-59
≥60

13.00±4.50
15.40±5.37
14.93±4.22
15.94±3.82
15.36±5.16

0.302
(.876)

37.20±15.02
43.27±15.59
40.29±13.47
44.35±13.55
43.55±18.02

0.461
(.764)

35.80±16.30
42.40±17.76
40.36±12.76
45.00±13.19
43.55±18.84

0.612
(.656)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17.17±4.58
15.58±4.85
13.60±4.35
15.16±4.37

0.839
(.477)

55.67±15.08
43.84±16.60
36.60±14.88
40.16±14.77

2.600
(.060)

52.67±16.59
44.11±18.17
36.60±16.35
40.09±12.65

1.677
(.18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Divorced

14.93±4.29
15.45±4.77
24.00±0

2.080
(.133)

41.57±14.38
41.80±15.02
70.00±0

1.867
(.163)

41.87±14.77
40.40±16.64
69.00±0

1.654
(.199)

<Table 8> Symptom experi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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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Frequency t or F
(p)

Intensity t or F
(p)

Distress t or F
(p)

Demographical Job
Employed
Unemployed
Self employed
Student

15.29±4.63
15.68±4.44
16.00±4.14
12.00±4.38

1.199
(.317)

42.36±14.73
43.88±14.44
44.00±15.23
30.50±14.03

1.430
(.242)

41.39±16.66
44.80±13.65
43.50±15.02
29.33±15.03

1.696
(.177)

Monthly family income
〈100
100-199
200-299
≥300

15.00±1.73
14.44±6.62
16.43±4.72
15.00±4.17

0.447
(.720)

42.60±7.27
42.44±22.22
46.86±17.57
42.06±14.77

0.698
(.557)

41.80±7.33
42.78±21.81
47.71±19.63
39.51±12.70

0.973
(.411)

Main Source of medical fee
Myself
Spouse
Parents
Brother/Sister
Others

14.68±5.17
16.00±3.56
15.57±4.70
14.00±0

14.50±0.71

0.294
(.881)

40.84±17.54
45.05±11.27
41.36±13.94
44.00±0

36.50±7.78

0.318
(.865)

40.71±18.41
45.47±10.94
40.86±15.31
39.00±0

33.00±4.24

0.472
(.756)

Care givers
Spouse
Parents
Children/Daughter in law
Brother/Sister
Others

15.11±3.95
16.33±3.82
16.83±5.15
12.00±5.56
12.00±7.84

1.540
(.202)

41.46±13.27
42.67±12.26
48.83±14.83
35.67±16.56
39.80±30.64

0.492
(.742)

41.63±13.73
41.22±13.81
50.00±13.67
36.00±17.09
39.20±32.20

0.552
(.698)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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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Frequency t or F or r
(p)

Intensity t or F or r
(p)

Distress t or F or r
(p)

Environmental Family support for Self management

Spouse
Parents
Brother/Sister
Children/Daughter in law
Others

14.61±3.96
15.88±3.81
13.86±6.89
17.29±3.90
16.50±7.68

0.837
(.507)

41.75±12.74
40.45±13.15
48.71±14.84
39.14±19.24
50.00±26.92

0.802
(.528)

40.58±13.64
40.13±14.28
39.14±19.34
48.71±14.84
50.00±26.92

0.880
(.481)

Medical support for Self management

Nurse
Doctor
Others

15.22±4.72
14.86±4.19
18.67±5.03

0.966
(.386)

41.72±14.37
41.11±15.19
55.00±14.11

1.228
(.300)

41.64±15.40
40.89±15.64
53.00±6.52

0.829
(.441)

Perceived self management ability 0.156
(.207)

0.076
(.540)

0.085
(.492)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
(Family)

-0.113
(.361)

0.818
(.542)

1.118
(.365)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
(Medical)

0.070
(.575)

0.170
(.388)

0.135
(.277)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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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Frequency t or F
(p)

Intensity t or F
(p)

Distress t or F
(p)

Clinical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Acute lymphocytic leukemia
Myelodysplastic syndrome
Multiple myeloma
Lymphoma
Severe alplastic anemia
Chronic myeloid leukemia
Others

16.93±4.85
16.57±3.65
13.58±4.14
16.45±3.78
13.88±3.44
11.00±7.35
11.00±4.24
13.00±0

1.881
(.089)

47.60±15.11
44.50±12.07
37.33±11.99
50.27±14.99
35.75±12.59
25.75±17.42
28.50±9.19
34.00±0

2.577
(.022)*

47.27±15.30
44.50±13.82
38.25±11.51
49.00±16.90
35.75±12.93
25.50±19.16
30.50±17.68
24.00±0

2.131
(.054)

Type of HSCT
Sibling
Unrelated
Autologous
Family mismatched

15.20±5.22
15.33±4.41
15.50±3.87
14.64±4.84

0.085
(.968)

42.00±15.38
40.33±12.35
45.56±15.41
39.27±17.04

0.538
(.658)

42.35±15.62
39.39±14.56
45.56±15.42
38.82±17.64

0.631
(.598)

Stem cell source of HSCT
PBSC
BM
Cord
PBSC+BM

15.02±4.42
16.20±6.22
17.50±4.95
18.00±0

0.405
(.750)

41.51±14.78
45.60±20.59
49.00±19.80
47.00±0

0.263
(.852)

41.12±14.78
46.20±23.20
49.50±27.58
47.00±0

0.363
(.780)

HLA match of HSCT
Full-match
Mis-match

15.06±4.47
15.75±4.74

-0.532
(.596)

42.06±14.59
42.06±15.80

-0.001
(.999)

41.80±15.08
41.94±17.29

-0.030
(.976)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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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Frequency t or F or r
(p)

Intensity t or F or r
(p)

Distress t or F or r
(p)

Clinical Conditioning
MAC
RIC

Total body irradiation
Yes
No

15.51±4.27
14.87±4.84

15.40±4.75
15.03±4.30

0.581
(.563)

0.332
(.741)

44.27±14.98
39.33±14.27

41.86±15.25
42.28±14.45

1.370
(.175)

0.447
(.908)

44.11±15.54
39.03±15.24

41.14±16.36
42.59±14.73

1.341
(.185)

0.217
(.705)

Day after HSCT
D1-D5
D6-D10
D11-D14

WBC

ANC

Hemoglobin

Platelet

16.03±4.34
15.60±3.75
13.00±5.31

2.518
(.089)

-0.016
(.899)

-0.032
(.800)

0.118
(.341)

0.004
(.977)

43.09±13.47
43.35±14.27
38.13±18.13

0.678
(.511)

0.112
(.365)

0.094
(.449)

0.106
(.393)

0.061
(.624)

43.13±14.06
44.00±14.54
36.20±19.08

1.309
(.277)

0.065
(.599)

0.044
(.724)

0.128
(.303)

0.068
(.586)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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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 or F
(p)

Self-management
behavior

t or F
(p)

Quality of life t or F
(p)

Demographical Gender
Male
Female

52.82±6.73
54.18±6.91

-0.770
(.444)

145.33±15.90
152.55±17.62

-1.683
(.097)

81.58±16.81
83.91±16.96

-0.532
(.597)

Age(years)
20-29
30-39
40-49
50-59
≥60

55.00±4.79
53.33±5.54
55.93±4.63
52.29±7.76
49.73±9.30

1.601
(.185)

143.90±12.40
144.13±11.25
148.07±20.45
148.94±21.10
153.64±13.96

0.659
(.623)

86.90±14.56
84.33±16.76
78.14±17.30
84.76±18.60
77.09±15.37

0.806
(.526)

Education
≤Middle schoola

High schoolb

University studentc

≥Universityd

48.17±6.61
52.05±7.15
55.00±5.01
54.41±6.73

1.939
(.132)

157.33±15.51
138.53±13.77
144.60±14.72
152.31±16.95

3.979
(.012)*
b<c

81.00±21.96
77.63±14.07
87.40±15.34
83.81±17.68

0.894
(.449)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Divorced

53.78±6.71
52.10±7.10
53.00±0

0.424
(.656)

149.89±17.70
141.55±12.19
170.00±0

2.786
(.069)

84.02±16.17
79.25±18.10
67.00±0

0.990
(.377)

<Table 9>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Self-management behavior,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67)

a,b,c,d : post hoc (scheff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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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 or F
(p)

Self-management
behavior

t or F
(p)

Quality of life t or F
(p)

Demographical Job
Employed
Unemployed
Self employed
Student

52.75±7.51
53.64±6.05
51.13±7.40
57.00±4.65

0.953
(.421)

145.00±14.73
150.72±16.25
148.25±25.55
147.00±15.52

0.511
(.676)

82.61±19.26
81.52±14.15
90.57±17.29
95.17±6.08

1.866
(.144)

Monthly family income
〈100
100-199
200-299
≥300

52.60±7.40
52.56±8.99
53.21±7.62
53.54±6.06

0.067
(.977)

144.20±9.88
152.56±17.18
137.79±13.27
150.59±17.32

2.524
(.066)

82.80±19.10
86.67±17.46
76.79±16.47
83.28±16.62

0.746
(.529)

Main source of medical fee
Myself
Spouse
Parents
Brother/Sister
Others

52.87±7.46
53.37±7.50
55.21±3.56
46.00±0

48.50±4.95

0.845
(.502)

148.29±17.15
148.37±19.65
143.57±12.1
157.00±0

156.50±16.70

0.432
(.785)

80.29±18.39
82.00±14.65
84.93±17.14
90.00±0

95.50±9.19

0.546
(.702)

Care givers
Spouse
Parents
Children/Daughter in law
Brother/Sister
Others

53.20±6.95
54.72±5.23
52.83±5.19
47.33±12.42
52.60±9.01

0.793
(.534)

149.83±16.30
145.83±11.38
142.33±20.20
166.67±35.16
134.40±8.79

2.273
(.071)

84.31±16.29
83.94±16.06
72.33±13.44
82.33±28.75
74.80±19.47

0.947
(.443)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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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 or F or r
(p)

Self-management
behavior

t or F or r
(p)

Quality of life t or F or r
(p)

Environmental Family support for self management
Spouse
Parents
Brother/Sister
Children/Daughter in law
Others

53.24±7.01
54.63±5.54
50.43±7.98
53.29±6.34
53.00±9.76

0.455
(.769)

149.55±16.72
145.19±10.49
149.14±28.16
148.29±17.26
139.00±15.64

0.462
(.763)

83.52±16.21
84.25±16.45
73.29±13.60
81.00±18.28
83.25±27.50

0.602
(.662)

Medical support for self management
Nurse
Doctor
Others

53.31±6.62
54.25±6.04
43.67±10.06

3.570
(.034)*

143.33±14.11
153.32±18.20
147.67±21.55

2.986
(.058)

80.47±16.80
85.75±15.58
73.00±26.51

1.279
(.285)

Perceived self management ability 0.264
(.031)*

0.230
(.061)

0.058
(.639)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
(Family)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
(Medical)

0.248
(.043)*

0.246
(.045)*

0.430
(.000)*

.198
(.108)

0.412
(.001)*

0.061
(.624)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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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 or F
(p)

Self-management
behavior

t or F
(p)

Quality of life t or F
(p)

Clinical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Acute lymphocytic leukemia
Myelodiyspalstic syndrome
Mutiple myeloma
Lymphoma
Severe alplastic anemia
Chronic myeloid leukemia
Others

55.27±4.77
55.07±5.16
48.58±9.00
51.64±8.45
54.38±4.14
57.00±5.48
54.50±4.95
46.00±0

1.747
(.115)

149.27±17.03
148.86±15.28
143.42±23.15
151.64±14.40
153.75±12.15
135.25±13.15
139.50±10.61
134.00±0

0.847
(.553)

81.80±14.76
88.71±17.78
79.42±15.73
78.36±19.90
82.25±16.73
86.75±17.10
72.00±26.87
84.00±0

0.554
(.790)

Type of HSCT
Slbling
Unrelated
Autologous
Family mismatched

53.80±6.63
52.22±5.86
52.56±8.31
55.18±5.98

0.532
(.662)

143.45±15.83
146.50±18.75
155.83±12.58
144.09±18.05

2.166
(.101)

80.35±17.71
83.39±15.29
80.89±18.39
86.64±15.89

0.392
(.759)

Stem cell source of HSCT
PBSC
BM
Cord
PBSC+BM

52.88±6.83
58.00±6.25
50.50±2.12
58.00±0

1.161
(.332)

147.63±17.33
146.20±11.23
146.00±15.56
163.00±0

0.291
(.831)

82.98±16.67
82.00±18.99
72.00±22.63
67.00±0

0.551
(.649)

HLA match of HSCT
Full-match
Mis-match

52.90±7.19
54.44±5.2

-0.789
(.433)

148.53±16.66
145.06±17.09

0.875
(.473)

81.75±16.36
84.25±18.41

-0.519
(.606)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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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 or F or r
(p)

Self-management
behavior

t or F or r
(p)

Quality of life t or F or r
(p)

Clinical Conditioning
MAC
RIC

Total body irradiation
Yes
No

53.62±6.97
52.83±6.60

54.34±5.06
52.09±8.17

0.471
(.639)

1.367
(.176)

148.35±13.89
146.90±19.85

145.86±14.16
149.72±19.13

0.351
(.726)

-0.945
(.348)

81.05±17.30
83.93±16.23

83.23±17.05
81.38±16.66

-0.696
(.489)

0.449
(.655)

Day after HSCT
D1-D5
D6-D10
D11-D14

WBC

ANC

Hemoglobin

Platelet

55.09±5.98
52.65±6.65
50.20±6.77

2.952
(.059)

-0.051
(.685)

-0.071
(.568)

-0.030
(.808)

-0.029
(.819)

151.13±17.24
144.25±15.79
145.00±16.35

1.308
(.278)

0.209
(.090)

0.207
(.093)

0.131
(.290)

0.303
(.013)*

84.66±16.92
79.55±14.54
81.13±19.46

0.614
(.544)

0.049
(.692)

0.047
(.707)

-0.044
(.722)

-0.039
(.754)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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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7)

Quality of life Symptom experience S y m p t o m
m a n a g em e n t
strategies

Self-management
behaviorFrequency Intensity Distress

Quality of life

eFr quency

Intensity

Distress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S e l f - m a n a g e m e n t
behavior

1

.-.378**

.002
1

.-450**

.000
.898**

.000
1

-.469**
.000

.879**
.000

.977**
.000

1

.323**
.008

.042

.735
-.091
.463

.-045
.716

1

.362**
.003

.117

.346
.087
.484

.068

.586
.232
.058

1

4.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

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관련성

  대상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빈도와 강도

(r=.898, p<.01), 증상경험의 빈도와 고통감(r=.879, p<.01), 증상경험의 강도와 고통감

(r=.977,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증상경험의 빈도,

강도, 고통감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의 빈도와 삶의 질(r=-.378, p<.01), 증상경험

의 강도와 삶의 질(r=-.450, p<.01), 증상경험의 고통감과 삶의 질(r=-.469, p<.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증상경험이 적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r=.323 p<.01), 자기관리이행

과 삶의 질 (r=.362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증상관

리전략을 잘 할수록, 자기관리이행을 잘 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었다.

<Table10> Correlations between Symptom experience,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Self-management behavior , Quality of life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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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 영향 요인

대상자의 증상관리전략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질병 관련 특성, 증상 경험의 빈도, 강도, 고

통감,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조혈

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은 삶의 질, 이식 후 날짜, 지각된 관리 능력,

연령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R²=.242 p<.05) <Table 11>

대상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증상경험의 빈도, 강도, 고통감,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증상경험의 고통감, 자기관리이행, 증상관리전략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R²=.394, p<.05) <Tab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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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B SE β t P R² CumR² F(p)

Quality of life 0.100 .044 .247 2.263 .027 .288 .242 6.260

(<.000)

Days after HSCT -2.278 .910 -.271 -2.504 .015

Perceived self management ability

Age(years)

1.032

-1.144

.371

.563

.304

-.224

2.781

-2.034

.007

.046

Factors B SE β t P R² CumR² F(p)

Symptom experience

(distress)

-.522 .104 -.482 -5.014 .000 .422 .394 15.307

(<.000)

S e l f - m a n a g e m e n t
behavior

.344 .099 .343 3.469 .001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547 .244 .221 2.239 .029 .

<Table 11> The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of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N=67)

*(p<.05)

<Table 12> The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of Quality of life

(N=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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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증상관리전

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그들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이론에서

중범위 이론인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는 증상경험을 빈도, 강도, 고통감으로 다차원적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증상 경험 중 빈도로 보았을 시 상위 5가지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수면

장애, 구강건조, 피로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 경험 중 강도로 보았을 시 상위 5가지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수면장애, 구강건조, 오심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

경험 중 고통감으로 보았을 시 상위 5가지 증상으로는 입맛의 변화, 식욕부진, 수면장

애, 구강건조, 구토 순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을 빈도,

강도, 고통감으로 보았을 시 상위 5가지 증상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빈도, 강

도, 고통감 모두 높게 나타난 상위 증상으로는 입맛의 변화, 식욕부진, 구강건조, 수면

장애로 나타났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성별, 이식 시기에 따른 증상경험을 보

고한 김경자(2004) 연구에서 나타난 증상 경험으로 입맛의 변화, 식욕 감소, 구강건조

증상은 일련의 증상군으로 나타났으며 발현유무, 강도, 고통감 측면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고용량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Larsen 등(2004)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빈도는 피로, 식욕부진, 구강건조,

오심, 수면장애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는 식욕부진, 피로, 구강건조 순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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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통감은 식욕부진, 피로, 구강건조 순으로 나타났다. Larsen 등(2004)의 연구에도

빈도와 강도, 고통감의 상위 증상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이식 시기별 신체, 정서적 증상과

영적 관계를 본 나영희(2011)의 연구에서 이식 중 시기에 나타난 신체, 정서적 증상에

서도 입맛의 변화, 식욕 감소, 입과 구강내 궤양, 피로, 오심, 구강건조가 70% 이상 발

생하였고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구는 다르지만 식이 위장관 문제가

가장 큰 증상경험으로 나타난 한은경(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이식 후 날짜를 세분화하여 시기별 증상경험에서 상위 80% 이상 빈도를 보인 증상

경험으로는 이식 후 1일에서 5일에서는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오심, 수면장애, 구강

건조, 피로, 불안으로 나타났다. 이식 후 6일에서 10일에서는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수면장애, 구강건조, 피로, 오심, 구토로 나타났다. 이식 후 11일에서 14일에서는 입맛

의 변화, 식욕부진, 통증으로 나타났다. 이식 후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환자들이 힘들

어하는 증상경험은 입맛의 변화, 식욕부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식 시행 전에 전처

치로 사용되는 고용량 항암제와 전신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오심/구토, 구강점

막염, 식욕 부진 등의 부작용이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 난 직후부터 회복 기간까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환자들이 식이 장애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식욕부

진, 입맛의 변화에 대해서 이식 전처치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진

토제 투여, 구강점막염 예방과 완화를 위한 가글 격려 등으로 식사섭취를 격려 하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기초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

상태 변화를 사정하여 중재가 시작되어서 환자의 영양 상태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간호

사의 기본 행위이고 중요한 간호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간호사는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모든 시기에 걸쳐 환자의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간호사만의 간호 활동이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인한 식이 장

애와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간의 다학제적 접근으로 환자 중심적 중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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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빈도, 강도, 고통감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시기별로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차별화하며 시기별 맞

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임상 표준 간호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임상 표준 간호안은

보통 환자가 수술이나 시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적합하며 신장, 간, 체장 등 장

기이식환자에게는 미국의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개발 후 공유를

하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Pavlakis & Hanto, 2012).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을 하기 전에 완전 관해를 위해서 다양한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혈액암 특성상 호중구 수치 회복 기간도 환자 개인마다 차이가 나며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대한 임상 표준 간호안이 광범위하게 개

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고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최근

2016년 암연구 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정책 보고에 의하면 암

환자를 위한 임상 표준 지침 개발은 근거기반적이고 환자 치료에 있어 질과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의료인의 활동이며 개발 후 적절하게 환자들을 위해 적용

되어져야 된다고 발표하였다.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로 인해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식 후 시기별 나타나는 증상이 상이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각 시기별 임상 표준 간호안을 개발하여 근거기반적인 간호 중

재를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2.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자기관리이행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는 증상관리전략과 자기관리이행를 위해 도움을 주는 지

지체계로는 가족에서는 배우자로, 의료진에서는 간호사로 나타났다. 김한나(2013)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중에서는 배우자, 의료진 중에서는 의사

로 나타났다. 이는 암종이 다르긴 하나 가족에서 지지체계는 주보호자가 배우자로 일

치하였으나 의료진에서는 차이가 났다. 이는 강영아 등(2009)의 연구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중인 환자가 무균실에 입원하여 집중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격리되어 가장 많

이 접하는 의료진이 간호사이며 환자들이 간호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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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에 의료진 중에서는 둘 다 의료인인 의사

와 간호사의 자기관리 도움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의료인인 의사와 비의료인의 자

기관리 도움 정도에서는 의사가 더 높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족보다 의료인

에게 환자가 증상 및 자기관리를 하는데 있어 도움 받는 정도의 점수가 7.52점에서

8.46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 상주 없이 무균실에서 지내는 조혈모세포

이식 중인 환자들에게는 의료인이 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해 환자 지지를 위한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고 환자들도 의지를 많이 하는 경향으로 생각된다. 무균실의 특성 상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많이 환자와 의사소통하고 환자들의 관리에 대해 즉각 대처하

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자기관리 도움 정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는 간호사가 환

자 스스로 증상관리와 자기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간

호해야 하는 시기, 상황,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증상관리전략은 75점 만점에 평균 53.2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본 도구의 수정 전 도구인 자기관리역량을 측정한

연구로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김민지(2014)의 연구에서는 평균 49.84점이었고

폐암환자 대상으로 본 김호곤(2012)의 연구는 평균 52.0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증상관리전략과 자기관리역량은 다른 개념이지만 스스로 관리할 수 있

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들이 무균실에 격리되어 생활하면서

보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 집중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며 환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려

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증상관리전략의 하부영역으로 증상관리획득, 증상관리개발, 증상관리부재를 측정하

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증상관리전략를 실행하기 위해서 증상관리획득은 평균

22.87점과 증상관리개발은 평균 18.39점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증상관리부재는 평균

12.01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을 시 이식 후 날짜에

따라 점점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부영역에서도 증상관리획득,

증상관리개발은 이식 후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낮았으나 증상관리부재에서는 이식 후

6일에서 10일 사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식 후 1일에서 5일은 조혈모세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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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한 직후 이고 이식 당일에 이식 부작용 예방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와 이식 전

처치로 인한 범혈구 감소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 등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전신 상태가 나쁘지 않으며 이식을 처음 겪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자 스

스로가 증상관리를 하기 위해 궁금한 점에 있어서는 정보를 얻고 의료진과 의논도 많

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식 후 6일에서 10일은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한

면역억제 상태에 이르게 되며 환자가 느끼는 전신 상태가 점점 저하되고 증상관리를

하려고 해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식 후 11일에서

14일은 다시 호중구가 회복하면서 환자가 느끼는 전신 상태가 호전되고 그 전 시기에

많이 나타났던 증상이 컨디션 호전으로 인해 적극적인 증상관리 정도의 필요성이 줄

어들면서 증상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

상관리전략을 위해 이식 후 시기별에 따라 집중적으로 간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

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이행 총점 평균 147.70점이었으며 하부 영역으로 일반적 자기

관리 이행점수는 평균 52.54점, 증상관리이행 점수는 평균 95.16점으로 나타났다. 백분

율로 환산했을 시 자기관리이행 총점 평균은 69.67점이고 일반적 자기관리이행 평균

77.26점, 증상관리이행 평균 66.08점이다. 전체적인 자기관리이행도 낮게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으로 보았을 시 일반적 자기관리이행에 비해 증상관리이행이 더욱 하지 않

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관리이행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비교는 어려

우나 같은 행위 영역을 측정했음을 감안하여, 백분율 환산 시 우정애(2007)의 혈액종

양환자의 자가간호행위 75.38점, 김보경(2011)의 퇴원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일반적

자기관리이행 79.68점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일반적 자기관리이행정도는

혈액종양환자와 비교할 시 비교적 높으나 퇴원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와 비교할 시 조

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자기관리의 5가지 하위 영역 중 감염예방을 가장 잘 이행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있어서 이식 후 면역억제 상태에서 감염 자체는 위협이

되는 요소이므로 상대적으로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복약이 잘 이행 되고 있었으며 이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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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예방적 항생제, 예방적 진균제, 면역억제제 등의 복용은 이식 후 부작용 발

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났다. 김보

경(2011)의 연구에서는 복약, 감염예방 순으로 자기관리이행 정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라도 입원 후와 퇴원 후 시점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퇴원하고 나서는 집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복용하지 못하

는 약에 대해 주사로 처치를 할 수 없어서 복약에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들은 경구로 섭취하지 못하는 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주사 약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약 이행을 퇴원 후 환자보

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건강관리는 5가지 하위 영역에서

가장 이행을 못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본 연구 대상자 중 설문지에 주

관식 기록에 응답한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이식 후 나타나는 전신상태저하’, ‘귀찮음’,

‘힘들어서 오는 무력감’, ‘움직이고 싶지 않음’ 등으로 기록하였다. 이는 이식 전처치로

인해 대부분 부작용을 경험하고 전신 상태가 저하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당장 일상적

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암생존자에

대한 정기적인 운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Panel 등(2010)의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을 받은 무균실 입실 환자에게 침상안정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해 일상생활 유지를 추

천하며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조혈모세

포이식 중인 환자의 건강관리에 있어 적절한 신체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환자가 무균실 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복도 걷기,

스트레칭을 수시로 격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증상관리이행은 전체 13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평균 2.74점으로 환자의 증상

관리항목에 따라 이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강건조/구내염 평균

3.21점, 피부의 변화 2.92점, 피로 2.90점의 순으로 증상관리를 잘 이행하고 있었다. 이

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 위해 관해 요법, 공고 요법 등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구

강점막염, 피부의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식 전처치도 항암화학요법이므로 나타

날 부작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어 환자들 스스로가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를 잘 하

는 것으로 인식된다.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은영(2002)의 연구에서는 증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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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하는 증상이 피로였으며 퇴원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보경

(2011)의 연구에서 증상관리를 잘 하는 증상으로 눈의 변화, 구강건조/구내염으로 나

타났다. 이는 치료 시기, 회복 시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가 보고한 다빈도의 증상경험

과 비교했을 시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수면 장애에 대해서 환자가 심하게 증상이 있

다고 느끼고 있지만 환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행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간호사가 먼저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우선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감소시

키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자기관리이행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환자가 왜 이행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반면 스트레스 관리가 1.97점으로 가장 이행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보

경(2011)의 연구에서 퇴원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들에게서도 스트레스 증상관리가 낮

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가 조혈모세포이식환자들에게서 입원부

터 퇴원 후까지도 관리가 잘되어지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부 바이러스에 침입을 쉽게 하므로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환

자들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면역체계가 재구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

다. Haider(2008)의 공여자세포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이식환

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생존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인자라고 하였으며 이는 스트레

스 해소가 환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들의 스

트레스 관리가 입원부터 퇴원 후 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균실 입실 전

외래에서부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정이 필요하다. 무균실 입실 전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의료진 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무균실 입실 후에도 스트

레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환자의 스트레스 사정 및 관리를 위

한 교육이 요구된다. 퇴원 후에도 환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관리이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추후 변화에 대해 모니터

링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면역 훈련과 같은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이행은 높은 교육 수준과 환자가 지각된 자기관리능력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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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졸보다 대졸 이상 대상자가 더 자기관리이

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관리이행을 더 잘한다는

김보경(2013)의 연구와 일치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간호역량이 높다는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선희(2015),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정하 등

(2014)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환자가 자기관리능력이 스스로 높다고 표현할수록 자

기관리이행을 잘 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다는 태도와 신념에 따라 차이

가 난다고 생각되며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긍정적이고 도와줄 수 있는 간호 제공이

필요하다. 무균실에 있는 동안 자기관리이행을 더욱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혈모세

포이식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방적인 자기관리방법 교육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

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행을 실천하거나 혹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증상관리전략을 구성하는 방법

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1회성 교육에 지나치지 않고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재확인 교육 방법을 시도하여 어떠한 이행이 부족한 지 발견하고 환

자에게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생각된다.

3.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 82.92점이고, 하부 영역별 삶의 질은

사회/가족 상태, 정서상태, 기능상태, 신체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Kisch 등(2012)의 연

구에서 전체 삶의 질은 이식 전 109.33점에서 이식 100일 후 100.66점으로 낮았다. 하

부 영역별 삶의 질은 사회/가족상태, 신체상태, 기능상태, 정서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이식 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한 혼합 방법 연구인

Niederbach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전체 삶의 질 109.79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

별로는 신체상태, 사회/가족 상태, 정서상태, 기능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저강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연구한 Bevans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이식

당일 삶의 질은 평균 96.5점에서 이식 후 30일 삶의 질은 평균 100.2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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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대상자가 이식 후 대상자의 삶

의 질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으며 무균실에서 치료 받는 시기가 환자들

에 있어서는 가장 삶의 질이 낮음을 보여주므로 무균실에서의 치료 받는 동안 환자가

치료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관심과 정신적 지지를 위한 접근

이 필요하다.

시기별로 보았을 시 신체상태와 기능상태는 이식 후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낮아졌

으나 정서상태는 이식 후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높아졌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고 나

서 신체, 기능 상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 정서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McQuellon 등

(1988), Bevans 등(2006), Kisch 등 (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이 현상은 이식을

시행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이식을 하고 나서 일

정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격리병동 입 · 퇴실 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지

각하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연구한 김혜조 등(2006)에서 입실 시보다 퇴실 시 불안이

낮아진 결과와 본 연구의 증상경험에서도 불안이 이식 후 1일에서 5일까지 80% 이상

의 빈도를 보이다가 이식 후 11일에서 14일까지는 46.5%로 감소하게 나온 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재된 불안 증

상의 완화와 해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 알맞은 간호중재 맞춤 전략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사회/가족 상태는 이식 후 6일에서 10일 시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그 시기

는 면역억제 상태이며 짧은 면회 제한 시간으로 인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낸다. 또한

환자가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면회 시간에도 보호자의

손길조차 거부할 때도 있다. 그러나 환자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

록 특히 이식 후 6일에서 10일 시기에 가족의 지지와 전문적인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

하다. 특히 자기관리를 위해 도움을 주는 가족원은 배우자로 나타났으며 의료진은 간

호사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 간호사가 가장 환자에게 영향력 있는 지지체계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면회 오는 가족에게 그날에 대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짧은 면회 시간이지만 보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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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지지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

하다. 그리고 간호사는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 간호뿐만 아니라 면회를 오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알림 문자를 일정 시간에 보내주는 절차와 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혈소판이 높을 수록 유의하다

고 나왔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 적용 대상이며 수혈 요구도가 높은 골수이형성증후

군 환자의 삶의 질 소진을 본 Kurtin 등(2014)의 연구에서 혈소판이 삶의 질 하부 영

역인 신체상태와 정서상태 영역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

구 기관의 치료 지침에서도 조혈모세포이식 후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 손상 위험과

출혈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침상 안정을 권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소판 20,000/㎕ 이하에서는 혈소판 수혈을 시행한다. 그러므로 혈소판의 수치에 따

라 환자의 활동 범위 제한으로 인해 환자가 격리되어 지내는 동안 느끼는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50,000/㎕ 이하부터 혈소판 감소증으로 간주

하지만 최근 10,000/㎕ 이하인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 운동을 한 Elter 등(2009)

연구에서 출혈 위험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혈소판 수치에 대해서 절대침상안정을

권고하는 수치가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혈구 수치와 관련하여 조혈모세

포이식환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4.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

관리이행, 삶의 질과의 관계 및 영향 요인 :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을 기반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경험에서는 빈도, 강도, 고통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증상 완화 연구인 Anderson 등

(2007)에서 피로, 식욕부진,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결과와 유사하다. 암종은 다르지만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암, 유방암,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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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증상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감소한다고 나

타난 선행 연구(김창희 2005; 김경덕 등, 2011; 김한나, 2013; 서현정 2015)들과 유사하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을 적용한 연구와 비교하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u 등(2007)의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자기관리전략을 2-3가지 쓰는 군

이 중등도의 삶의 질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며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한나

(2013)의 연구에서는 증상관리전략이 효과적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ualuang Sumdaengrit 등(2010)

의 연구에서는 증상 경험과 자기관리 효율성 정도의 관계를 보았으며 증상 경험이 많

을수록 자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 증상경험이 줄어들면 효율성이

증가하는 U자형으로 나타나 증상 경험과 자기관리 효율성 정도와의 관계는 유의하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대상자가 다르며 증상 경험과

자기관리이행 정도와는 유의하지 않게 나와 추후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

를 통해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서 자기관리이행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

가 있겠다. 수술 전 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nchon 등(2015) 연구에서는 수술 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간호 중재가 증상 결과인 기능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와는 다른 증상 결과를 측

정하였지만 기능 상태와 정서 상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삶의 질이 증가

할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게도 질적으로 증상 결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전략을 개발하고 임상 적용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이 높을수록, 지각된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이

식 후 날짜와 연령이 증상관리전략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

자의 증상경험의 고통감이 낮을수록, 증상관리전략을 잘 시행할수록, 자기관리이행을

잘 하는 것이 삶의 질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무균실에서

회복하여 퇴원하기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면서 전처치 기간을 포함하여 한 달 간

의 시간을 버틴다. 그 동안 환자 스스로 증상관리전략을 실행하고 자기관리이행을 하

는데 있어 환자가 이식 후 변화하는 신체 상태와 정서 상태에 따라 환자 스스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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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다르게 된다. 그렇기에 환자의 요구에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좀 더 세세하고 지지 간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이며 환자 중심

적인 간호가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 없는 무균실 입원 생활 속에서 정서적 지지 간호

를 제공을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가족의 지지 정도는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밝혀졌다. 이는 앞으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비록 면회가 제

한되어 있지만 가족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환자 치료 및 간호 활동에 개입하여 환자

에게 긍정적인 증상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gure 4> Final the modified model

본 연구의 결과는 Dodd 등(2001)이 증상관리모델에서 제시한 증상 결과는 증상 경

험, 증상관리전략, 이행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론을 지지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증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은 확인하였으나, 영향력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 질병적 특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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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험에서 부분적 요인들만 지지되었다. 이에 대한 관계는 <Figure 4>에 제시하였

다. <Figure 4>에서 화살표 실선은 영향을 미친 관계를 뜻하고 화살표 점선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관계를 뜻한다. 이는 증상관리전략,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수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Dodd(2001)의 증상관리모

델에서 제시하는 여러 차원을 고려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경험을 바탕으

로 증상관리전략을 세우고 이행을 하여 증상 결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개별

적인 간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조혈모세포이식병동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를 편의 추출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횡단적 조사 연구이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거나 확대 해석할 때에 주의가 요구된다. 증상관리전략과 자기관리이행에 대한 측

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연구 비교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에 기반 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존 모델에서는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환경 영역에서 일부분

인 사회적 부분만 측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감

안하여 해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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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증상

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 삶의 질 정도를 차이를 파악하여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 경험 중에서도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수면장애, 구강건조, 피로 등이 높았으며 이식 후 날짜가 지날수록 증상경험이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기별로 나누었을 시 공통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

들이 호소하는 증상경험은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로 나타났다.

증상관리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 중에서 지지자는 주로 배우자였으며, 의료진

중에서 지지자는 주로 간호사였다. 전체적인 증상관리전략 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시기별로 나누었을 시 이식 후 시기가 지날수록 증상관리전략 정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관리전략은 삶의 질, 이식 후 날짜, 지각된 관리능력, 연령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이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자기관리이행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행 정도가 낮았으며 일반적 자기관리이행에 비해서 증상관리이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이행은 대상자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위해 가족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높게 이행되었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시기별로 나누었을 시

이식 후 6일에서 10일 사이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경험

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경험 중에서도 고통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상관리전략이 높을수록, 자기관

리이행을 잘 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증상경험을 시기별에 따라 차별화하여 중재가 필요하며 임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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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간호안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증상관리와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지속적인 환자 교육과 지지 간호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Dodd(2001)의 증상관리모델을 적

용하여 관련 변수들의 인과 관계를 알아본 논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증상관리전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

중재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할 때,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증

상경험, 증상관리전략, 자기관리이행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기별 증

상관리와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

다. 그리고 이식 후 무균실에서 면역억제시기에 환자 스스로 증상관리전략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중재 및 지지 간호를

제공하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에게 자기관리를 위해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함

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에 대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므로 추후 조혈모

세포이식 후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시켜 성인과의

차이점이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을 대상으

로 시기별 증상관리와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그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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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연구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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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를 위한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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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증상 경험 관련 요인

: 증상관리모델을 기반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가톨

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1병동 간호사 조은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증상 경험 관련 요인은 무엇이며, 

증상관리전략,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어떠한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

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

호중재안을 마련하고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지 내용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성명이 

아닌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여 신상 정보는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열람내용과 

귀하의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된 설문

지는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고 통계 처리하는 즉시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어려우

시더라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쾌유를 빕니다.

<부록 3> 설문지

연구자 : 조은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대학 석사과정

연락처 : 02-2258-5251

e-mail : illusionkt@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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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빈도 강도 고통감

경험하

지 않

는다

경험한

다

전혀

심하지 않

다

별로

심하지 않

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전혀

괴롭지 않

다

별로

괴롭지  않

다

약간

괴롭다

매우

괴롭다

오심

구토

발열

오한

기침

통증

호흡곤란

피로

구강건조

입과 구강내 궤

양

입맛의 변화

1. 증상경험         

귀하께서는 다음 증상들을 최근 2-3일 동안 경험했던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는지, 얼마나 심하게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V”표를 해주십시오. 

* 빈도 :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질문입니다. 

* 강도 : 증상을 얼마나 심하게 경험하는지 질문입니다.

* 고통감 : 증상이 얼마나 괴로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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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빈도 강도 고통감

경험하

지 않

는다

경험한

다

전혀

심하지 않

다

별로

심하지 않

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전혀

괴롭지 않

다

별로

괴롭지  않

다

약간

괴롭다

매우

괴롭다

설사

변비

수면장애

활동장애

우울

불안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탈모

성적 문제

외모의 변화

눈의 문제

피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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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식 후 건강상태가 변화할 때, 그에 따라 요구되
는 증상관리방법으로 바꾸어 건강을 유지한다

이식 후 신체기동력이 떨어질 때, 그에 따라 요구
되는 증상관리방법으로 바꾼다

필요하다면, 이식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증상관
리방법들 중에서 우선적인 것을 새로 찾는다

내가 증상관리를 수행해야 되는 방법들로 나 자신
을 돌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종종 느낀
다

나 자신의 증상을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다

필요하다면, 나 자신의 증상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이식 후 새로운 약물을 복용할 때 나 자신의 건강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하여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무균실 생활 전에, 건강향상을 위해 습관을 바꾼 
적이 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무균실 내에서 
취한다. (낙상, 감염예방 등등)

증상관리를 위한 건강유지를 위해 내가 행하는 것
들의 효과를 규칙적으로 평가한다

무균실 생활 동안, 나 자신의 증상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이식 후 건강이 위협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스스
로 구한다.

스스로 증상관리를 할 수 없을 때, 가족 또는 의료
진에게 도움을 구한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나의 증상관리를 할 
수 없다

2. 증상관리전략

다음은 귀하의 평소 증상관리 행위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마다 귀하의 생

각과 행위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곳을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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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상

잘한다 

비교적 

잘한다 

비교적

안한다

전혀 

안한다

감

염

예

방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샤워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한다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감기 등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한다

병실에서 외부로 나갈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를 착용한다

배변 후 항문 주위를 깨끗이 씻는다

식이 정해진 시각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복약 약 복용시간을 지킨다

약을 지시된 용량, 용법대로 복용한다

의료

진과 

의사

소통

증상(체온, 구토 횟수, 설사량 등)을 규칙적으로 관찰한다

증상에 대해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치료 경과 등에 대해 의료진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한다

질병관련문제해결 및 정보습득을 위해 의료진에게 상담

한다

건

강

관

리

규칙적으로 (1주 3회 이상) 운동한다

규칙적으로 잠들고 일어난다

3. 자기관리전략

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자기관리(감염예방 활동, 식이, 복약, 의료진과 의사소통, 일

상생활 수행, 건강관리, 자조집단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실천하고 있는 정

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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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내 용 항상 

잘한다

비교적

잘한다

비교적 

안한다

전혀 

안한다

오심/구토 조금씩 자주 먹는다

먹기 싫어도 일정량은 먹는다

휴식을 취한다

진토제를 사용한다

식욕부진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식전에 가벼운 운동을 한다

고열량음식(고기류, 영양죽 등)을 먹는다

구강건조/구내염 식사 후 규칙적인 칫솔질로 입안을 청결히 유

지한다

가글액(탄툼,헥사메딘,생리식염수)을 사용한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한다

설사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음료수나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고섬유질 음식은 피한다

지사제를 복용한다

변비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하루 물 8컵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유지한다

변완화제를 복용한다

피부의 변화

(피부건조,발진 

등)

피부를 청결히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유지를   

위해 보습크림이나 로션을 바른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지 않으며, 딱지가   생

겨도 떼지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둔다.

탈모 모자나 스카프를 쓴다

순한 샴푸를 사용하고, 충분히 헹군다

2. 증상관리(오심/구토, 식욕부진, 구강건조/구내염, 설사, 변비, 피부의 변화, 탈모, 피

로, 통증, 눈의 변화, 우울/불안, 수면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귀하가 실천

하고 있는 정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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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피로가 느껴지면 무리하지 않고 쉰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하루 활동량을 미리 정한다

통증 음악, 게임, TV 등을 이용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진통제를 사용한다

눈의 변화

(안구건조, 분비

물,가려움증 등)

눈과 주위 피부를 청결히 한다

생리식염수나 인공 눈물을 눈에 적용한다

우울/불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감정을 나눈다

기도를 한다

수면 장애 음악을 듣는다

책을 보거나 TV를 본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수면제를 사용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명상을 하거나 이완법(깊

이 숨 들이쉬고 내쉬기 등) 등을 시행한다

- 위의 자기관리 중 잘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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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

체

상

태

기운이 없다

속이 메슥거린다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 주는데 어
려움이 있다

통증이 있다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몸이 아픈 느낌이다

자리(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사

회

/

가

족

상

태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한다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나
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현재 귀하의 성생활정도와 상관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만약 답하고 싶지 않으면 이 네모 □ 칸에  체크 표시하고 

다음 난으로 가십시오. 

성생활에 만족한다 

정

서

상

태

슬프다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기능

상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집안일 포함)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삶을 즐길 수 있다

내 병을 받아들였다

잠을 잘 잔다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한다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4. 삶의 질 

다음은 귀하와 동일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V“ 표시하여 나타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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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

타

상

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 지가 걱정이다

(집안 일 포함)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식 받은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까봐 

걱정이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효과가 더 나쁘다

식욕이 좋다

내 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나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다

쉽게 피로하다

섹스에 대해 흥미가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담당 간호사를 신뢰한다

골수이식 받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 (예를 들면 독서와 같은 일)에 집중
할 수 있다

나는 자주 감기에 걸린다(감염된다)

눈이 침침하다

식성(미각)이 변하여 괴롭다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숨이 찰 때가 있다

가려움증 때문에 괴롭다

변 보기가 어렵다

내 병으로 인해 나의 가까운 가족이 곤란을 격는
다

치료비가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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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 다음은 1번부터 7번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란에 V

표 해주십시오. 

1. 연령 : 만 (   ) 세

2. 성별 : ①남자 ②여자

3. 교육 정도: ①무학 ②초중졸 ③고졸 ④대재 ⑤대졸이상 

4.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사별

5. 직업: ①무직,주부 ②생산직 근로자 ③사무직 ④자영업 ⑤전문직 ⑥학생 ⑦기타

6. 가족의 월 평균 수입:

①월 100만원 미만 ②월 100만원-200만원 ③월 200만원-300만원 ④월 300만원 이상 

7. 종교: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무교 ⑤기타

8. 가족 중 치료비를 부담하는 가족원:

①부모 ②배우자 ③자녀/며느리 ④형제/자매 ⑤본인 ⑥기타 

9. 현재 귀하를 주로 돌보는 보호자 :

①부모 ②배우자 ③자녀/며느리 ④형제/자매 ⑤간병인 ⑥없음 ⑦기타

10. 내가 자기관리 하는데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가족):

①부모 ②배우자 ③자녀/며느리 ④형제/자매 ⑤간병인 ⑥없음 ⑦기타

11. 내가 자기관리 하는데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료진):

①의사 ②간호사 ③약사 ④기타

12.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                                                         충분하다

13.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족에게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

는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받지 않는다                                          충분히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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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4.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료진에게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받지 않는다                                         충분히 받고 있다

● 다음은 귀하의 조혈모세포이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할 

것입니다. 

1.진단명:

①급성골수성백혈병 ②급성림프구성백혈병 ③만성골수성백혈병 ④ 재생불량성빈혈  

⑤골수이형성증후군 ⑥다발성골수종 ⑦악성림프종 ⑧기타 

2. 조혈모세포이식 받은 시기 :     년     월     일 

3. 조혈모세포이식 유형 :

1)Type

①동종 이식 ② 가족 내 불일치 이식 ③ 타인 이식 ④ 자가 이식 

2)Source 

① PBSC ② BM ③ Cord ④ PBSC+BM

3)HLA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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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혈모세포이식전처치 종류 : 

5. 방사선 조사 시행 : ① 유 ② 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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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번호 피험자 이니셜 수집일(YYYY/MM/DD)

항목 내용

고유식별번호

진단명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다발성골수종

□악성림프종 □기타( )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일

1.조혈모세포이식 유형 1) Type

2) □동종 이식 □ 가족 내 불일치 이식 □타인 이식 □자가 이식

1. Source

2. □PBSC □ BM □ Cord

3. HLA match

① □Full-match □ Major mismatch □Minor mismatch □Haploid

전처치 종류

방사선 조사 시행 □ 유 □ 무

4. 설문 조사시 백혈구①

설문 조사시 중성구

설문 조사시 적혈구

설문 조사시 혈소판

다른 질환 동반여부 □ 유 □ 무

<부록 4> 증례기록지

증례 기록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1개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 입원한 조혈모세포이식
을 시행한 환자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

2) 무균실에 입원 중이며 조혈모세포이식 후 1일에서 14일 사이인 자

3) 증상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질환을 동반하고 있지 않는 자 (주요 
장기부전-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조혈모세포이식 1회 후 재발하여 
재치료를 받는 경우,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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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ation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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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Frequency(%) Intensity

Mean±SD

Distress

Mean±SD

Loss of appetite 32(100)* 3.13±0.75* 2.91±0.73*

Changes of taste 30(93.8)* 3.00±0.88* 2.91±0.89*

Sleeping disturbance 28(87.5)* 2.56±0.98* 2.78±1.04*

Mouth dryness 26(81.3)* 2.34±1.04* 2.48±1.04*

Fatigue 26(81.3)* 2.47±0.95* 2.38±0.98

Nausea 27(84.4)* 2.72±1.09 2.78±1.13

Vomiting 25(78.1) 2.34±1.04 2.53±1.11*

Diarrhea 24(75.0) 2.50±1.10 2.50±1.10

Anxiety 26(81.3) 2.28±0.92 2.31±0.97

Depression 25(78.1) 2.31±0.99 2.25±1.02

Difficulty to concentrate 24(75.0) 2.06±0.88 1.97±0.90

Pain 19(59.4) 1.84±0.95 1.84±0.95

Reduced mobility 18(56.3) 1.94±1.08 2.00±1.11

Changed Body image 21(65.6) 1.79±0.91 1.84±0.92

Mouth sores 16(50.0) 1.94±1.08 2.06±1.19

Loss of hair

Skin changes

21(65.6)

21(65.6)

2.09±0.96

1.81±0.90

2.06±1.05

1.69±0.78

Difficulty in remembering

Changing eye

Chilling

Constipation

Fever

19(59.4)

19(59.4)

15(46.9)

17(53.1)

11(34.4)

1.88±0.83

1.78±0.87

1.66±0.90

1.78±0.07

1.44±0.76

1.84±0.85

1.78±0.91

1.56±0.88

1.78±1.07

1.44±0.80

Sexuality discomfort 10(31.3) 1.47±0.88 1.50±0.92

Coughing 5(15.6) 1.06±0.25 1.09±0.39

Difficulty in breathing

Total

8(25.0)

16.03±4.34

1.13±0.34

2.05±0.39

1.25±0.57

2.05±0.41

<부록 6> Symptom experience in each stage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6-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ymptom experience(D1-D5)

(N=32)

● * Rank up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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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Frequency(%) Intensity

Mean±SD

Distress

Mean±SD

Loss of appetite 19(95.0)* 3.05±0.76* 3.05±0.76*

Changes of taste 19(95.0)* 3.01±0.84* 2.91±0.88*

Sleeping disturbance 17(85.0)* 2.80±1.01* 2.90±1.07*

Mouth dryness 17(85.0)* 2.50±1.00* 2.60±1.05*

Fatigue 17(85.0)* 2.50±0.89* 2.40±0.99

Nausea 16(80.0)* 2.25±0.91 2.35±1.04

Vomiting 16(80.0)* 2.50±0.95* 2.65±1.18

Diarrhea 14(70.0) 2.15±1.09 2.45±1.15

Anxiety 15(75.0) 2.35±1.09 2.40±1.10

Depression 13(65.0) 2.20±1.11 2.30±1.17

Difficulty to concentrate 12(60.0) 2.00±0.97 1.90±0.91

Pain 13(65.0) 2.25±1.02 2.30±1.13

Reduced mobility 15(75.0) 2.16±1.10 2.50±1.15

Changed Body image 13(65.0) 1.85±0.93 1.90±0.97

Mouth sores 13(65.0) 2.30±1.03 2.45±1.19

Loss of hair

Skin changes

8(40.0)

12(60.0)

1.80±1.15

1.60±0.68

1.65±1.04

1.60±0.68

Difficulty in remembering

Changing eye

Chilling

Constipation

Fever

12(60.0)

11(55.0)

11(55.0)

8 (40.0)

9(45.0)

2.00±0.97

1.90±0.97

1.85±0.93

1.70±0.98

1.70±1.03

1.90±0.97

1.90±0.97

1.90±1.07

1.75±1.02

1.85±1.09

Sexuality discomfort 4 (20.0) 1.35±0.81 1.30±0.81

Coughing 5(25.0) 1.35±0.75 1.35±0.88

Difficulty in breathing

Total

2(10.0)

15.60±3.75

1.15±0.49

2.11±0.46

1.20±0.67

2.14±0.47

6-2. Descriptive statistics for Symptom Experience(D6-D10)

(N=20)

● * Rank up to 5



- 98 -

Symptom Frequency(%) Intensity

Mean±SD

Distress

Mean±SD

Loss of appetite 13(86.7)* 2.80±0.94* 2.73±1.03*

Changes of taste 15(100.0)* 3.00±0.93* 2.80±1.01*

Sleeping disturbance 9(60.0)* 2.27±1.00 2.20±0.94*

Mouth dryness 11(73.3)* 2.60±1.24* 2.47±1.25*

Fatigue 10(66.7)* 2.20±1.01 2.07±0.96

Nausea 6(40)* 1.93±1.22 1.80±1.08

Vomiting 8(53.3) 2.07±1.16 2.00 ±1.25*

Diarrhea 10(66.7) 2.00±1.00 2.13±1.13

Anxiety 7(46.7) 1.87±1.13 1.73±1.02

Depression 8(53.3) 2.20±1.13 1.87±0.99

Difficulty to concentrate 9(60.0) 2.07±1.03 1.87±0.99

Pain 12(80.0)* 2.47±1.13* 2.73±1.10*

Reduced mobility 10(66.7)* 2.13±0.99 2.07±1.10

Changed Body image 5(33.3) 1.47±0.83 1.40±0.74

Mouth sores 9(60.0) 2.40±1.30 2.60±1.40*

Loss of hair

Skin changes

9(60.0)

5(33.3)

2.53±1.41*

1.47±0.74

1.40±0.63

1.47±0.83

Difficulty in remembering

Changing eye

Chilling

Constipation

Fever

6(40.0)

5(33.3)

7(46.7)

7(46.7)

9(60.0)

1.73±1.03

1.40±0.74

1.73±1.03

1.67±0.90

1.63±0.90

1.80±1.08

1.33±0.62

1.73±1.03

1.73±1.10

2.00±1.00

Sexuality discomfort 2(13.3) 1.38±0.79 1.13±0.35

Coughing 3(20.0) 1.40±0.82 1.20±0.56

Difficulty in breathing

Total

3(20.0)

13.00±5.31

1.33±0.72

1.98±0.54

1.33±0.72

1.90±0.57

6-3 Descriptive statistics for Symptom Experience (D11-D14)

(N=15)

●* Rank up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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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otal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obtain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development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absence
Mean±SD Mean

score±SD

Mean±SD Mean

score±SD

Mean±SD Mean

score±SD

Mean±SD Mean

score±SD

Time1

(D1-D5) 55.09±5.98 3.67±0.40 23.69±3.17 3.95±0.53 18.69±2.61 3.73±0.52 12.72±2.53 3.17±0.63

Time2

(D6-D10) 52.65±6.65 3.51±0.44 23.10±3.74 3.85±0.62 18.40±2.64 3.68±0.53 11.15±1.87 2.79±0.47

Time3

(D11-D14) 50.20±7.66 3.34±0.51 20.80±3.41 3.47±0.57 17.73±3.75 3.54±0.75 11.67±2.61 2.91±0.65

<부록 7>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in each stage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N=67)

F=2.952 (p=.059) F=3.755 (p=.029)* F=0.551 (p=.579) F=2.898 (p=.06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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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lf-management

Mean±SD

General
self-management

Mean score ±SD

Symptom management

Mean±SD

Symptom management

Mean score ±SD

Total

Mean±SD

Total

Mean score ±SD

Time1

(D1-D5)

53.50±6.58 3.15±0.39 97.63±11.97 2.71±0.33 151.13±17.24 2.85±0.33

Time2

(D6-D10)

52.70±7.13 3.10±0.42 91.55±12.62 2.54±0.35 144.25±15.79 2.72±0.30

Time3

(D11-D14)

50.27±5.60 3.09±0.39 94.73±12.12 2.63±0.34 145.00±16.35 2.79±0.32

<부록 8> Self-management behaviors in each stage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N=67)

F=1.252 (p=.293) F=1.539 (p=.223) F=1.308 (p=.27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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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Well-being

Mean±SD

Social

Well-being

Mean±SD

Emotional

Well-being

Mean±SD

Functional

Well-being

Mean±SD

BMT Subscale

Mean±SD

FACT-BMT

Mean±SD

Time1

(D1-D5)

14.66±5.830 18.56±5.16 16.03±4.88 15.75±5.95 19.66±7.74 84.66±16.92

Time2

(D6-D10)

13.45±6.01 16.20±4.58 16.35±4.43 14.10±4.92 19.45±4.92 79.55±14.54

Time3

(D11-D14)

13.00±7.02 17.20±5.88 17.73±4.45 12.67±7.55 20.53±5.08 81.13±19.46

<부록 9> Quality of life in each stage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N=67)

F=0.453(p=.638) F=1.332(p=.271) F=.699 (p=.501) F=1.405 (p=.253) F=0.134 (p=.875) F=0.614 (p=.54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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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symptom experience in patients with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 based on Symptom Management Model

Jo, Eun 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ymptom experience,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self-management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discriptive survey study design. 67 patients,

who were admitted at the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for undergoing hematopo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ad participated in. After IRB approv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3th to June 7th, 2016 with questionnaires regarding

symptom experience,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obtain, development,

absence), self-management behavior(general, symptom) and quality of life. Also

data were collect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with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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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racteristics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atients showed mean

age was 44.58 years and males dominated with was 67.2%. The mean of

Perceived self management ability was 6.49±1.99(range 0-10). As support

members for self-management; family was a spouse and medical was a nurse.

The majority of the patients were being treated for leukemia(46.3%), a sibling

donor(29.9%), and peripheral blood stem cell(88.1%). The mean of day after

transplantation was 6.67±4.03(range 1-14).

2. In variable of symptom management model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atients: 1) The mean of symptom experience frequency was

15.22±4.51(range 0-25), the mean score of symptom experience intensity was

2.05±0.44(range 1-4) and the mean score of symptom experience distress was

2.04±0.47(range 1-4). Lack of appetite ranked high in all the index(symptom

experience frequency, intensity, distress). Frequency of symptom experience

decreased as time goes by transplantation period. 2) The mean of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was 53.27±6.77(range 1-75), which rated high. 2) The

mean of self-management behavior showed 147.70±16.70(range 1-212), which

appeared to be low. 3) The mean of quality of life was 82.92±17.33(range 0-148),

which rated low.

3. Perceived self management ability(r=0.264, p<.05), medical support for self

management(F=3.570, p<.05) and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 (medical)

(r=0.246, p<.05)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Edu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self-management behavior(F=3.979, p<.05).

Family support range for self management influence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r=0.248,p<.05), self-management behavior(r=0.430, p<.05) and quality

of life(r=0.412, p<.05).

4. The symptom experience(frequency, intensity, distress)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quality of life in patients hematopoietic ste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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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lantation(r=-.378, p<.01, r=-.450, p<.01, r=.-469, p<.01), and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and self-management behavior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quality of life(r=.323, p<.01, r=.362, p<.01).

5. From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cing factors of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were: quality of life(β=.247), day after transplantation(β=-.271),

perceived self management(β=.304), and age(β=-.224). These factors explain

24.2% of the influencing factors in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were: distress of symptom experience(β

=-.482),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β=.221), and self-management behavior

(β=.343). These factors explain 39.4% of the influencing factors in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study results with symptom management model, nurses should

assess the symptom experience, symptom management strategies, self-management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undergoi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That became evident is that ways to improve nursing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atients can be found on the basis of this

study. Moreover, nurses should provide proper nursing intervention as the core

member of support for the pat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s to

provide periodic tailored nursing intervention based on a patient-focused and

person-centered care approach.

Key words: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Symptom Experience, Symptom

management,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