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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일하면서 실무에만 국한되어있는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키워 환자의 건강관리에 좀 더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석사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김상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각 과정마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여지없이 힘을 실어주셔서 지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혈액암 환자의 이식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저의 연구를

이해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신 신윤정 파트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호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더 좋은 연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임상과 연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흔쾌히 연구를 도와주시겠다고

승낙해주신 김진석 교수님께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셔서 석사 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마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미옥 파트장님과 더불어 저의 논문과 졸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며

응원해주셨던 107병동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임상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 현정과 미연, 고단함이 묻어날 때는 말없이 찾아와

웃음을 주던 현정, 소망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면서 외래 환경이 낯선 저에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선영 NP 선생님, 그리고 김지선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외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함께 시작한 동기 지수, 은재와 더불어 학위논문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효은 선생님, 은정 선생님, 진혜

선생님, 선정 선생님, 세라 선생님, 그리고 은태 선생님을 비롯하여 18학번

동기들이 항상 힘이 되어주어 혼자였다면 외롭고 고단하기만 했을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라 헤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조언해준 예리, 지은, 승연, 다솜, 인애 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어느 해보다 바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때마다 응원해준 수연, 빛나라,

슬비, 윤주와 민영, 석현오빠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을 위한 간호학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에 참여해 주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연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의 결정을 믿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마음으로 항상 응원해주는 동생 유진, 규상이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황유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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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는 일상생활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 부정적인 심리반응에 대한 대처 방식은 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때 회복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며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S시에 소재한 Y대학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로 동의하여 입원한 환자와 이식을 진행한 후 외래에서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2.99±0.50점,

회복력은 4점 만점에 평균 2.74±0.50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4점

만점에 평균 2.65±0.47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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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에 따른 환자의 대처와 회복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삶의 질 중 신체 상태 (p=.004) 및 BMT 하부영역

(p=.045)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 시기의 환자보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이 경과한 외래 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에서 1) 대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 정도가 대졸이상인 대상자가 고졸 이하인 대상자보다

(p=.04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회복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p=.045),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보다 (p=.012), 가족의

월수입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p=.04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서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를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보통이다’,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집단 (p=.001)이,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집단 (p=.041)의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삶의 질은 문제 중심 대처 (r=.272, p<.05), 회복력 (r=.39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력(β=.281, p=<.05),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β=.110,

p=<.001),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 차이(β=-.294, p=<.01) 순이었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약 4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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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력,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의 시기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후 무균실에 입실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식 후 면역력이 저하된 시기에

준무균실에서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 군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의 시기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에 사정한 환자의 대처 양상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를 높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어 : 조혈모세포이식, 대처, 회복력,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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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혈액암 환자는 재생불량성 빈혈 등과 같은

골수기능부전이나 백혈병을 진단받은 환자를 의미하며, 고용량으로 골수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은 후, 이전에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하여 골수기능을

되찾게 하는 방법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다(김정아, 2010). 집중적인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은 특정 혈액학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며(Sauer-Heilborn, Kadidlo, & McCullough, 2004), 잔존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고 이식편대항종양 효과를 유도하여 완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김정아, 2010).

조혈모세포이식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적 허약, 식욕부진,

수면장애, 피로의 주요 증상이 뒤따르게 되며(Cohen et al., 2012), 이러한

신체적 부작용 외에도 독립성의 상실, 신체 이미지의 변화, 치료 비용, 고용

및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 개인적인 목표의 붕괴를 포함한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Rueda-Lara & Lopez-Patton, 2014). 이러한 환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어려움은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Zittoun et al., 1997). 치료의 궁극적인 성공은 질병의 치유뿐

만 아니라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에 의해서도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정문주, 이해정, 2008), 이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고 있는 급성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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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심리반응에 대한 대처 방식은 질병경과가 불확실하고 조절이

불가능한 암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양영희, 1998),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은 환자가 이겨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력은

삶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며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Cuhadar, Tanriverdi, Pehlivan,

Kurnaz, & Alkan, 2016). 그러므로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혈액암 환자의 신체적 증상은 이식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과정은 전 처치 과정, 세포이식, 생착,

면역학적 재구성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 따라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경험한다. 전 처치 과정의 경우 전 처치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과

전신방사선조사로 인해 범혈구감소증과 비혈액학적 합병증으로 인한 점막염,

정맥폐쇄성 간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착 전에는 감염, 생착 후에는

이식편대숙주반응이 흔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정아, 2010). 그러므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식 과정 중 특정

시기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이식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환자의 대처,

회복력,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그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연구(권현진, 류은정, 2017; 송병은, 강혜령, 김광성, 2008; 우혜덕, 박정숙,

2012)는 삶의 질을 시기 별로 분석하지 않았거나 조사 시점을 조혈모세포이식

후의 기간으로 특정하여 삶의 질만 측정한 연구들이 다수였으며, 삶의 질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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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 및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삶의 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식과정에서 대처와 회복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에 있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한다.

2)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혈액암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3)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혈액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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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대처

Ÿ 이론적 정의 : 대처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내외적 요구로 인해

끊임없이 변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Ÿ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Lazarus &

Folkman, 1984)이 개발한 대처방식 측정도구(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WCQ)를 양영희(1998)가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하게 사용하는 대처 방법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다.

2) 회복력

Ÿ 이론적 정의 : 회복력이란 급성 혹은 만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Andrea

Schumacher, Sauerland, Silling, Berdel, & Stelljes, 2014).

Ÿ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Baek,

Lee, Joo, Lee 와 Choi(2010)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정한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로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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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회복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삶의 질

Ÿ 이론적 정의 : 삶의 질이란 개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및 영적 측면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안녕의 조건(Ferrans & Powers, 1992)이다.

Ÿ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개발된 한국어판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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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4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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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생존기간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전체

삶의 질 점수가 생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존기간 3년

이상군이 1년 미만군과 1-3년군의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1-3년군이 1년

미만군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우혜덕,박정숙, 2012).

이식 후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시기에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변화와 그 영향 요인을 조사한 연구(Song, So, 2015)에서는 이식을 진행하고

100일이 지난 시기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때 중등도의 증상과 우울이 이식 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며,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이 변화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Song, So, 2015). 이식 후 30일에 식욕부진,

피로, 수면 장애 등의 중증도 증상을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식 후 면역 기능 회복 시기에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에 대한 주기적인

사정과 증상을 완화하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Song, So, 2015).

또한, 삶의 질은 이식 전에 비해 이식 후 30일, 이식 후 100일이 지나면서

점차 점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보아, 조혈모세포이식 후 시기에 따른 삶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송병은, 강혜령, 김광성,

2008)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조사 시점의

연령과 진단 당시의 연령, 이식 후 경과한 시간, 재입원여부, 수입, 이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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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도, 일상생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혈모세포이식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 지표로

이식편대숙주반응, 여성, 젊은 연령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도가 낮고 이식 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Braamse et

al., 2012), 치료 중 우울과 삶의 질 관리를 통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chumacher et al., 2017).

2.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대처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처는 이식 후 급성기 동안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자의 인식과 대처를

파악함으로써 디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Baliousis, Rennoldson,

Dawson, Mills, & das Nair, 2017). 그러므로 사전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환자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도움을 주는 대처 방식을 지원하는

것은 조혈모세포이식 중 나타날 수 있는 디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Baliousis, Rennoldson, Dawson, Mills, & das Nair, 2017).

대처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다. 부적응적

대처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적응력이 거의 없는 환자의 경우 이식 관련 증상과

우울이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이식 관련 증상이 부적응적 대처와

결합하여 우울 발생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Barata et al., 2018).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조사한 연구(윤수정 등, 2002)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환자와 정상 대조군 간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의 자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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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환자군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전 단계에서

우울과 불안이 더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환자가 선호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확인하여 보다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식에

대한 환자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이식 예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수정 등, 2002). 더불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정신과적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윤수정 등, 2002).

3.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회복력

회복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인 탄력성을 의미(Schumacher, Sauerland,

Silling, Berdel, & Stelljes, 2014)하며 정해진 특성(trait)과 상태(state)가

결합된 것으로,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외부 환경적 상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상원 등, 2015).

회복력에 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

연구(Schumacher, Sauerland, Silling, Berdel, & Stelljes, 2014)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가 이식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적응을 나타냈고, 일부 환자에서는 이식 과정에 매우 잘 대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상황을 어렵게 이겨내며 이 때 심리사회적 변수가 성공적인 재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삶의 질 외에도 회복력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적응하는 개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Schumacher, Sauerland, Silling, Berdel, & Stelljes, 2014).

또한 회복력은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과적

증상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환자의 회복력이 높을수록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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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정신과적 증상은 낮아진다고 밝혔다(Cuhadar, Tanriverdi, Pehlivan,

Kurnaz, & Alkan,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혈모세포이식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식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의 정신과적

증상을 평가하고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적응할 수 있는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이들의 회복력 수준을 높여야 함을

나타내었다(Cuhadar, Tanriverdi, Pehlivan, Kurnaz, & Alkan, 2016).

회복력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혈액암 환자 대상 연구(곽소영, 변영순,

2013)는 소수였으며, 위장관계 암, 유방암, 부인암 등의 고형암 환자(권안나,

김태현, 이윤미, 2017; 김영만, 정혜정, 오의금, 2017; 김영심, 강지숙, 2018;

김은미, 김상희, 김수, 이윤주, 2015; 양은정, 유호신, 2019; 양정하, 김옥수,

2016; 차경숙, 김경희, 2012, 최연희, 하영선, 2014; 최운정, 김영심, 강지숙,

2018; 하부영, 정은정, 최소영, 2014). (차경숙, 김경희, 2012; 최운정, 김영심,

강지숙, 2018)와 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이광재, 최경일, 2015)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전소연, 주현정, 유제상, 이지현, 2015) 대상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혈액암 환자,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타 암종과 달리 혈액암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반응과 같이 합병증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어 고형암과는 차별화된 간호 중재가 요구되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혈액암 환자의 회복력의 수준과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회복력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회복력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식 과정 중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 중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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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S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인 Y대학교 S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이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 19세 이상의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환자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후 외래에서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1) 이전에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였으나 재발로 인해 재이식을 진행하는

환자

(2) 인지기능 저하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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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대상자 수 산출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에 만족하며 설문에 응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을 진행할 S시 소재

Y대학교 S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의 수를 확인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2016년 120명, 2017년 125명, 2018년

123명이 이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연간 평균 122명, 월 평균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환자군과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환자군으로 나누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이식을 진행한

후 퇴원하기 전인 환자는 30명,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환자는 50명으로 총 80명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종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21명,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환자는 41명으로

총 62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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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대처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 따른 대처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WCQ)를 양영희(1998)가 한국어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이며, 문제 중심 대처 14문항, 정서 중심

대처 16문항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대처

방식의 사용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양영희(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5

이었다.

2) 회복력

회복력의 측정은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Baek, Lee, Joo, Lee 와 Choi(2010)가 번안 후

타당성 검정을 한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강인성, 지속성/내구성, 낙관주의, 지지, 영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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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 따른 삶의 질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어판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MT Scale(FACT-BMT) Version 4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신체 상태, 사회/가족상태, 정서 상태, 기능 상태, BMT

하부영역의 5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꽤 그렇다’ 3점, ‘상당히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전문가 타당도는 Cronbach’s alpha =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6 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절차

자료 수집은 기관 임상시험센터 연구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S시 소재 Y대학교 S병원의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로 동의하여 입원하였거나

이식 후 외래에서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병원의 혈액내과와 간호국의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이 종료되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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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정도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4)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의 시기별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5)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별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6)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대상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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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S시 소재 Y대학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과제승인번호: 4-2019-0729)을 거친 후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연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후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화

하여 연구자만이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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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6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 총 62명의 연령은 평균 50±13.22세로 20세에서 70세의

범위를 보였다.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이 19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세-59세가 15명(24.2%)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35명(56.5%), 여자 27명(43.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43명(69.4%)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32명(51.6%)으로 고졸 이하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직장인인 대상자가

19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39명(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인 대상자가 24명(39.3%)이었다.

대상자 중 현재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36명(58.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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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2)

Variable Category N % Mean±SD

Age (year) <30 6 9.7

50±13.22

30-39 9 14.5

40-49 13 21.0

50-59 15 24.2

≥60 19 30.6

Gender Male 35 56.5

Female 27 43.5

Marital status Single 16 25.8

Married 43 69.4

Divorced 3 4.8

Education ≤High school 30 48.4

≥College 32 51.6

Job Employed 19 30.6

Unemployed 15 24.2

Self employed 13 21.0

housewife 15 24.2

Monthly family income <100 5 8.1

(10,000 won) 100-199 6 9.7

200-299 12 19.4

≥300 39 62.9

Religion None 24 38.7

Christianity 21 33.9

Catholic 6 9.7

Buddhist 11 17.7

Caregiver Parents 14 22.6

Spouse 36 58.1

Children/Daughter in law 4 6.5

Brother/Sister 4 6.5

None 2 3.2

Others 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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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진단명, 이식의 종류, 기증자

유형, 이식세포의 종류, 전신 방사선 조사 유무,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무균실 입실 시 보호자 동반 유무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정도 및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를 설문지 작성 시 환자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병관련 특성 중 진단명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 18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발성골수종이 16명(25.8%)으로 많았다. 이식의 종류는

자가이식이 29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적합성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일치하는 형제간 이식은 14명(22.6%),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타인 이식은 8명(12.9%), 혈연간 부분불일치 이식은

11명(17.7%)이었다. 기증자 유형을 보면 형제간 이식이 17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식세포의 종류로는 말초조혈모세포이식(PBSC)이 60명(96.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전신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가

60명(96.8%)이었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까지의 시기와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기로

나누었으며, 이 중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기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날을 기준(D0)으로 하여 이식 후 100일 전, 후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41명(66.1%)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마친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고 있었으며,

34명(54.8%)이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이 경과하였다. 퇴원하여 외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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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관찰하는 시기의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후 평균 572.68일이

경과해 있었으며, 이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 이전인 환자의 이식 후

평균 경과기간은 57.29일, 100일 이후인 환자의 이식 후 평균 경과기간은

678.29일이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무균실에 입실하여 생활하는 동안

보호자 동반 유무의 경우, 23명(37.1%)이 보호자와 합께 입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5점이었으며,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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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N=62)

Variable Category N %
Mean±SD

(Range)

Diagnosis Acute myeloid leukemia (AML) 18 29.0

Multiple myeloma (MM) 16 25.8

Malignant lymphoma (ML) 13 21.0

Acute lymphocytic leukemia (ALL) 7 11.3

Severe aplastic anemia (SAA) 3 4.8

Myelodysplastic syndrome (MDS) 3 4.8

Chronic myeloid leukemia (CML) 1 1.6

Others 1 1.6

Type of HSCT Autologous 29 46.8

Allogenic, sibling matched 14 22.6

Allogenic, unrelated matched 8 12.9

Allogenic, haploidentical 11 17.7

Donor type Sibling 17 27.4

Parent 3 4.8

Son or daughter 5 8.1

Unrelated 8 12.9

Stem cell source of PBSC 60 96.8

HSCT BM 1 1.6

PBSC+BM 1 1.6

Total Body Irradiation Yes 2 3.2

No 60 96.8
HSCT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BSC : Peripheral blood ste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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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Continued)

(N=62)

Variable Category N %
Mean±SD

(Range)

Numbers of patients

by HSCT process

From admission to discharge

for HSCT
21 33.9

Outpatient observation after

HSCT
41 66.1

572.68±678.92＋

311(41-3353)＋＋

Less than 100 days after

HSCT
7 11.3

57.29±17.39＋

49(41-82)＋＋

More than 100 days after

HSCT
34 54.8

678.29±700.50＋

361(109-3353)＋＋

Staying with caregiver in Yes 23 37.1

a protective isolation unit No 39 62.9

during HSCT

Perceived

self-management

ability

[Score: 1∼10]

7.15±1.8

(3-10)

Support range for

self-management

(Family)

[Score: 1-10]

7.89±2.11

(1-10)

HSCT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BSC : Peripheral blood stem cell
＋ Mean days of after HSCT (Days)
＋＋ Median(Range) after HSCT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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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s of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in

Participants

(N=62)

Variables / Subdomains Mean±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Responded

score range
Coping 2.99±0.50 1.67 4.07 30-150

Problem-focused coping 3.31±0.65 1.71 4.86 14-70

Emotional-focused coping 2.71±0.52 1.63 3.81 16-80

Resilience 2.74±0.50 1.40 3.72 0-100

Quality of Life 2.65±0.47 1.57 3.43 0-148

Physical Well-Being(PWB) 2.72±0.85 0.14 4.00 0-28

Social Well-Being(SWB) 2.78±0.57 1.33 4.00 0-28

Emotional Well-Being(EWB) 2.99±0.72 0.83 4.00 0-24
Functional Well-Being(FWB) 2.62±0.69 0.71 4.00 0-28
BMT Subscale 2.34±0.58 0.90 3.50 0-40

2.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1)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2.99±0.5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 별로 문제 중심 대처가 평균 3.31±0.65점, 정서 중심

대처는 평균 2.71±0.52점으로 나타났다. 회복력은 4점 만점에 평균

2.74±0.50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4점 만점에 평균 2.65±0.4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 별로 정서상태가 평균 2.99±0.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가족 상태 평균 2.78±0.57점, 신체상태 평균 2.72±0.85점,

기능상태 평균 2.62±0.69점, BMT 하부영역 2.34±0.58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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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이식 시기별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시기별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에 따라 대처와

회복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삶의 질 중 신체 상태(F=6.006, p=.004) 및

BMT 하부영역(F=3.275, p=.04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

하위요인 중 신체 상태와 BMT 하부영역 수준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 시기의 환자보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이 경과한

외래 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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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vels of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ime duri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rocess
(N=62)

Variables Subdomains
A＋

(n=21)

B＋＋

(n=7)

C＋＋＋

(n=34) F p Scheffé

Mean±SD Mean±SD Mean±SD

Coping 2.92±0.45 3.15±0.55 2.99±0.52 0.544 .583

Problem

-focused coping
3.23±0.55 3.58±0.81 3.29±0.68 0.759 .473

Emotional

-focused coping
2.65±0.49 2.78±0.45 2.73±0.56 0.216 .806

Resilience 2.82±0.50 2.74±0.56 2.69±0.50 0.458 .635

Quality of Life

Physical

Well-being

(PWB)

2.24±0.93 2.98±0.45 2.97±0.74 6.006 .004** A<C

Social Well-being

(SWB)
2.79±0.68 2.97±0.44 2.73±0.52 0.515 .600

Emotional

Well-being

(EWB)

2.96±0.81 3.36±0.24 2.94±0.73 0.991 .377

Functional

Well-being

(FWB)

2.51±0.78 2.71±0.90 2.68±0.59 0.436 .649

Bone marrow

transplantation

Subscale

(BMTS)

2.10±0.39 2.30±0.57 2.50±0.64 3.275 .045* A<C

Quality of life

(FACT-BMT)
2.47±0.42 2.80±0.41 2.74±0.49 2.494 .091

* p<.05, ** p<.01

+A: From admission to discharge for HSCT

++B: Outpatients less than 100 days after HSCT

+++C: Outpatients more than 100 days after HSCT

BMT: Bone marrow transplantation



- 25 -

Table 5.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2)

Variable　 Category n(%)

Coping Resil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ear) 30 6(9.7) 3.07±0.08 .091 2.70±0.40 .458 2.76±0.34 1.821

30-39 9(14.5) 2.95±0.60 (.985) 2.71±0.58 (.766) 2.89±0.40 (.137)

40-49 13(21.0) 2.98±0.40 2.83±0.34 2.79±0.38

50-59 15(24.2) 2.94±0.60 2.61±0.64 2.45±0.48

60 19(30.6) 3.02±0.54 2.81±0.49 2.58±0.54

* p<.05, *** p<.001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은

<Table 5>와 같다.

대처는 교육 정도(t=-2.085, p=.04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대졸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력은

성별(t=2.043, p=.045), 직업(t=2.606, p=.012), 가족의 월 평균 수입(t=-3.78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보다, 가족의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이상인

대상자가 300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직업(t=2.081, p=.04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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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Continued)
(N=62)

Variable　 Category n(%)
Coping Resil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5(56.5) 2.95±0.51 -.612 2.85±0.51 2.043 2.70±0.51 .816

Female 27(43.5) 3.03±0.50 (.543) 2.60±0.45 (.045*) 2.60±0.43 (.418)

Marital status Married 43(69.4) 3.01±0.56 .714 2.75±0.52 .155 2.62±0.49 -.934

Never married
or Divorced

19(30.6) 2.93±0.32 (.478) 2.73±0.48 (.877) 2.74±0.42 (.354)

Education ≤High school 30(48.4) 2.85±0.57 -2.085 2.68±0.52 -.994 2.53±0.40 -1.965

College 32(51.6) 3.11±0.39 (.041*) 2.80±0.49 (.324) 2.76±0.51 (.054)

Job Employed 32(51.6) 3.04±0.56 .694 2.93±0.49 2.606 2.80±0.45 2.081

Unemployed 30(48.4) 2.95±0.46 (.490) 2.61±0.47 (.012*) 2.55±0.47 (.042*)

Monthly
family income

<300 23(37.1) 2.88±0.54 -1.276 2.46±0.52 -3.78 2.51±0.57 -1.747

(10,000 won) ≥300 39(62.9) 3.05±0.47 (.207) 2.91±0.41 (<.001***) 2.74±0.39 (.090)

Religion Having religion 38(61.3) 3.06±0.49 1.530 2.80±0.46 1.229 2.64±0.45 -.197

None 24(38.7) 2.87±0.50 (.131) 2.64±0.56 (.224) 2.67±0.51 (.845)

Caregiver Parents/Spouse 50(80.6) 3.00±0.49
.245
(.807) 2.73±0.49

-.500
(.807) 2.67±0.48

.611
(.807)

Others
(Children/In law,
siblings, none)

12(19.4) 2.96±0.57 2.81±0.56 2.58±0.46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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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중 진단명에서 Leukemia에는 Acute

myeloid leukemia(AML), Acute lymphocytic leukemia(ALL), Chronic

myeloid leukemia(CML)가 포함되며 Others에는 Myelodysplastic

syndrome(MDS), Severe aplastic anemia(SAA) 및 POEMS syndrome이

포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대처, 회복력, 삶의 질은 <Table

6>과 같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F=7.728, p=.001),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F=3.383, p=.041)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를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보통이다’, ‘충분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이 ‘충분한 도움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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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
(N=62)

Variable　 Category
n
(%)

Coping Resil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iagnosis Leukemia 26 2.93±0.40 0.535 2.71±0.49 0.628 2.69±0.47 0.780

(41.9) (.660) (.600) (.510)

Multiple 16 3.04±0.63 2.85±0.53 2.75±0.46

myeloma (25.8)

Lymphoma 13 2.94±0.46 2.77±0.47 2.54±0.46

(21.0)

Others＋ 7 3.17±0.63 2.55±0.57 2.50±0.55

(11.3)

Type of Autologous 29 2.98±0.57 -0.122 2.82±0.50 1.236 2.63±0.46 -0.419

HSCT (46.8) (.903) (.221) (.676)

Allogenic 33 2.99±0.44 2.67±0.49 2.68±0.49

(53.2)

Donor Family 25 2.99±0.45 -0.128 2.68±0.51 0.245 2.63±0.45 -0.985

Type (40.3) (.899) (.808) (.332)

Unrelated 8 3.01±0.44 2.63±0.48 2.82±0.60

(12.9)

Total Body Yes 2.53±0.05 -1.304 3.04±0.68 .856 2.53±0.13 .272

Irradiation (.197) (.633) (.787)

No 3.00±0.51 2.73±0.50 2.45±0.41

Perceived

self-management

Lack of

abilitya
6 2.83±0.40 0.925 2.44±0.45 1.371 2.09±0.37 7.728

ability (1-4) (9.7) (.402) (.262) (.001**)

[Score:1-10] Moderateb 26 2.93±0.47 2.73±0.48 2.59±0.35 (a<b,c)

(5-7) (41.9)

Enoughc 30 3.07±0.54 2.81±0.52 2.82±0.49

(8-10) (48.4)

* p<.05, ** p<.01

a, b, c – group for sheffé

HSCT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 Myelodysplastic syndrome(MDS), Severe aplastic anemia(SAA), POEMS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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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Clinical

Characteristics(Continued)
(N=62)

Variable　 Category
n
(%)

Coping Resilience Quality of Lif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upport range for No helpd 5 3.17±0.39 0.419 3.18±0.25 2.259 3.13±0.47 3.383

self-management (1-4) (8.1) (.660) (.113) (.041*)

(Family) Moderatee 15 2.94±0.33 2.67±0.43 2.70±0.38 (d>f)

[Score:1-10] (5-7) (24.2)

Enoughf 42 2.98±0.56 2.71±0.53 2.58±0.48

(8-10) (67.7)

Staying with Yes 33 2.94±0.63 -0.128 2.80±0.55 0.245 2.61±0.42 -0.985

caregiver in a (37.1) (.899) (.808) (.332)

protective No 39 3.02±0.41 2.70±0.47 2.68±0.50

isolation unit (62.9)

during HSCT

* p<.05, ** p<.01

d, e, f – group for Scheffé

HSCT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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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의

관련성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은 문제 중심 대처(r=.272, p<.05), 회복력(r=.395,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정서 중심 대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7>.

삶의 질 하위요인별로 사회/가족 상태는 문제중심대처(r=.308,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상태는 회복력(r=.44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능상태는 문제 중심 대처(r=.256,

p<.01), 회복력(r=.383,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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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N=62)
　 Coping

Resilience

Quality of Life

Problem-f
ocused

Emotional-f
ocused Total FWB SWB EWB FWB BMTS Total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Problem
-focused

1 　 　 　 　 　 　 　 　 　

　 　 　 　 　 　 　 　 　 　

Emotional
-focused

.494 1 　 　 　 　 　 　 　 　

<.001*** 　 　 　 　 　 　 　 　 　

Coping
(Total)

.878 .850 1 　 　 　 　 　 　 　

<.001*** <.001*** 　 　 　 　 　 　 　 　

Resilience
.427 0.062 .293 1 　 　 　 　 　 　

.001** .631 .021* 　 　 　 　 　 　 　

FWB
0.143 0.121 0.153 0.214 1 　 　 　 　 　

.266 .350 .234 .094 　 　 　 　 　 　

SWB
.308 0.025 0.201 0.126 0.054 1 　 　 　 　

.015* .847 .118 .330 .675 　 　 　 　 　

EWB
0.157 -0.074 0.055 .446 .501 0.190 1 　 　 　

.223 .570 .674 <.001*** <.001*** .139 　 　 　 　

FWB
.256* 0.043 0.179 .383 .427 0.172 .387 1 　 　

.044 .737 .163 .002** .001** .180 .002** 　 　 　

BMTS
0.136 0.018 0.092 0.219 .559 -0.001 .466 .560 1 　

.293 .887 .475 .087 <.001*** .994 <.001*** <.001*** 　 　

Quality of
Life
(Total)

.272* 0.047 0.191 .395 .786 .327 .728 .751 .799 1

.032 .715 .137 .001** <.001*** .009** <.001*** <.001*** <.0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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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8>과 같다.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66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일변량 분석에서

직업,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관리 능력 정도,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상관분석에서 대처, 회복력이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대처, 회복력, 직업,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관리 능력 정도, 가족을 통해 건강관리를 도움 받는 정도,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 차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61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5.9%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회복력(β=.281, p=<.05) 및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β=.110, p=<.001)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β=-.294,

p=<.01)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 이후인 환자보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 시기인 대상자의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력,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조혈모세포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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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시기 차이 순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력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조혈모세포이식 후 100일이 지난

외래 환자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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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N=62)

Variables
Quality of Life

β SE t p VIF

(Constant) 1.467 0.452 3.247 .002** 　

Problem-focused 0.055 0.097 .569 .572 1.754

coping

Emotional-focused -0.076 0.109 -.694 .491 1.392

coping

Resilience 0.281 0.114 2.452 .018* 1.440

Job(Unemployed=ref.)

Employed 0.055 0.108 .508 .614 1.272

Perceived 0.110 0.029 3.822 <.001*** 1.173

self-management

ability

Support range for -0.037 0.025 -1.462 .150 1.225

self-management

(Family)

Time+(C=ref.)

A -0.294 0.107 -2.735 .008** 1.153

B 0.181 0.170 1.067 .291 1.286

R2=.459, Adjusted R2=.377, F=5.617, p<.001, Durbin-Watson=1.664

* p<.05, ** p<.01, *** p<.001
+Time (A=From admission to discharge for HSCT, B=Outpatients less than 100 days after

HSCT, C=Outpatients more than 100 days after H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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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1)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대처

본 연구 대상자의 대처는 5점 만점에 평균 2.99±0.50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 문제 중심 대처가 평균 3.31±0.65점으로 정서 중심 대처의 평균

2.71±0.5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을 연구한 김경언, 유양숙(2006)의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문제 중심 대처가 정서 중심 대처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는 환자를 위한 간호 전략을 세울 때 이식 과정 중

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환자가 참여하고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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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는 이식 과정 중 시기별로 대처 방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병동에

입원하여 이식을 진행하는 과정과 퇴원 전 시기, 그리고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각각의 시기의 환자를 교육할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대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회복력

본 연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회복력은 평균

68.48±12.6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혈액암 환자의 회복력을 측정한

곽소영, 변영순(2013)의 연구에서의 71.07±13.25점에 비해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회복력은 상황 및 맥락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 상태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복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수

있다(Schumacher, Sauerland, Silling, Berdel, & Stelljes, 2014)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보아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하지 않은 혈액암 환자에 비해 무균실 입실 및 고용량 항암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아 회복력 수준이 낮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환자의 대처 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치료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간호 중재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혈모세포이식 시기별로 회복력을 살펴보았을 때, 시기에 따른 회복력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외래 혹은 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에 입원하기 전 미리 회복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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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것과 회복력의 수준에 따라 이식 과정에서 차별화된 간호중재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회복력이 낮은 환자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이식 과정과 퇴원을 준비하는 시기에도 회복력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최대한 제거하고, 치료과정에 환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참여하게

하여 이식 과정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3)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의 삶의 질은 회복력과 문제 중심 대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인

혈액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력을 높이고, 정서 중심

대처보다는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을 사용하여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적용해야함을 보여준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은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 차이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기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

시기에 해당하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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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를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과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두 시기로

나누었을 때,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을 거친 후 퇴원한 환자의 외래 방문 시

삶의 질, 특히 신체 상태와 BMT 하부영역의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 수준 중 이식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사회/가족 상태, 정서

상태, 기능 상태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하여 퇴원 이후 시기별로 더 자세하게

탐구하여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을 거쳐 퇴원한 이후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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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Ⅰ.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여 대처와 회복력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중인 환자는 정서 중심 대처보다는 문제 중심

대처를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삶의 질 중에서 정서 상태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를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과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기로 나누었을

때,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들은 시기에 따라 대처와

회복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삶의 질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기의 신체 상태와 BMT 하부영역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 시기의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정서 중심 대처를 하는 대상자보다 문제 중심 대처를 하는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았으며 회복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인 환자의 삶의 질에는 회복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과 조혈모세포이식 과정 중 시기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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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후 무균실에

입실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식 후 면역력이 저하된 시기에

준무균실에서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 군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의 시기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에 사정한 환자의 대처 양상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정도를 높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처와

회복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본

논문이며, 이를 토대로 간호 중재 개발과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기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하기 전과 조혈모세포이식

후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는 시기로 나누어 횡단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을 결정한 환자의

이식단계 전반에 걸쳐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 간호

전략도 시기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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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연구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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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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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세브란스병원 107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황유경입니다.

본 설문지는 혈액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에서의 
시기 차이에 따른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귀하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며,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를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3. 설문지

연구자: 황유경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010-9588-1497

E-mail: ykhwang97@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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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랬다
종종 

그랬다
그랬다

가끔 
그랬다

전혀 
아니다

1.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집중해서 하였다.
          

2.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였다.
          

3.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4.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5.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담배를 피워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했다.

          

6.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행했을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

          

7. 보다 밝은 면을 찾으려고 했다.
          

8. 이 현실이 거짓이라고 했다.
          

9.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다.
          

10. 고민을 잊기 위하여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썼다.

          

11.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12.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재발견했다.
          

13. 나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14.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으려고 했다.
          

15. 무엇인가 하고자 노력했다.
          

1. 대처 측정도구
■ 다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귀하가 행하는 대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행동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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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랬다

종종 
그랬다

그랬다
가끔 

그랬다
전혀 

아니다

16.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17. 누군가를 조언을 구하였다.
          

18.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였다.
          

19.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잔다.
          

20. 이 문제를 기도하였다.
          

21. 어디론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22.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털어놓았다.
          

23. 상황이 지나가거나 끝나 버리기를 바랬다.
          

24.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25. 내가 보다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26. 더 어려웠던 시기를 상기하였다.
          

27. 내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를 하였다.
          

28.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9. 이 문제를 잊으려고 애썼다.
          

30. 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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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흔히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0 1 2 3 4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날 도와줄 가깝
고도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0 1 2 3 4

3.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
책이 없을 때에는, 가끔 신이나 운명이 
도와줄 수 있다.

0 1 2 3 4

4.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할 수 있다. 0 1 2 3 4
5. 과거의 성공들은 내가 새로운 도전과 
역경을 다루는데 자신감을 준다.

0 1 2 3 4

6.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일의 
재미있는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7. 스트레스 극복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
질 수 있다.

0 1 2 3 4

8. 나는 병이나, 부상, 또는 다른 역경을 
겪은 후에도 곧 회복하는 편이다.

0 1 2 3 4

9.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대부분의 
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라 믿는다.

0 1 2 3 4

10.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0 1 2 3 4

11.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
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0 1 2 3 4

12.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0 1 2 3 4

13. 스트레스/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안다.

0 1 2 3 4

2. 회복력 측정도구
■ 지난 한 달간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 아래의 질문들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표
시해주십시오. 만약, 최근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평소 느껴왔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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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흔히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4.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나는 집중력
과 사고력을 잘 유지한다.

0 1 2 3 4

15. 타인이 모든 결정을 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더 좋아
한다.

0 1 2 3 4

16. 나는 실패 때문에 쉽게 용기를 잃지
는 않는다.

0 1 2 3 4

17. 나는 삶의 도전이나 역경에 잘 대처
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18. 나는 남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어려운 결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0 1 2 3 4

19.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불쾌
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0 1 2 3 4

20. 인생의 문제를 처리할 때, 간혹 이유 없
이 직감에 따라 행동해야만 할 때가 있다.

0 1 2 3 4

21. 삶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있다. 0 1 2 3 4
22.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 0 1 2 3 4
23.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0 1 2 3 4
24.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0 1 2 3 4

25. 나는 내가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0 1 2 3 4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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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
체
상
태

기운이 없다 0 1 2 3 4
속이 메슥거린다 0 1 2 3 4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통증이 있다 0 1 2 3 4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0 1 2 3 4
몸이 아픈 느낌이다 0 1 2 3 4
자리(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0 1 2 3 4

사
회
/
가
족
상
태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0 1 2 3 4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0 1 2 3 4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0 1 2 3 4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0 1 2 3 4
내 병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한다 0 1 2 3 4
배우자와 가깝게 느낀다(배우자가 없는 경
우는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0 1 2 3 4

현재 귀하의 성 생활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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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 4

정
서
상
태

슬프다 0 1 2 3 4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0 1 2 3 4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0 1 2 3 4
불안하고 초조하다 0 1 2 3 4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0 1 2 3 4
내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0 1 2 3 4

기
능 
상
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집안일 포함) 0 1 2 3 4
나의 하는 일(집안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0 1 2 3 4

삶을 즐길 수 있다 0 1 2 3 4
내 병을 받아들였다 0 1 2 3 4
잠을 잘 잔다 0 1 2 3 4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한다 0 1 2 3 4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0 1 2 3 4

3. 삶의 질 측정도구
■ 다음은 귀하와 동일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동안에 해당되는 귀하의 응답을 각 줄에 하나씩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표시하여 나
타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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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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된다
(집안 일 포함)

0 1 2 3 4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느낌이다 0 1 2 3 4
이식받은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0 1 2 3 4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 효과가 더 
나쁘다

0 1 2 3 4

식욕이 좋다 0 1 2 3 4
내 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0 1 2 3 4
나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다 0 1 2 3 4
쉽게 피로하다 0 1 2 3 4
섹스에 대해 흥미가 있다 0 1 2 3 4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0 1 2 3 4
담당 간호사를 신뢰한다 0 1 2 3 4
골수이식 받기로 한 것을/받은 것을 후회
한다

0 1 2 3 4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할 수 있다 0 1 2 3 4
나는 어떤 일 (예를 들면 독서와 같은 일)
에 집중할 수 있다

0 1 2 3 4

나는 자주 감기에 걸린다(감염된다) 0 1 2 3 4
눈이 침침하다 0 1 2 3 4
식성(미각)이 변하여 괴롭다 0 1 2 3 4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 0 1 2 3 4
숨이 찰 때가 있다 0 1 2 3 4
가려움증 때문에 괴롭다 0 1 2 3 4
변 보기가 어렵다 0 1 2 3 4
내 병으로 인해 나의 가까운 가족이 곤란
을 겪는다

0 1 2 3 4

치료비가 부담이 된다 0 1 2 3 4

      평가자 기록란 : 총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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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 아래의 설문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거나 (       ) 부분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 문항은 모두 익명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1. 연령: 만 (       ) 세

2. 성별: ①남자 ②여자

3.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④사별

4. 교육 정도: ①무학 ②초중졸 ③고졸 ④대재 ⑤대졸이상

5. 직업: ①무직 ②생산직 근로자 ③사무직 ④자영업 ⑤전문직 ⑥주부 ⑦학생 ⑧기타(       )

6. 가족의 월 평균 수입

①월 100만원 미만 ②월 100만원~200만원 ③월 200만원~300만원 ④300만원 이상

7. 종교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무교 ⑤기타(       )      

8. 현재 앓고 계신 다른 질환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고혈압 ③당뇨 ④간질환 ⑤결핵 ⑥정신과 질환 ⑦기타(      )

9.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진단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6개월 미만 ②6개월~1년 미만 ③1년~2년 미만 ④2년~3년 미만 ⑤3년 이상

10. 현재 귀하를 주로 돌보는 보호자

①부모 ②배우자 ③자녀/며느리 ④형제/자매 ⑤간병인 ⑥없음 ⑦기타

11.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                                                               충분하다

12. 귀하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자에게서 어느 정도 받는

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받지 않는다                                                충분히 받고 있다

13. 조혈모세포 이식 시 보호자와 무균실에 함께 입실하여 생활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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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증례기록서

연구제목: 조혈모세포이식을 경험한 혈액암 환자의 대처, 회복력과 삶의 질

대상자 영문 initial:

무작위배정번호:

대상자 방문일:

1. 질병관련 특성 의무기록 확인

1) 진단명

①급성골수성백혈병 ②급성림프구성백혈병 ③만성골수성백혈병

④재생불량성빈혈 ⑤골수이형성증후군 ⑥다발성골수종 ⑦악성림프종 ⑧기타

2)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시기: 년 월 일

3) 조혈모세포이식 유형

(1) Type

①Autologous ②Allogenic, sibling matched

③Allogenic, unrelated matched

④Allogenic, haploidentical

④-1. Haploidentical sibling

④-2. Haploidentical parent or child

④-3. Haploidentical unrelated

(2) Donor type

①Sibling donor ②Parent donor ③Son or daughter donor

④Unrelated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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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urce

①PBSC ②BM ③Cord ④PBSC+BM

4)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 종류:

5) 방사선 조사 시행

① 유 ②무

2. 도구

1) WCQ 점수: [ ] 점

2)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점수: [ ] 점

3) FACT-BMT Ver.4 점수: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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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처방식 측정 도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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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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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Bone Marrow Transplantation 승인서



- 89 -



- 90 -

ABSTRACT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for patients

underwen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wang, Yu Gy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tent of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ho underwen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Methods: This study was applied with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consisted of 62 patients admitted to a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unit to undergo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or receive follow-up care after undergoi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t a university-affiliated,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12 to December 31, 2019, and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ed with

the SPSS 25.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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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coping among patients who underwen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s 2.99 ± 0.50. The mean

resilience was 2.74 ± 0.50. The mean quality of life was 2.65 ± 0.47.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ping and resilience of

patients in regards to time duri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Physical well-being (PWB) (p=.004) an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BMT) subscale (p=.045) of quality of life were statistically higher in

outpatients 100 days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than in

patients who were admitted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or

ready for discharge.

3.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1) coping was statistically higher in college graduates than in high school

graduates (p=.041). Resilience was statistically higher in men than women

(p=.045), higher in those with a job than those without a job (p=.012), and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in with an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of

more than 3 million won than those with an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of less than 3 million won (p=<.001). Quality of life was

statistically higher in those with a job than those without (p=.042). 2) I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was

statistically higher in those who perceived their self-management ability to

be “moderate” or “enough” (p=.001) than in those who perceived that they

lacked self-management ability. Also,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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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in members of the group that answered that they received “no help”

from their family (p=.041) than in members of the group that answered

that they received “enough help”.

4. Quality of lif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blem-focused coping (r=.272, p<.05) and resilience (r=.395, p<.01).

5. Factors that mos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were

perceived self-management ability, resilience, and stages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These factors accounted for 45.9% of variance .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ho had undergon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was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timing difference by focusing

more on patients who were admitted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nd entered a protective isolation unit or who were

prepared for discharge after transplant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ursing strategies are needed to find interventions that can address

problem-focused coping while increasing resilience levels.

Key words :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Coping, Resilience,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