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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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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and sexual func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recipients. Method: Participants included 38 recipients of HSCT, attending hospital outpatient department.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quality of life scale and the sexual function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heffe@ test, and Kruskal-Wallis test. Results: The high score of quality of life was found in the
participants with the 30s age (p=0.030), being employed (p=0.001), not having admission history after HSCT (p=0.012), and
not having medication (p=0.017). The sexual func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mployment status (p=0.001) and
irradiation therapy (p=0.043).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exual function
(r=0.45, p=0.004). Conclusion: The sexual function ha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so that it is requir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for sexual fun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SCT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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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우수한 치료방법이지만 조혈모세포이
식 후 대상자들은 이식을 받기 위해 투여되는 항암제와 면역억

1. 연구의 필요성

제제 또는 전신 방사선조사로 인한 독성, 공여자의 임파구가 환

조혈모세포이식은 미국에서 1968년 중증 면역결핍성 질환을

자의 조직에 대해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급∙만성 이식편대숙주

가진 환아와 1969년 백혈병 환자에게 성공적인 이식을 시행한

반응 그리고 면역체계가 재구축되기 전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 결

이후 급∙만성 백혈병,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과 같은 혈액질환

핍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게 되어2) 장기간의 치료를

뿐 아니라 각종 고형암, 선천성 대사질환 등을 치료하는 효과적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인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1983년에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식 후 대상자의 감염, 구강건조, 미각변화, 외모변화, 안과문제,

환자에게 최초로 동종 골수이식이 성공한 이후 이식건수는 매

피곤, 탈모와 같은 신체적 문제, 생존자의 25%가 겪는 정서적 문

1)

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4년 12월 현재 7,093건에 이르고 보

제, 심리적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우울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

험적용의 확대로 이식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및 불임, 성욕저하, 발기부전, 성생활 장애와 같은 성적 문제들
이 대두되면서 치료의 궁극적인 성공은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조혈모세포이식이 혈액암, 면역질환과 같은 질환을 가진 대상

대상자가 인지하는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
주요어 : 조혈모세포이식, 삶의 질, 성기능

조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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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의 한부분인 성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 문화적 요
소로 구성된 인간의 통합된 부분이며 성기능의 변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성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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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는 환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부관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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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성기능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

력을 갖고서 생리적, 정서적 성반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성기능 장애를 경험한 대상자

상태이며7) 본 연구에서는 Kim8)의 삶의 질 도구 가운데 성기능

의 삶의 질은 낮다. 성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인식으로 삶의

장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기능이나 성생활에 대한 연구가 제한

연구 방법

되었으나 최근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자궁절
제술 환자와 유방암 환자의 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1. 연구 설계

고 있다.
이에 비해 방사선 조사, 면역억제제 투여와 항암요법으로 인
해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에게 성기능 장애가 발생되는데도 성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고, 성기능에 대한 이식 전 교육
이나 이식 후 성생활에 대한 지침과 같은 간호중재가 부족하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사료되어 삶의 질과 성기능 정도를 파악하여 이식 후 삶의 질을

본 연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방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연구 대상자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C병원에서 조혈모세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포이식 후 추후관리를 받는 자이며 자료 수집은 직접 면담과 전
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허락받은 다음 우

2. 연구의 목적

편발송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16부와 우편으로 23부를 보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

데 22부가 회수되었다(95%).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하기로 동의한 자로 편의 표집하였다.

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을 파악한다.

3. 연구 도구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

1) 삶의 질 측정도구
Lee6)가 개발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들의 삶의 질 측정

성기능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의 관계를 파악한다.

도구를 사용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영역 16문항, 심리적 영역
15문항, 사회∙경제적 영역 14문항, 영적 영역 6문항 등 총 51문

3. 용어 정의

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1) 조혈모세포이식

높음을 의미한다.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
sα
=0.90이었고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이상이 있는 골수조혈기능을 회복시키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α
=0.90이었다.

4)

위하여 정상 조혈전구 세포를 정맥을 통해 이식하는 방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식 전 처치로 방사선조사나 항암제 치료 후 공
여자에게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이식하는 동종 골수이식과 동
종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를 의미한다.

2) 성기능 측정도구
성기능은 Kim8)이 Lee6)의 삶의 질 도구 가운데 성기능에 관
한 영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기능 장애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 신뢰도는 Kim8) 연구에서 남녀 각각 Cronbach’
sα
=

2) 삶의 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지하는 자신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주
관적 평가와 만족이다. 삶의 질의 하위영역으로는 신체적, 심리
5)

0.92와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α
=0.93과 0.91
이었다.

6)

적, 사회적, 영적 영역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Lee 가 개발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들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성기능
성기능은 성주기인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의 생리적 정상 능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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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 정도는 범위, 평균, 표준편

Table 1. General &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in HSCT recipients
(N=38)

차를 이용하였다.
섯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

Gender

Women
Men

20 (52.6)
18 (47.4)

Age (yr)

<30
30-39
40-49
≥50

3 (7.9)
14 (36.8)
16 (42.1)
5 (13.2)

Religion

Buddhist
Catholic
Protestant
None

7 (18.4)
4 (10.5)
15 (39.5)
12 (31.6)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Over college

7 (18.4)
15 (39.5)
16 (42.1)

Occupation

Agriculture
Commerce
Professional
Housewife
None
Official
Etc

1 (2.6)
4 (10.5)
5 (13.2)
12 (31.6)
5 (13.3)
6 (15.8)
5 (13.2)

Monthly income
(1,000 Won)

<1,000
1,000-1,900
2,000-2,900
≥3,000

13 (34.2)
11 (28.9)
5 (13.2)
9 (23.7)

Diagnosis

ALL
AML
CML
MDS
NHL
SAA

3 (7.9)
13 (34.2)
7 (18.4)
4 (10.5)
1 (2.6)
10 (26.3)

26.3%, 만성 골수성백혈병이 18.4%이었으며 이식형태는 동종

Type of HSCT

Allo BMT
Allo PBSCT

33 (86.3)
5 (13.2)

골수이식이 86.3%이고 이식 후 경과기간은 5년 이상이 52.6%

Time since HSCT (yr)

0.5-0.9
1-2.9
3-4.9
≥5

6 (15.8)
6 (15.8)
6 (15.8)
20 (52.6)

Radiation therapy

Had
None

19 (50)
19 (50)

Admission history
after HSCT

Had
None

21 (55.3)
17 (44.7)

후 성생활 시작시점은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31.6%, 1년

Medication

Have
None

17 (44.7)
21 (55.3)

이상-3년 미만이 31.6%, 6개월 이내가 21.1%, 불가능하다가

GVHD

Experiencing
Experienced
None

8 (21.1)
9 (23.7)
21 (55.3)

Restarting points of
sexual activity
after HSCT (yr)

<0.5
0.5-0.9
1-2.9
≥3
Impossible
No response

8 (21.1)
12 (31.6)
12 (31.6)
1 (2.6)
3 (7.9)
2 (5.3)

질과 성기능은 t-test, ANOVA, Scheffe′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의 관계는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했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직업, 월
수입이었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대상자가 52.6%로 약
간 많았다. 연령 분포는 40-49세가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30-39세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39.5%로 가장 많았
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81.6%이었다. 직업은 대다수가 직
업이 있었고 무직이 13.3%였다.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34.2
%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8.9%, 300만
원 이상이 23.7%,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13.2%이었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진단명, 조혈모세포이식의 형태, 이
식 후 경과기간, 방사선조사, 이식 후 입원경험, 약물복용, 이식
편대숙주반응, 이식 후 성생활 시작시점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진단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34.2%, 재생 불량성 빈혈이

로 가장 많았다. 방사선 조사를 받은 대상자와 받지 않은 대상
자가 동일하게 50%이었고, 이식 후 입원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5.3%이였으며, 약물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44.7%이었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는 55.3%이었고 현
재 경험중이거나 과거경험했던 대상자는 44.7%이었으며, 이식

7.9%, 무응답이 5.3%이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 정도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 평
점 3.48±0.57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보면 영적 영역이 평균
평점 3.80±0.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영역이 3.73±
0.80점, 신체적 영역이 3.35±0.74점, 심리적 영역이 3.25±
0.57점이었다.
성기능 점수는 평균 평점 2.74±0.70점이었다(Table 2).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ML, acute myeloid leukemia; CML,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MDS, myelo-dysplastic syndrome; NHL,
non-hodgikin’s lymphoma; SAA, severe aplastic anemia; Allo BMT, allogene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Allo PBSCT, allogeneic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GVHD, graft versus hos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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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quality of life and sexual function
Variables
Quality of life
Physical area
Psychological area
Social area
Spiritual area
Sexual function

(N=38)

Items

Mean±SD

16
15
14
6

3.48±0.57
3.35±0.74
3.25±0.57
3.73±0.80
3.80±0.54

7

2.74±0.7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
성기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점수는 30-39세가 3.63
±0.45점과 40-49세가 3.57±0.60점으로 다른 연령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고(t=0.878, p=0.030), 직업이 있는 군이 3.76±
0.46점으로 없는 군의 3.14±0.5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3.154, p=0.000).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 중 여성, 불교군, 고
졸군,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군의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왔

Table 3. The quality of life and sexual function of HSCT recipients according to general &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Quality of life

(N=38)

Sexual function

Characteristics
No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Gender

Women
Men

18
20

3.49±0.64
3.48±0.51

-0.057

0.955

2.52±0.67
2.93±0.68

1.861

0.071

Age (yr)

<30
30-39
40-49
≥50

3
14
16
5

2.85±0.15
3.63±0.45
3.57±0.60
3.13±0.64

1.196

0.030*

2.80±0.21
2.84±0.60
2.75±0.86
2.34±0.59

0.633

0.599

Religion

Buddhist
Catholic
Protestanta
Noneb

7
4
15
12

3.70±0.38
3.29±0.28
3.53±0.67
3.36±0.58

0.224

0.576

a>b

2.93±0.83
2.67±1.11
2.67±0.64
2.72±0.61

0.224

0.879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a
High schoolb
Over college

7
15
16

3.30±0.66
3.65±0.55
3.40±0.53

2.170

0.394

a<b

2.69±0.82
2.67±0.76
2.82±0.62

0.212

0.887

Employment

Yes
No

21
17

3.76±0.46
3.14±0.51

3.152

0.000***

3.05±0.61
2.35±0.62

3.486

0.001**

Monthly income
(1,000 Won)

<1,000
1,000-1,900
2,000-2,900
≥3,000

13
11
5
9

3.39±0.47
3.32±0.72
3.61±0.74
3.78±0.32

3.765

0.374

2.74±0.82
2.72±0.68
2.45±0.72
2.90±0.63

0.415

0.743

Time since
HSCT (yr)

0.5-0.9a
1-2.9
3-4.9b
≥5

6
6
6
20

2.97±0.52
3.25±0.50
3.60±0.51
3.67±0.53

3.321

0.288

2.69±0.45
2.95±0.90
2.40±0.68
2.79±0.72

0.665

0.579

Radiation
therapy

Had
None

19
19

3.42±0.53
3.54±0.61

0.500

0.549

2.51±0.77
2.96±0.55

-2.099

0.043*

Admission
history
after HSCT

Had
None

21
17

3.28±0.58
3.73±0.45

-1.193

0.012*

2.64±0.71
2.85±0.69

-0.917

0.365

Medication

Have
None

17
21

3.24±0.58
3.68±0.49

-2.290

0.017*

2.62±0.69
2.83±0.71

-0.934

0.356

GVHD

Experiencing
Experienced
No

8
9
21

3.24±0.49
3.38±0.59
3.62±0.57

0.708

0.241

2.60±0.79
2.82±0.74
2.75±0.68

0.205

0.816

Restarting
time of sex
life after
HSCT (yr)

<0.5
0.5-0.9
≥1 yr
Impossible
*No response

8
12
13
3
2

3.63±0.37
3.18±0.44
3.83±0.57
2.93±0.53
3.19±0.72

4.358

0.010**

2.44±0.88
2.51±0.44
2.89±0.74
2.61±0.21

1.513

0.223

Excluding no respondents. *p<0.05; **p<0.01; ***p<0.001.

a<b

장정현 외∙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

Table 4. The relationships between quality of life and sexual
function of HSCT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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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겪게 되어 이식 후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영적, 성적인 문제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여러 문제들

Sexual function

중에서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들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r (p)

연구가 많지 않고 성기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간호중재

Physical area
Psychological area
Social area
Spiritual area

0.46 (0.003)
0.31 (0.057)
0.44 (0.006)
0.00 (0.958)

에 관한 체계적인 실무내용이 부족하여 이식을 받은 대상자의

Total

0.45 (0.004)

Quality of life

성기능의 장애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 평점 3.48
점으로 중간 이상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Lee6),
Kim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Marks 등9)의 연구와도 비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성기능 점수

슷한 결과를 보였다. Belec10)은 대상자가 자신의 삶의 질을 받아

는 직업이 있는 군이 3.05±0.61점으로 없는 군의 2.35±0.62

들일 만한 것으로 인식하고 힘든 질병을 앓고 난 후보다 더 의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3.486, p=0.001), 남성, 나

미 있는 삶을 산다고 했다. 이는 이식 후 대상자들이 새로운 삶

이가 어릴수록, 불교군, 대졸 이상군,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

을 살게 되었다는“살아 있음”
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삶의 질

인 군에서 성기능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의 52.6%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점수는 이식 후 입원

가 이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생존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없는 군(t=-1.193, p=0.012)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

삶을 건강인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어서 삶의 질 점수가 중

는 군(t=-2.290, p=0.017)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식 후 성생

간 이상으로 나왔다고 본다.

활 시작시점이 6개월-12개월군과 1년 이상인 군 사이에 유의한

30-39세군에서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삶의 질 차이가 있었다(F=4.358, p=0.010). 이식 후 경과기간

났는데 이는 30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직업을 갖고 가

이 지날수록, 방사선조사를 받지 않은 군, 이식편대숙주반응을

정을 이루어 안정되는 단계여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

보여지고 30세 미만 대상자는 아직 직업을 찾고 인생을 준비하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는 과도기적인 단계여서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성기능 점수는 방사선조사를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받지 않은 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나(t=2.099, p=0.043) 이식 후

는데, Lee6)와 Kim8)의 연구에서도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삶의

경과기간이 1-3년인 군, 이식 후 입원경험이 없는 군, 약물복용

질이 높았다. 이는 이식 후 일반인처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

을 하고 있지 않은 군, 이식편대숙주반응을 경험했던 군 그리고

력을 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역할수행에 대한 삶의

성생활 시작시점이 1년 이상인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질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Marks 등9)은 이식 후 75%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가 직업에 복귀했으며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사회적 지지의 이용
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Syrjala 등11)은 이식 2년 후 대상자의

4.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의 상관관계

68%가 직장에 복귀했고 4년 후에는 7%만이 실직상태였다고

대상자의 성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성기

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주부를 포함한 44.7%는 직업이 없었

능과 삶의 질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0.45, p=0.004).

고, Lee6)의 연구에서는 49.5%, Kim8) 연구에서는 16.9%가 실

삶의 질 하부영역별로 성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r=

직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이 30%만 차지하

0.46), 심리적(r=0.31), 사회적(r=0.44) 영역과는 유의한 상관

고 있어 이식 후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간과해서는 안

관계가 있으나 영적 영역과는 관계가 없었다(Table 4).

될 것 같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경

논 의

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Lee6), Kim8)
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Syrjala 등11)은 신체적, 심

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암, 고형암 및 선천성 대사질환 등을

리적 기능이 이식 후 90일 정도에 매우 저조하며 이식 1년 후에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대상자들은 이식을 받기 위해

는 이식 전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했으며 Sutherland 등12)은 이

투여되는 항암제, 방사선 및 면역억제제의 독성, 면역반응, 감

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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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3년 후에는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활기가 일반인 보다 더

문제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다.

높았다고 했다. Bush 등13)은 이식 후 6-18년을 경과한 대상자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성기능 점수는 4점 척도로 평균 평

들의 74%가 최근 자신의 삶의 질이 이식 전보다 높거나 같다고

점 2.7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했다. 이는 이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

성기능 점수가 낮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Syrjala19), Kim8)의

능이 회복되고 안정된 삶을 찾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성기능 장애가 많다고 나타났다.

나 본 연구대상자는 과반수가 이식 후 5년이 경과했는데 다른

Cust 등20)은 여성의 심각한 성기능의 손상을 보고했으며 질건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경험과 약물복용 상태가 영향을 준 것으

조가 가장 흔한 증상이라 했으며 Waston 등21)은 호르몬 장애와

로 보인다.

불임이 항암제치료 대상자보다 이식대상자 특히 여성에서 더

조혈모세포이식 전 방사선조사를 받지 않은 군이 받은 군보다

많았으며 여성이 불임에 대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아이를

삶의 질이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aker

가질 능력을 소실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

14)

등 은 방사선조사가 내분비계 장애, 시력변화, 인지장애, 2차적

며 특히 대상자 젊을수록 불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암 발생을 유발해 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했고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에게 직업이 있는 군이 성기능이 유

15)

Andrykowsky 등 은 전 처치에 포함된 전신 방사선조사가 이
8)

의하게 높았다. 직업과 성기능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식 후 인지기능 부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Kim 은 방사

경제적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자신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작

선조사를 받은 대상자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다고 했다. 위와

용하여 성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방사선조사의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다른 치료방법을 선

조혈모세포이식시 방사선 조사를 받지 않은 군이 성기능이

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조사의 영향은 장기적인 추적

유의하게 높았으며 Cust 등20)은 여성 대상자가 방사선 조사를

이 요구되므로 이식 후 방사선조사의 부작용을 겪는 대상자의

받고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심각한 성기능 손상이 있다고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

보고했다. 방사선조사는 내분비계 장애 등을 초래하여 성기능

조혈모세포이식 후 입원경험이 없는 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
8)

장애를 유발한다고 사료된다.

게 높았는데 이는 Kim 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으며, 이식 후 약

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

물을 복용하지 않는 군이 복용하고 있는 군보다 삶의 질이 유의

서 성기능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Wa-

하게 높았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대상자가 이식 후

ston 등21)의 이식편대숙주반응이 있는 경우에 성기능 장애가 높

입원경험이 없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이식 후

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이 삶의 질에 직

상태가 좋고 합병증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삶의 질이 높을 것으

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신체상태를 악화시키고

로 본다.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16)

6)

Chiodi 등 과 Lee 의 연구에서 이식편대숙주반응이 삶의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중간 이상으로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식편대숙주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연령, 직업유무, 이식 후 입원경험, 약물

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서 삶의 질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복용여부 및 이식 후 성생활 시작시점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

8)

17)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Kim 와 Worel 등 의 연구 결과와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능 정도는 중간보다 약간

일치했다. 이식편대숙주반응 여부자체가 질병경과와 삶의 질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직업유무, 방사선조사가 영향을 주었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상반되는 경과

다. 직업은 삶의 질과 성기능에 중요한 의미이므로 이식 후 직업

가 나왔다. 본 연구 대상자가 이식편대숙주반응이라는 개념을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신체적 증상을 단순히

회에 복귀할 수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성생

부작용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본다.

활의 시작점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식 후 대상자 교

조혈모세포이식 후 성생활 시작시점이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특히 이식 후 1년 이상 군이 높게 나

육에 성생활 시작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된다
고 본다.

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회복시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
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피로가 줄어들

결론 및 제언

18)

며 에너지가 생겨 성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Jun 은 만족
스런 성생활이 자아성취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심리, 사회적

본 연구는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들의 삶의 질과 성기능을

장정현 외∙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의 삶의 질과 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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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조혈모세포이식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에 필

관리 동안에 성기능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과에 의뢰할 수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

있어야겠다.

치한 C대학병원에 조혈모세포이식 후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대
상자 38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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