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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액종양은 조혈과정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혈액세포로의 정상적

인 증식, 분화의 항상성에 이상이 발생하여 분화가 정지되고 비정상적

인 증식이 진행되는 악성 혈액질환으로, 백혈병, 골수이형성증, 다발성

골수종, 악성림프종 등을 포함한다[1]. 혈액암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9년 동안 혈액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혈액종양환자의 치료목적에 따른 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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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upportive care needs in accordance with therapeutic purposes of blood cancer patient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among 100 subjects treated as hematologic malignancies during 2016 in Daegu. The questionnaires included vari-
ous disease-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Supportive Care Needs Survey-long form 59. We analyzed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ANCOVA. Results: Of 6 domains in Supportive care needs survey (SCNS), the psychological domain show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the 
patient care and support domain and the physical and daily living domain. The supportive care need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rapeutic 
purposes of blood cancer patients. The health system and information domain of supportive care needs was the highest in the patients who had been 
taking remission induction chemotherapy, while psychological domain was the highest in those who had been taking chemotherapy about consolida-
tion therapy or relapse, and physical and daily living domain was the highest in the patients who had been taking chemotherapy before bone marrow 
transplantation. Conclusions: The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showed a distinct difference of supportive care needs depending on their 
therapeutic purposes. Patients’ supportive care need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should be assessed and used to provide patient-centere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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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발생률은 2배로 증가하였다[3]. 혈액암은 다른 고형암과 달리 외

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가 되는

데,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생

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완치도 가능하고, 최근 강화된 항암화학요

법과 조혈모세포이식술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1]. 

하지만 많은 혈액암 환자들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겪게 되는데, 통증, 피로, 식욕부진과 같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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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함께 신체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며, 우울, 불안과 같

은 심리적 고통도 겪게 된다[4-7]. 질병자체의 위험과 함께 고형암의 치

료 과정과는 다른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과 같은 치료과정

의 부작용에도 기인한다[8,9]. 또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

들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편이며,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낮아지기도 한다[10,11]. 따라서 암환자의 질환 및 치료와 

관련하여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

동이나 자원을 다학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환

자중심의 지지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암환자의 관리에서 중요한 영

역이다[12]. 혈액암의 치료에서도 환자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

자의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

태와 자원의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   

혈액종양 환자에 대한 지지적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는 

Jung and YI [7]의 연구가 유일한데, 의료체계 및 정보 영역에서 지지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 높은 관련성

을 보였다. 이에 반해 국외 연구에서는 다른 암환자에 비해 혈액암 환

자에서 신체적, 심리적 영역에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3,14]. 항목별로는 피로, 재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보고되는 항목이었는데[14-16], Swash et al. [17]의 체계적 문헌고

찰 연구에서는 이 중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흔한 항목으로 나타

났다. 혈액종양환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이 지지적 

간호요구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13], 젊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 환자에서 지지적 간호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다른 암환자

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18-20]. 하지만 암환자의 경우 임상적

인 특성에 따라서도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강도가 

높은 치료를 받거나 진행된 단계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요구도가 높으

며, 진단된 시점에서 치료 후 추적관찰 시점까지 시간에 따라서도 차

이가 있다[17,21]. 혈액종양 환자에서도 임상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치료과정에서 다른 고형암과 다른 특

성인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시작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수회의 공고치

료, 유지치료, 완치를 위한 골수이식 전 시행되는 항암화학요법을 겪어

야 하는 혈액종양환자들에서 질환 및 치료과정의 특성이 지지적 간호

요구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해 분석한 연구

는 없다. 질병과 치료과정 자체의 특성과 환자의 관점에서 평가된 요구

도와의 관련성은 치료 및 돌봄서비스의 기획과 현장에서의 활용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일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혈액암 환자들의 지지적 간호요구도와 치료

목적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일개대학병원 혈액암환자

들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과 지지적 간호요구도를 확인하였

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과 영역별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관

련성을 확인하고, 기존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치료목적에 따른 지지

적 간호요구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D시 소재 3급 종합병원인 K 병

원에서 해당 진료과 및 간호부의 허락을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혈액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입원 또는 외래 통원치료 중인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질환은 골수

성백혈병(C92), 림프구성 백혈병(C91), 다발성골수종(C90), 골수이형성

증후군(D46), 재생불량성빈혈(D61.9), 호지킨림프종(C81), 소포성림프

종(C82), 비소포성림프종(C83), 성숙 T/NK-세포 림프종(C8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C85)이다. 연구 시작 전 D시 일개상급종

합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no. 2016-02-020)을 받았다. 상

기의 질환으로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로 자신에 질병에 

알고 있으며, 설문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

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만나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으며, 직접 대상

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읽어주면서 응답에 따라 기록

하는 일대일 면담을 통한 방법과 자가 기입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설

문지를 나누어 주어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질문이 있

는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질병관련특성은 연구자가 해당병원의 전자차

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사항 13문항과 지지적 간호요구도 관련 사항 59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결혼상태, 종교로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별

은 남자와 여자, 나이는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정도

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및 

직업은 유무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진단분류, 진단기간, 재발유무, 치료목적, 

치료방법 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진단분류는 급성 골수성 백혈

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기타질환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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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림프종을 포함하였

으며 진단경과는 6개월 미만, 6-12개월, 12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재발은 유무, 치료방법으로는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동시 진행으로 나누었고, 치료목적은 첫 진단 시 항암화학요법, 

공고요법 및 재발에 관한 항암화학요법,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화학

요법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질병관련 특성은 연구자가 해

당 병원 전자차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지적 간호요구도 

지지적 간호요구도는 Bonevski et al. [22]이 개발한 Supportive Care 

Needs Survey (SCNS) Questionnaires를 Ham [23]이 번역 ·역번역한 도

구를 이용하였다. Ham은 원래 도구에서 심리적 요구도 중 ‘암의 재발

에 대해 두려웠다’는 폐암 환자에 적용시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힘

들었다’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래 도구의 질문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지지적 간호요구도는 환자의 정서와 대처에 관련된 심리적 요구도 

22문항, 의료체계와 질환, 진단, 치료, 추적관리 등에 관련된 의료체계

와 정보 요구도 15문항, 신체적 증상과 치료의 부작용 그리고 일상생

활에 관련된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도 7문항, 신체 및 정서적 요구와 사

생활, 선택권 등 치료기관 및 간호 제공자와 관련된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도 8문항, 성생활과 관련된 성적 요구도 3문항, 기타 요구도 4문항

의 6개 하부 영역으로 분류되며, 총 5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며, 1점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해당사항 없

음)’, 2점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이미 해결됨)’, 3점은 ‘도움이 필요함

(약간 필요함)’, 4점은 ‘도움이 필요함(많이 필요함)’, 5점은 ‘도움이 필요

함(아주 많이 필요함)’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가 필요로 하는 지지적 간호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 계산

은 standardized Likert summated score를 구하여 영역별로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영역별로 문항의 점수의 총 합을 0-100점 범위

로 환산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 간호 요구도 높음을 의

미한다[24]. 개발당시 SCNS-59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심리적 요구 

0.97, 의료체계와 정보 요구 0.96,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0.90, 환자 간

호와 지지요구 0.87, 성적 요구 0.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구 

0.99, 의료체계와 정보 요구 0.99,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 0.85, 환자 간

호 및 지지 요구 0.98, 성적 요구 0.77이었다.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특이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제시하

고, 간호요구도는 영역별로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평균과 표

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간호요구도를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t검정과 ANOVA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료목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지적 간호요구

도의 영역별로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2 미만으로 나온 변수를 보정

한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으며 ANCOVA로 검정하고, 

Tukey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정

을 위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및 질병특이 특성

연구대상자 100명 중 50세 미만이 49명(49.0%), 50세 이상이 51명

(51.0%)이었으며, 남성이 58명(58.0%)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66명(66.0%)이었다. 중졸 이하가 25명(25.0%) 고졸이 44명

(44.0%) 대졸이 31명(31.0%)이었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7(27.0%)명이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43명(43.0%),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22명(22.0%), 기타 혈액종양이 35명(35.0%)이었고, 진단기간은 

6개월 미만이 38명(38.0%), 6-12개월이 33명(33.0%), 12개월 이상이 29명

(29.0%)이었다. 재발한 사람이 75명(75.0%)이었고, 치료방법은 항암화학

요법만 하고 있는 대상자가 93명(93.0%), 방사선치료도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가 7명(7.0%)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and disease-specif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 <50 49 (49.0)
≥50 51 (51.0)

Gender Male 58 (58.0)
Female 42 (42.0)

Marriage Yes 32 (32.0)
No 68 (68.0)

Job Yes 27 (27.0)
No 73 (73.0)

Education ≤Middle school 25 (25.0)
High school 44 (44.0)
≥College 31 (31.0)

Diagnosis AML 43 (43.0)
ALL 22 (22.0)
Others 35 (35.0)

Duration (mon) <6 38 (38.0)
06-12 33 (33.0)
≥12 29 (29.0)

Recurrence Yes 75 (75.0)
No 25 (25.0)

Treatment method Chemotherapy 93 (93.0)
Chemotherapy +  
   Radiation

7 (7.0)

Total 100 (100.0)

AML, acute myeloblastic leukemia;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Other include chronic myeloblastic leukemia, multiple myeloma, myelodys-
plastic syndrome, aplastic anemia, malignant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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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환자 간호와 지지 요구도, 기타 요구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적 요구도에서만 결혼여부, 직업,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적요구도 점수는 기혼자에서 32.5 ±10.4

점인데 반데 미혼자에서 45.5 ± 20.4점으로 더 높았으며(p< 0.001), 직업

이 있는 사람에서 50.4 ± 21.0점, 없는 사람에서 38.0 ±16.8점으로 직업

을 가진 사람이 더 높았다(p = 0.003).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서 

성적요구도가 각각 34.1±14.2점, 39.7±17.7점, 49.5 ± 20.9점으로 교육수

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p = 0.006),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6).  

질병특이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

임상적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되

었다. 심리적 요구도는 환자의 진단기간과 치료목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단 6개월 미만 68.6 ± 22.1점, 6-12개월 55.0 ± 24.5점, 

12개월 이상 67.5 ± 23.1점으로 진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p = 0.032), 진단 6개월 미만에 비해 6-12개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 0.040). 첫 진단 시 항암화학요법 53.6 ±14.7점, 공고요법 및 재발

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84.9 ±13.7점, 조혈모세포이식전 항암화학요법 

45.4점±17.4점으로 치료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p< 0.001), 공고

요법 및 재발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다른 두 군

에 비해 심리적 요구도가 더 높았다(p< 0.001). 

의료체계와 정보 요구도는 진단명, 재발여부, 치료목적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53.6 ± 23.6점,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에서 

Figure 1. Supportive care needs of participants. Psy, psychological needs; 
HSI, health system and information needs; PDL,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PCS, patient care and support needs; Sex, sexual needs; Other, oth-
er needs.

Supportive care needs

Table 2. Supportive care nee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Psy HSI PDL PCS Sex Other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Age (y) 0.187 0.684 0.932 0.098 0.329 0.796
<50 49 60.6±21.4 52.8±22.8 57.8±14.3 63.9±27.2 39.5±17.8 50.7±17.0
≥50 51 66.9±25.7 54.8±25.9 58.0±16.3 55.4±23.6 43.1±19.6 51.6±16.0

Gender 0.528 0.479 0.438 0.064 0.057 0.698
Male 58 65.1±24.4 52.3±25.2 56.9±13.5 55.5±25.2 44.4±17.3 50.6±15.4
Female 42 62.0±23.0 55.9±23.1 59.3±17.5 65.1±25.5 37.1±20.1 51.9±18.0

Marriage 0.548 0.472 0.644 0.069 <0.001 0.814
Yes 32 61.7±21.6 51.2±21.4 56.9±14.0 66.3±28.5 32.5±10.4 51.7±15.9
No 68 64.8±24.8 55.0±25.6 58.4±15.9 56.4±23.7 45.5±20.4 50.9±16.8

Job 0.197 0.512 0.804 0.709 0.003 0.333
Yes 27 58.7±21.9 56.5±25.9 57.3±15.8 58.0±26.3 50.4±21.0 48.5±13.9
No 73 65.7±24.3 52.8±23.8 58.1±15.2 60.1±25.5 38.0±16.8 52.1±17.3

Education 0.106 0.766 0.091 0.064 0.006 0.976
≤Middle school 25 72.5±21.8 53.5±28.1 54.7±15.8 49.3±18.0 34.1±14.2 A 51.6±15.8
High school 44 61.1±26.1 52.2±23.2 56.3±14.1 62.1±27.0 39.7±17.7 A,B 51.2±16.9
≥College 31 60.6±20.5 56.4±23.2 62.8±15.7 64.2±27.2 49.5±20.9 B 50.6±16.8

Psy, psychological needs; HSI, health system and information needs; PDL,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PCS, patient care and support needs; Sex, sexual 
needs; Other, other needs; M±SD, mean±standard deviation.
1Tukey method.

영역별 지지적 간호요구도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영역별 점수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요구도는 63.79 ± 23.76점, 의료체계와 정보 요구도는 53.81± 24.31점, 신

체 및 일상생활 요구도는 57.91 ±15.27점,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도는 

59.55 ± 25.64점, 성적 요구도는 41.33 ±18.76점, 기타 요구도는 51.15 ±

16.44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차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요구도, 의료체계와 정보 요구도, 신체와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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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17.3점, 기타 61.3 ± 26.6점으로 진단명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p= 0.015), 급성 골수성백혈병과 기타 혈액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0.010). 재발 환자에서 58.5 ± 25.5점으로 초발환자 39.7±12.3점보

다 심리적 요구도가 높았고(p< 0.001). 치료목적에 따라서는 첫 진단시 

항암화학요법 94.6 ± 4.8점, 공고요법 및 재발에 관한 항암화학요법 33.5

±7.6점,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화학요법 52.6 ± 6.8점이었으며 세 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환자 간호와 지지 요구도는 진단기간과 치료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진단 6개월 이하 48.2 ± 20.9점, 진단 6-12개월에 70.5 ± 25.7점, 12

개월 이상 62.0 ± 25.9점이었으로 진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p< 0.001), 진단 6개월 이하와 6-12개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치료목적에 따라서는 첫 진단시 항암화학요법 32.6 ±8.7점, 

공고요법 및 재발에 관한 항암화학요법 47.4 ±8.9점,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화학요법 90.1±11.2점으로 세 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0.001).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도, 성적 요구도와 기타 요구도는 질병관련 특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항암화학치료의 목적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

항암화학치료의 목적에 따라 관련변수를 보정한 지지적 간호요구도 

점수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보정변수는 각 영역별로 Table 2와 Table 3

에서 제시한 지지적 간호요구도와 각 특성의 관련성을 검정한 p값이 

Table 3. Supportive care needs according to disease-specif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Psy HSI PDL PCS Sex Other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M±SD
P/

Posthoc1

Diagnosis 0.48 0.015 0.101 0.501 0.836 0.369
AML 43 65.1±22.8 53.6±23.6 A 60.4±16.1 58.3±26.4 42.6±20.9 52.6±17.5

ALL 22 67.2±23.9 42.3±17.3 A,B 60.2±10.6 65.2±24.7 40.3±16.9 53.4±11.9

Others 35 60.0±25.0 61.3±26.6 B 53.5±16.1 57.5±25.5 40.4±17.4 48.0±17.4

Duration (mon) 0.032 0.073 0.162 <0.001 0.097 0.375

<6 38 68.6±22.1 A 60.4±29.5 55.7±14.8 48.2±20.9 A 39.5±17.5 50.8±16.0

6-12 33 55.0±24.5 B 52.3±19.2 56.4±15.9 70.5±25.7 B 38.0±17.4 48.6±16.0

≥12 29 67.5±23.1 A,B 47.0±20.3 62.5±14.6 62.0±25.9 A,B 47.6±20.8 54.5±17.5

Purposes of treatment <0.001 <0.001 0.075 <0.001 0.66 0.326

1st dx 22 53.6±14.7 A 94.6±4.80 A 51.5±13.7 32.6±8.7 A 38.8±17.9 49.3±15.7

CM 42 84.9±13.7 B 33.5±7.60 B 59.0±16.1 47.4±8.9 B 43.2±19.7 54.0±16.9

BBMT 36 45.4±17.4 A 52.6±6.80 C 60.6±14.5 90.1±11.2 C 40.7±18.4 48.9±16.3

Recurrence 0.124 <0.001 0.358 0.663 0.514 0.931

Yes 75 61.7±23.7 58.5±25.5 57.1±15.9 58.9±25.9 40.6±18.6 51.1±16.9

No 25 70.1±23.1 39.7±12.3 60.4±13.2 61.5±25.3 43.5±19.4 51.4±15.4

Treatment method 0.841 0.079 0.709 0.077 0.543 0.942

CTx 93 63.9±24.0 54.4±25.0 57.8±15.5 58.3±25.5 41.6±19.1 51.2±16.6
CTx+RTx 7 62.0±21.3 45.7±10.0 60.0±12.2 76.1±22.7 37.1±14.8 50.7±14.8

Psy, psychological needs; HSI, health system and information needs; PDL,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PCS, patient care and support needs; Sex, sexual 
needs; Other, other needs; CT, chemotherapy; RT, radiation; M±SD, mean±standard deviation.
1st Dx, chemoradiation at first diagnosis; CM, consolidation and maintenance treatment; BBMT, chemoradiation before bone marrow transplantation.
1Tukey method.

Table 4. Adjusted means of supportive care needs according to purposes of treatment 

1st Dx (A) CM (B) BBMT (C) F value p
Posthoc test (Tukey method)

A-B A-C B-C

Psy 52.6 (45.6-59.6) 84.7 (79.7-89.6) 46.3 (40.7-51.9) 69.30 <0.001 <0.001 0.377 <0.001
HSI 93.9 (90.7-97.2) 33.8 (31.6-36) 52.7 (50.2-55.1) 559.36 <0.001 <0.001 <0.001 <0.001
PDL 53.4 (46.6-60.1) 58.8 (54.0-63.5) 59.7 (54.4-65.0) 2.79 0.067
PCS 32.2 (27.8-36.7) 47.3 (44.1-50.4) 90.5 (86.9-94.2) 287.20 <0.001 <0.001 <0.001 <0.001
Sex 37.4 (30.5-44.2) 43.6 (38.7-48.5) 41.1 (35.4-46.7) 0.64 0.528
Other 49.3 (42.4-56.3) 54.0 (49.0-59.1) 48.9 (43.5-54.3) 1.13 0.326

Psy, psychological needs; HSI, health system and information needs; PDL, physical and daily living needs; PCS, patient care and support needs; Sex, sexual needs; 
Other, other needs; 1st Dx, chemoradiation at first diagnosis; CM, consolidation and maintenance treatment; BBMT, chemoradiation before bone m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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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만인 변수만을 포함하였으며,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최대 10개를 

넘지 않았다. 보정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요구도, 의료체

계 및 정보 요구도, 환자 간호와 지지 요구도는 차이가 있었으나(p < 

0.001),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도, 성적 요구도, 기타 요구도는 차이가 없

었다. 심리적 요구도는 공고요법 및 재발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환자에

서 첫 진단 시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전 항암화학요법 환자보

다 높았고(p< 0.001), 의료체계 및 정보 요구도는 첫 진단 시 항암화학요

법,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화학요법, 공고요법 및 재발에 관한 항암화

학요법 환자 순으로 차이가 있었고(p< 0.001), 환자 간호와 지지 요구도

는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화학요법, 공고요법 및 재발에 관한 항암화

학요법, 첫 진단 시 항암화학요법 환자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p< 0.001).

고   찰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혈액종양환자의 치료목적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지지적 간호요구도 중 심리

적 요구도는 63.79점, 의료체계와 정보 요구도는 53.81점, 신체 및 일상

생활 요구도는 57.91점,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도는 59.55점, 성적 요구

도는 41.33점, 기타 요구도는 51.15점이었다. 

Jung and YI [7]의 연구에서는 34개 문항으로 축약된 도구를 이용하

여 혈액종양환자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와 달리 의료

체계 및 정보 영역이 가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

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폐암환자 대상의 연구에서도 의

료체계 및 정보 영역이 요구도가 높은 부분으로 나타난다[25]. 하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혈액종양환자에서 심리적 및 신체적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가 많으며[13,14],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영역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치료목적에 따라 첫 진단 후 관해요

법을 받는 환자에서 의료체계 및 정보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Jung and YI [7] 연구의 대상자가 진단 이후 6개월 미만의 환자가 절반

을 차지하였음을 고려하면, 초기 진단 후 관해요법을 받는 환자가 상

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의료체계 및 정보요구도의 요구도가 높게 나

타났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암환자는 치료과정에 동반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변

화에 다른 증상들로 인하여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26]. 본 연구

에서 성적 영역의 지지적 간호요구도는 6개의 영역 중 가장 낮은 요구

를 나타냈다. 폐암 환자와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

적 영역의 간호요구도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7]. Boyes 

et al. [27]의 연구에서는 진단 후 5-9개월인 다양한 암환자(전립선암, 대

장암, 유방암, 폐암, 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두부경부암)를 대

상으로 하였는데,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5가지 영역 중 성적 영역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

의 대상자의 약 58%가 남성이며, 66%가 기혼임을 고려했을 때, 성적 영

역 간호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러

한 결과는 성에 대해 드러내기 꺼려하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이며[7], 본 연구가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점, 

설문지 대부분의 대상자가 자녀 또는 다른 가족과 동반한 점, 연구자

가 직접 설문에 참여한 점 등으로 인하여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

는 대상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는 점에 대한 한계

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성적 영역에 대한 질적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하

여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고형암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혈액종양환자

들의 치료목적에 따라 지지적 간호요구도를 분석하였는데, 심리적 요

구도, 의료체계 및 정보 요구도, 신체 및 일상생활 요구도에서는 뚜렷

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첫 진단시 항암화학요법에서는 의료체

계와 정보 영역 간호 요구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우선 치료과정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혈액종양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심리적

인 준비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진단 당시부터 집중적으로 강도

가 높은 치료가 이루어지지만, 진료실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

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큼의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의료진

이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8].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외국과 달리 의

료체계 및 정보 요구도가 혈액종양환자뿐 아니라 유방암환자, 폐암환

자 대상의 연구 모두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7,25], 이는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초기에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과정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

서 초기에 환자의 요구도에 대한 파악과 함께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고 요법 및 재발에 관한 항암화학요법에서는 심리적 영역 간호요

구도가 가장 높았다. 항암화학요법시 증가된 에너지 소모, 계속적인 식

욕부진, 지방축적물의 파괴는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며,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의 피로 발생에 복합적

으로 영향을 준다[6]. 또한 혈액종양 질환의 특성상 완치와 예후에 대

한 예측이 불확실하므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기간의 치료과정동

안 환자들은 필요 이상의 두려움, 불안, 절망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변화와 함께 많은 고통을 겪는데[29], 관해유도요법 이후에 여러 차례

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구도가 커지게 될 것이다.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화학요법에서는 환자 간호 및 지지 영역 간

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식과정에서 무균실에서 생활하는 동

안 가족, 친지들과 격리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30], 감각 자극이 감

소되거나 박탈됨에 따라 정신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식 후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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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따르며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기 때문이다[8]. 이 시기에는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장기간의 치

료로 인해 쇠약해진 상태로 직접적인 간호요구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일개대학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연구 대상자가 100명으로 다양한 

요인을 모형에 포함할 수 없었다. 국외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지지

적 간호요구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

하기 어려웠다. 조혈모세포이식 이후의 환자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조

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요구도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시간에 따른 지지적 간호요구도의 변화를 볼 수는 없었는데, 

혈액종양환자 대상의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암환자의 요구도는 

진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요구도가 올

라오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17] 시간에 따른 차이도 연구될 필

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종양질환치료과정의 고유한 특성

에 따라 환자의 지지적 간호요구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혈액종양환자에 제공되

는 교육 및 간호서비스의 기획 시,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상담에서 이

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혈액종양환자의 영역별 지지적 간호요구도와 치료목적

에 따른 영역별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요구

에 적합한 치료 및 돌봄서비스의 개발과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근

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혈액종양환자의 지지적 간호요구도는 심리적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나, 치료목적에 따라 심리적 요구도, 의료체계 및 

정보 요구도, 환자 간호 및 지지 요구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치료목적이나 단계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다름

을 보여주고 있으며, 환자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지적 간호

요구도를 평가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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