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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와와와 복복복막막막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본 연구의 목적은 투석 환자 가족이 지각한 부담감이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정도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족과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계획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선행연구,문헌과 부담감과 관련된 개념적 기틀을 바탕

으로하여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족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성으로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료수집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 종합병원 신장내과 외래

에 등록되어있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원을
포함한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program
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7점 만점에 4.59점이었으며 혈액투석

환자 4.63점,복막투석환자 4.55점으로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부담감은 3.22점이었으며 혈액투석환자 3.12점,복막투석환자 3.31점으로 복막투석
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높았다.투석환자의 의존성은 2.86점이었으며 혈액투석환자
2.75점,복막투석 환자 2.96점으로 복막투석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계는 역상관관계를 나타

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r=-.561,
p=.000).혈액투석환자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관계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감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216,p=.059)혈액투석환자의 의존도 영향을 제거한 후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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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r=-.240,p=.037).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성과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환자의 의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r=-.407,
p=.000).투석환자의 의존성과 부담감과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나타내 환자의 의존
성이 높을수록 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혈액투석
r=.285,p=.012,복막투석 r=.476,p=.000).
3.혈액투석환자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t=2.1,p=.039)의존성이 유의하게 높았

고,복막투석환자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t=3.83,p=.000)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F=5.334,p=.007)의존성이 높았다.
4.복막투석환자 가족은 남성(t=4.447,p=.000)이고,20대이며(F=5.083,p=.001),

미혼(t=-2.266, p=.028)이고, 대졸(F=10.887, p=.000)이며, 직업이 있는 경우
(t=-1.761,p=.047)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연령이 높고(F=3.149,p=.019)무직인 경우(t=2.445,

p=.017),경제상태가 낮은 경우(t=-2.991,p=.004)에서 부담감을 더 높게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복막투석환자 가족은 여성(t=-3.045,p=.003)이고,50대이고(F=5.327,
p=.001),기혼이며(t=4.326,p=.000)무직(t=5.447,p=.000)이고 경제력이 낮은 그룹
(t=-2.017,p=.047)에서 부담감을 더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석환자의 의존성이 낮고,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투석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이를 활용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사회적 지지,부담감,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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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만성질환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며 일생을 통해 계속
조절해 나가야 하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유발한다.이러한 상황은 혈액
투석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서도 예외는 아니다.
신대체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003년말에 혈액투석이 23,348명,복막투석

이 6,807명,신장이식이 8,635명인데 이는 2002년말에 비하여 13.4%의 증가로 매년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투석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86년 이후 20대 환
자와 30대 환자수가 감소하고 50대 이후의 투석환자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대한신장학회,2003).가족생활주기에서 40～65세는 성인중기로 분류하는데
(Levinson,1978),이 시기는 자녀양육 역할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노부모와 성장
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이다.이 시기에는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고 본
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생활,직업생활에서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절정기에 달한다(김명자,1989).
이와 같은 발달 과제는 투석이라는 평생 시행해야하는 과업으로 가중되게 된

다.즉 혈액투석을 하는 비용이 비싸고 규칙적으로 병원에서 실시해야하므로 치료
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직업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곤란
을 겪고,음식과 수분섭취의 엄격한 조절과 활동의 제한,안녕감의 저하,합병증
발생의 두려움,좌절감이나 무력감,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특히 복막투
석 환자는 투석액 교환시 오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복막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자가 관리가 곧 자신의 생명,건강,안녕과 직결되므로 심리적,신
체적 위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상실하여 우울을 느
끼게 된다(전정자,2000).
혈액이나 복막투석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는 하지만 일생동안 계속 받아

야 하는 치료법이므로 부담이 있다.또한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많은 시간을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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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소모해야 하고 식이,수분 및 투약의 엄격한 통제,투석과정,질병자체,직
업,자유에 대한 상실,성기능부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임상간
호사회 신장간호분야 편,1994).
이와 같은 투석환자의 의학적 처치,경제적 도움 등을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

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은 우울증,정신적인
부담,환자를 돌보는 역할에 얽매이게 되는 것,문제행동,스트레스 등의 문제들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amphell,1998:Dunn,etal.,1994).만성 질환자를 돌
보는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생활의
안정이 흔들리고 결국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나아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건강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상자와 가족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어 하나의 통합된 단
위로서 건강한 삶을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가족 구성원 전체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서미혜와 오가실,1993).
사회적 지지는 실제적인 도움,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그리고 재정적 도움

등의 요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됨
으로써 부담감이 줄어들고 안녕이 높아지게 된다(George& Gwyther,1986).현
재까지 진행된 연구로 가족의 부담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덜어질 수 있음을 확
인하는 연구가 많았으나(박명희,1991;노영숙,1997;정추자,1993;정승희와 유양
경,1997;김은경,2003)환자의 요구를 변수로 한 연구는,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의존성과 가족지지의 역상관관계를 밝힌 김기미,김현경(1996)과 남
정자(1992)의 연구가 있다.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가 지각한 사
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김은경(2003)은 투석환자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가 많
을수록 부담감이 적다고 밝혔다.민영순과 용진선(2003)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
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가족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고,가족의 부담감이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였다.이상의 연구는 주로 성인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중기라는 위기의 시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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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라는 투석방법에 따라 환자가 가족에게 의존하는 정도
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가족의 부담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의 비교는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가족이 인지하는 사

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 가족의 간호중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투석 환자 가족이 지각한 부담감이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정도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며,구체적 목표
는 다음과 같다.

1)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 정도를 확인한다.
2)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한다.
3)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 정도를 확인한다.
4)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성에 의하여 달라지는지

를 확인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부담감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 변화와 같은 상황 및 사건과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신체,사회 및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이다
(Zarit,Todd& Zarit,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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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가실(1993)이 개발한 부담감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2)사회적 지지
사회체제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

났을 때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
게되는 정서적이며,실제적인 도움으로써,친밀감과 애착,사회적 통합,양육의 기
회,가치의 확신,지도지침의 획득을 나타내는 5가지 관계 제공으로 정의한다
(Weiss,1974).
본 연구에서는 Weiss(1974)의 정의에 기초하여 Brandt와 Weinert(1981)이 개

발한 개인자원 질문지를(PersonalResourceQuestionnaire)오가실(1993)이 번역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3)의존성
의존성은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감독이나 조력에 대한 요구,

또는 계속적인 지지나 안심,요구충족을 위해 타인이나 물건 등에 의지하는 것이
다(임상간호사회 1986).
본 연구에서는 남정자(1992)가 개발한 의존성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써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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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의 부담감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가족 중에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

고 그로 인한 어려움과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건강문제를 초래하여
환자를 돌보는 행위가 충실해지지 못하게 되고 동시에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건강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Deimling& Bass,1986).
만성신부전은 일단 발병된 후에는 치유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족원에게 의존하게 되고,이로 인해 가족원은 자
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게 되어 이를 사회적,정신적,육체적인 부담으로 경험하게
된다.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 중에 사회적 지지는 만
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원으로 가족이 인지한
지지이며 둘째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돌봄의 요구에 따른 환자의 의존
성을 본 연구의 개념으로 선정하였다.이 두가지 변인은 부담감에 영향을 주게 되
며,특히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투석환자의 발생이라는 부담은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돌봄 요구도
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그림 1>.

그그그림림림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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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만성질환의 건강문제는 관리될 뿐 완치되지 못한 채 대상자와 가족에게 다방
면의 문제를 일평생 지니게 하며 만성질환자들은 의료기계 기술에 의존하여 생명
을 이어가거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치
료방법을 선택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전정자,2000).
만성 퇴행성질환의 하나인 만성신부전은 점진적이며 비가역적으로 신장기능이

감소하여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이나 신이식을 해야하는 질환이다(전정자,2000)
이러한 신대체요법 중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혈액투석의 경우 심한 염증성 잘징환,임신,복강내 유착,비만,탈장,복부
수술 등이며,복막투석은 불안정한 심혈관 질환,혈과접근의 어려움,5세 미만이나
고령자,당뇨병,빈번한 여행,최근 심장수술을 한 경우,투석실에서 먼곳에 거주하
는 경우 등을 그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피로,수면장애,근육경련,소양증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문

제 뿐 아니라 불투명한 질병의 예후과 합병증,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와 불안으로 위축되고 절망하게 된다(전정자,2000).
복막투석 환자들은 평상시에도 스스로 투석액을 반복적으로 교환해야 하기 때

문에 책임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투석으로 인한 직장상실,가족 내의 역할갈등,대인관계의 변화,투석액 교환으로
인한 활동 제한과 시간 제약 등으로 무력감,절망감,감정적인 메마름을 겪게 되며
일과 생활,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오선화,
1998).
이러한 두 종류의 투석요법은 서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투석종류에 따

른 환자의 의존성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사회적 지지와 함께 가족의 부담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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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부담이란 ‘어떤 일을 맡아서 의무나 책임을 져 짐스런 느낌’(양주동,1977),‘어
떤 일을 맡아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이희승,1990)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노
영숙(1997)은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정의 차원을 종합하여 부담감은 만성질환자
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신체,사회,경제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이고 부
정적인 반응이라 하였다.
만성신부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평생동안 투석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거의 직면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고뇌와 공포,이식수
술을 위한 신장제공문제에 관련된 죄책감을 갖게 되고,의존의 위협과 여러 가지
상실을 초래하는 치료과정에 대한 분노와 증오감을 나타내는 등의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게 된다(민성길과 이기연,1981).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한 환자의 발생이라

는 부담요인과 가족의 자원,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요인을 포함한 총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부담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한 논
문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은 노인입원환자(이영애,2002),말기암환자(장숙랑,1998),
골육종 환자(정미애,2001),뇌손상환자(이영미,1999),치매환자(강정희,2003)정
신분열병 환자(박성원,2002)등을 돌보는 가족원이다.이는 간호학 연구에서 부담
감은 노인이나 말기질환자를 돌보는 특정상황에서 가족원이 지각하는 문제의 정
도로 연구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가족의 자원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주요 변수들은 환자와의 관계,가족

원의 연령,교육정도,경제상태 등인데 환자와의 관계로는 부모의 부담감이 높
고(박명희,1991) 배우자와 출가한 자녀가 부담감이 높다고 하였다(이인정,
1989).자녀가 배우자보다 부담감이 높은 이유는 환자인 부모의 기대가 돌보는
능력 이상을 기대하고,자녀가 사회생활에서의 역할 갈등을 느끼며,환자를 돌
보는 자체의 역할에 긴장을 더 받기 때문이고(Johnson,1983).가장 큰 지지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배우자의 장애는 곧 자신의 지지원이 상실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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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담이 높았다.가족원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
수록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돌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이영애,2002).가족원의 교육정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대체로 부담감이 높았는
데 정승희와 유양경(1997)이 혈액투석 환자 가족원 102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
담감과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국졸이하의 가족원이 대졸이상의 가족원보다 부
담감의 정도가 높았다.이는 입원한 노인환자를 돌보는 주 가족원이 고학력,고
수입의 가족원인 경우 부담감이 적다고 한 이영애(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또
한 가족들의 직접적인 수입이 적을수록 재정적인 측면의 부담감을 높게 경험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박명희,1991),혈액투석 환자 가족원의 경우도 재정적인 부
담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희와 유양경,1997).가족원이 직업
을 가진 경우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적으므로 직업이 없이 하
루종일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원이 더 많은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김소선,1992;신혜경,1994).또한 환자의 장애 정도와 장애의 특성이
가족원의 부담감과 관계가 있다고(장숙랑,1998)하였고,Deimiling과 Bass(1986)는
환자의 인지장애나 행위의 장애가 심할수록 가족의 부담감은 더 크다고 하였으
며 이인정(1989)도 전체적으로 환자의 정신적인 기능손상이 부담감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류미정(2003)의 연구에서는 뇌졸중환자의 가족간호자 37명을 대상으로 집단적 지
지간호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의 부담감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강정
희(2003)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돌봄이 18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사회적 지지 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이의 부담감이 감소하였고 삶의 질과 만족도가 증가하였
으며 병리적 질병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증상이 감소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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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과과과 관관관계계계

투석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원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고찰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환자의 의존성에서 의존이란 용어는 “의지하고 있음”이라는 뜻으로(이희

승,1990)의존성은 간호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용어로 보고,환자 분류
를 사정하고 다양한 건강간호 상황에서 요구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용하였다(Katz1963).
Barr등(1973)은 의존성이란 환자에 의해 요구되어진 간호의 양으로 환자 곁에

서 간호하는데 소비하는 시간,환자상태의 심각성,돌봄에 대한 세부적인 처치와
관계된다고 보았으며,EdwardsonandNardone(1990)은 의존성을 개인의 의학적,
간호수행 절차,그리고 증상과 증후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요구될 때 존재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존성의 개념은 학자들 간에 약간
의 차이는 있지만 타인들로부터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정도라고 종합할 수 있다.
남정자(1992)의 내과병동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

의 의존성이 중정도가 된다고 하였다.의존성과 관련되는 변수로서 연령,성별,종
교,배우자 생존여부,직업유무,살아가는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성격,
병원 입원 경험유무 등을 제시하였다.또한 연령이 높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배
우자와 직업이 없고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여자에서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낮았다.
김기미와 김현경(1996)의 연구에서도 노인환자의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적 특성으로 연령,성별,교육정도,종교,직업유무,성격,배우자 생존여부,동거유
형,살아가는데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부양책임,단체가입유무,한달용돈
등으로 나타나 남정자(1992)의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교육정도와 용돈수준이 낮고
수동적 성격이며 부양책임이 없는 경우 의존성이 높았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경
우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의존성이 높았다.사회심리적 의존성에서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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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족이나 친척이 내 옆에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문항에서 의존성이 높게 나타
났으나 노인환자의 의존성의 정도와 가족지지 정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투석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가족 및 주위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WrightSandandLivingstone,1996)성인중기의 발달과
업이 충족되지 않는 질병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확인하고 돌봄이의 부
담감과의 관계를 밝히며 투석의 종류에 따른 의존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사회적 지지에서 지지란 ‘붙들어서 버팀,부지하여 지님’등의 뜻을 가진

말로서(이희승,1990),‘사람이나 물건에 적극적인 원조를 주거나 단순히 시인 또는
찬동하는 것’(한글편찬위,1990)이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상호 신뢰와 도움을 바탕

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여러 가지 정보
와 심리적,물질적 도움을 주어 위기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강정희,2003).
사회적 지지는 가까운 친구,친지 및 이웃을 통한 지지와 전문의료인,관련질병

단체모임,정부시책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한 공적 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지를 통하여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실제적인 도움,정서적지지,정보적지지,그
리고 재정적인 도움 등의 요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능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서미
혜와 오가실,1993),투석환자들이 투석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여 질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가족과 의료
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제공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옥수,1993)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보면,O'Berin(1980)은 가

족과 의료인의 강한 지지체계가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이행 및 수분제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같은 대상으로 한 손영희(1986)의 연구에서도 사
회적 지지와 치료지시이행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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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1993)는 혈액투석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이는 혈액투
석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민영순,용진선(2003)의 연구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자희(1998)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며 환자가 지각한 사
회적 지지 중 의료인의 지지는 가족 지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는 연령과 가족의 월수입 정도에 따라,삶의 질은 발병 전 후 직업의 변화,가
족의 월수입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의 주요 제공자로 가
족과 의료인을 들었다.
주현자(1993)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사회적 지지의 형태 중 평가적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20대 대졸이상이며 부모가 치료비 부담을 하고
발병 전 직업이 전문직이면서 의료보험 수혜군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심현주(2003)의 연구에서도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가간호
수행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자가간호수행이 신체적 상
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또한 우울할수록 자가간호수행의 하위영역인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자가간호수행과 우울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지지와 우울과
의 관계역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으
나 이는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므로 반복 연구를 제
언했다.
셋째,가족원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존성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Chang,

Brecht와 Carter(2001)은 Alzheimer병이나 다른 치매를 갖고 있는 환자와 가족원
81쌍을 대상으로 가족원의 부담감,만족,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예측인자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절친한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어려울수록 가
족원의 부담감과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고 삶의 만족정도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김선주(2001)는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 14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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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부담감과 개인자원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부담감은 약간 높은 정도,사회적 지지는 높은 정도를 나타냈고,환자를 돌보
는 가족은 여자가 많았으며 자녀와 배우자가 대부분이었다.이들이 부담감을 가장
높게 인지한 문항은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나는 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이었으며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나 안녕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요한 사회 심리
적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서미혜와 오가실(1993)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53명을 대상으로 Brandt와

Weinert(1981)의 개인자원 질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부담
감과 사회적 지지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담감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나타냈고 사
회적 지지는 보통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지지의 주요내용은 다른
가족으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에 관한 것이었고,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만족정도
는 화나거나 좌절될 때,외로울 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은 주로 배우자와 자녀로 나타났다.또한 사회적 지
지와 부담감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영숙(1997)은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정도에 대

한 연구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부담감과 개인자원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부담
감은 보통정도,사회적 지지는 보통 이상의 정도를 나타냈고 가족 부담감과 사회
적 지지간의 관계는 역상관관계를 가져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담감이 높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박영희(1996)는 내과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인지한 부담

감,정신건강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연구에서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가
족 169명을 대상으로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부담감과 개인자원 질문지를 사용
하여 조사한 결과 부담감은 높은 정도였고 정서적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정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역할이나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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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환자 연령이 60대가 가장 많아 나온 결과로 생각했다.또한 가족의 정신
건강 상태는 우울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부담감과 정신건강과 순상관관계로
나타나 부담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었으며,정신건
강과 사회적 지지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그러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
는 낮은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이외에 가족의 특성과 같은 다른 변수의 영향일 것으로 예측하
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관계되는 변수로 가

족의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어 노부모 부양,자녀와의 독립 등

성인중기의 발달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기 어려운 성인중기 투석환자를 돌보는 가
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지각한 부담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환자의
의존성 정도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이 세 개념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또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라는 투석 종류에 따른 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의
부담감과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이는 가족과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계획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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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투석 환자의 가족이 지각한 부담감이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환자
의 의존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관계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신장내과에 등록되어 투석
을 받고 있는 연령이 성인중기에 해당하는 혈액 및 복막 투석환자와 가족이었다.
혈액투석 환자 80명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 80명,복막투석 환자 80명과 이들을 돌
보는 가족 80명으로 총 320명을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표출하였다.

1)만 40～65세의 성인 중기 환자로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치료를 시작한지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혈액투석은 1주일에 1회 이상,복막투석은 하루에 3
회 이상 투석을 받는 환자와 이들을 주로 돌보는 가족으로서

2)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이며
3)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환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 9문항,의존성에 관한 42문항으로 총 51문항이었으며,가족의 경



- 15 -

우 일반적 특성 9문항,부담감에 대한 25문항,사회적 지지에 대한 25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부담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부담감 측정도구는 서미혜와 오가실(1993)이 만성질환자 가

족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담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사회,신체,정서,의존에
관한 5개영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scale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9로 보고되었고,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91이었다<부록 2>.

2)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정도의 측정은 Brandt와 Weinert(1981)가 개발한 개인자원 질문지

를 오가실(199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개인 자원 질문지는 친밀감과 애착,
사회적 통합,가치의 확신,지도 지침의 획득 차원을 나타내는 총 25문항이다.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7점 LikertScale로 측정하게 되
어 있는데 최저 25점에서부터 최고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3으로 보고되었고,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88이었다<부록 2>.

3)환자 의존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의존성 측정도구는 남정자(1992)가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의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심리,정신,사회,경제적 의존의 5
개영역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체적 측면의 의존성 문항에서는 “혼자할 수
있다”에서 “혼자서는 전혀할 수 없다”의 5점 Likertscale로 배정되어있고,사회심
리적 측면의 의존성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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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배정하였다.최저
42점에서 최고 21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투석 환자의 의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58로 보고되었고,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65이었다<부록 1>.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자료수집 방법은 서울시에 소재한 A병원에서 2006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
일까지 총 15일동안 대상자 기준에 맞는 환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 전수를 연구대
상자로 접근하여 표집하였다.혈액투석 환자는 인공신장실에 등록되어 투석을 받
기 위해 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복막투석 환자는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했거
나 인공신장실 안에있는 복막투석실에서 투석을 하기 위해 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연구도구에 대해 연구자에 의해 훈련된 학사

학위 이상의 간호사 3명이 연구목적,질문지의 내용,작성요령을 충분히 설명해주
고 협조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도움
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읽어주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혈액투석환자의 가족은 환자와 함께 온 경우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는 사이에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가족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질문지를 환자에게 배부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게 한 후 전화로 응답여부를 확인하였다.질문지의 회수는 다음
투석일에 이루어졌다.복막투석환자 가족은 환자와 함께 온 경우 외래진료를 기다
리면서 작성하거나 환자가 복막투석을 하는 사이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가족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배부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응답여부를 확
인하였으며,질문지의 회수는 다음 외래일에 환자가 가져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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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질문지 320부를 혈액투석환자 80명,혈액투석환자 가족 80명,복막
투석환자 80명,복막투석환자 가족 80명에게 배부하여 회수되지 않은 7부와 분석
에 사용할 수 없는 5부를 제외한 혈액투석환자 77명,혈액투석환자 가족 77명,복
막투석환자 77명,복막투석환자 가족 77명 총 3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PC11.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부담감,사회적 지지,의존성 정도는 각각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으
로 분석하였다.

2)부담감,사회적 지지,의존성과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존성과 부담감,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t-test와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4)편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투석환자 가족원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 18 -

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았다.혈액투석환자
77명과 복막투석환자 77명중 성별은 남자 50.6%,여자 49.4%로 같은 분포를 보였
다.현재의 직업상태에서는 혈액투석환자가 무직 87%,직업이 있는 경우는 13%로
나타났고,복막투석환자에서 무직 83.1%,직업이 있는 경우는 16.9%로 나타나서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혈액투석환자의 평균연령은 평균 58.5세였
으며.복막투석환자의 평균연령은 56.5세로 나타나 두 그룹간 연령의 차이가 없었
으며.투석한 기간은 혈액투석환자에서 44.29개월,복막투석 환자에서 45.75개월로
두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혈액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77명중 배우자가 70.1%로 가장 많았고,자녀

29.9%로 나타났다.돌보는 가족의 성별은 여자가 51.9%이었고 남자가 48.1%이
었다.결혼상태는 기혼이 88.3%,미혼이 11.7%로 나타났다.교육정도는 대졸
40.3%,고졸 40.3%,중졸이하 19.5%이었다.직업은 무직이 58.4%로 나타났고 직
업이 있는 경우는 41.6%이었다.경제상태는 ‘중상’그룹이 76.6% ‘하’그룹이 23.4%
이었으며 혈액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연령은 평균 49.6세로 나타났다.복막투
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77명중 배우자가 61%로 가장 많았고,자녀 33.8% 부모
5.2%로 나타났다.돌보는 가족의 성별은 여자가 66.2%로 대부분이었고 남자가
33.8%이었다.결혼상태는 기혼이 81.8%으로 미혼이 18.2%로 나타났다.교육정도
는 대졸이 48.1%로 가장 많았고,고졸 20.8%,중졸이하 31.2%이었다.직업은 무
직이 6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39%이었다.경제상태는
‘중상’그룹이 64.9%로 가장 많았고 ‘하’가 35.1%로 나타났으며 복막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연령은 평균 47.3세로 나타나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교육정도가 높
은 것을 제외하고는 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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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환자와 가족의 일반적 특성

*p<.05

특성 구분
혈액투석

실수(%) 

 복막투석

실수(%)

χ2 ort값
(p)

환자 n=77 n=77

      성별
남 

여

39(50.6)

38(49.4)

39(50.6)

38(49.4)
0(1)

      현재직업
무직

직업있음

67(87)

10(13)

64(83.1)

13(16.9)
.460(.498)

      연령 평균58.5(6.92) 평균56.5(6.83) .280(.077)

      투석한 기간 평균44.29(34.58) 평균45.75(30.39) -1.781(.780)

가족        n=77             n=77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자녀

부모

54(70.1)

23(29.9)

0

47(61)

26(33.8)

4(5.2)

4.669(.097)

      성별
남

여

37(48.1)

40(51.9)

26(33.8)

51(66.2)
3.250(.071)

      결혼상태
기혼

미혼

68(88.3)

9(11.7)

63(81.8)

14(18.2)
2.827(.243)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

15(19.5)

31(40.3)

31(40.3)

24(31.2)

16(20.8)

37(48.1)

7.394(.025
*

)

      직업상태 무직

직업있음

45(58.4)

32(41.6)

47(61)

30(39)
0.108(.742)

      경제상태
중상

하

59(76.6)

18(23.4)

50(64.9)

27(35.1)
2.543(.111)

      연령 평균49.6(13.50) 평균47.3(14.09) 0.9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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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존존존성성성 정정정도도도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최고 가능점수 175점에서 평균 115.87
점이었으며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113.86점으로 나타나 혈
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보다 약간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혈액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 정
도는 평균 78.1점,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 정도는 평균 82.7점으로 복막투석환
자 가족의 부담감이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혈액투석환자의 의존성은 평균 115.45점이며 복막투석환자의 의존
성 평균 124.31점으로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이 혈액투석환자의 의존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두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표 2>.

표 2.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부담감과 환자의 의
존성 점수

*p<.05

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문항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은 <부록 3>에 첨부하였다.
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문항을 각 영역별로

나누어 평점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전체(n=154)

평균(표준편차)

혈액투석(n=77)

평균(표준편차)

복막투석(n=77)

평균(표준편차)
t p

사회적 지지 114.82(17.92) 115.87(19.07) 113.86(16.99) -.692 .490

부담감 80.5(14.96) 78.1(15.79) 82.7(13.89) 1.912 .058

의존성 119(18.94) 115.45(18.24) 124.31(19.04) 2.947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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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역별 비교

*p<.05
post-hoc:a>b(p<.001)

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사후검증을 통해 두집단
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높고 정서적 부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경제적 부담감 중 점수가 높은 항목은 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 모두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3.61)(3.84),
“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3.58)(3.66)순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담감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경

우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4.09)이며 복막투석환자 가족은 “나는 환자에
게 도움을 주고 있다”(4.20)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을 각 영역별로 나누어 평점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은 <표 4>와 같다.

영역
평점(표준편차)

t p
혈액투석(n=77) 복막투석(n=77)

경제적 부담감 3.48(0.83)
a

3.69(0.77)
a

1.581 .116

사회적 부담감 3.17(0.91) 3.42(0.89) 1.769 .079

의존적 부담감 3.25(0.69) 3.36(0.59) 0.998 .320

신체적 부담감 3.17(0.93) 3.34(0.74) 1.246 .215

정서적 부담감 2.89(0.69)
b

3.09(0.59)
b

1.959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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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 영역별 비교

*p<.05
post-hoc:a>b(p<.001)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와 의존성에 관한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ANOVA
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사후검증을 통해 두집단에서 공통
적으로 심리적 의존성이 가장 높고 신체적 의존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심리적 영역에서 의존성이 높은 항목을 보면 혈액

투석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사랑해주었으면 한다”(4.17)이었고,복막
투석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내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한다”(4.29)이
었다.
각 영역별 평점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았으나 특히,복막투석환자의 사회적 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이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적 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표 4>.복막투석환자의 사회적 의존성 영역 중 점수가 높은 항목은 “혼
란스런 변화를 싫어한다”(3.77)였으며,경제적 의존성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항목
은 “주위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며 살지 못한다”(4.07)와 “돈을 벌 수 없
다”(3.98)로 나타났다.

영역
평점(표준편차)

t p
혈액투석(n=77) 복막투석(n=77)

신체적 의존성 1.50(0.75)
b

1.78(1.02)
b

1.885 .061

심리적 의존성 3.67(0.8)
a

3.71(0.71)
a

0.304 .762

정신적 의존성 3.06(1.41) 3.20(1.22) 0.664 .508

사회적 의존성 2.62(0.57) 2.89(0.54) 2.958 .004
*

경제적 의존성 3.25(0.7) 3.52(0.88) 2.111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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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살펴보면 의존성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가
족이나 친척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한다”(4.32)이었으며 복막투석환자
는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사랑해주었으면 한다”(4.30)로 나타났다.

333...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존존존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를 합한 전체 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부담감과 투석환자의 의존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
수록 부담감이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371,
p=.000).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투석환자의 의존성간에는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환자의 의존성이 커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179,
p=.026).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의 부담감은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환자의 의
존성이 높을수록 부담감도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396,
p=.000)
대상자별로 분석하면 혈액투석환자 가족에서는 사회적 지지,부담감과 환자의

의존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은 사
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r=-.216p=.059)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혈액투석환자의 의존성간에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47,p=.688).혈액투석환자의 의존성이 높
을수록 가족이 인지하는 부담감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285p=.012).혈액투석환자의 의존이 낮기 때문에 의존성의 영향을 제거한 후
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r=-.240,p=.037).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부담감과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과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은 사회적 지지가 많
을수록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r=-.561p=.000).복막투석환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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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지지와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간에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의존성
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407,p=.000).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의 부담감은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담감도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r=.476p=.000)<표 5>.

표 5.가족의 사회적 지지,부담감과 환자의 의존성과의 관계

*p<.05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의의의존존존성성성,,,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및및및 부부부
담담담감감감

1)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존성
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존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현재 직업이었으며 복막투석환자의 경우 현재직업과
연령으로 나타났다<표 6>.
혈액투석환자의 경우,성별에 따라 거의 비슷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t=-.121,p=.904)나이가 많을수록 의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투석한 기간은
의존도에 차이를 주지 않았고(F=1.685,p=.195)(F=0.926,p=.433)현재 직업이 없는

 
혈액투석

(n=154)

복막투석

(n=154)

전체

(n=308)

A B C A B C A B C

A.사회적 지지 1 1 1

B.부담감 -.216 1 -.561
*

1 -.371
*

1

C.의존성 .047 .285
*

1 -.407
*

.476
*

1 -.179
*

.39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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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존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1,p=.039).

복막투석환자의 성별에 따른 의존도 점수 차이는 없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의
존도 점수를 가졌으며(t=-.016,p=.987)현재 무직인 경우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의존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3.83,p=.000).또한 복막투석환자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의존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F=5.334,p=.007)복막투석환자의 투석기간
은 의존도에 차이를 주어 50～75개월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F=7.240p=.000).

표 6.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존성

*p<.05

2)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투석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

계가 있는 변수는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관계있는 변수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경우가 68명인데 반해 미혼 및 사별인

특성 구분
혈액투석(n=77) 복막투석(n=77)

의존성  χ2 or F or t(p) 의존성  χ2 or F or t(p)

성별 남 

여

115.21

115.71
-.121 (.904)

119.86

119.91
-.016(.987)

현재직업 무직

직업있음

117.10

104.40
2.1 (.039

*

)
127.77

107.31
3.84(.000

*

)

연령 40대

50대

60대

105.13

114.43

117.63

1.685 (.192)

109

125.41

128.37

5.334(.007
*

)

투석한 

기  간

25개월 미만

26~50개월

50~75개월

75개월이상

119.2

112.94

111

112.67

0.926 (.433)

117.74

127.69

138.87

112.38

7.2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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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9명밖에 되지 않아 검정을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복막투석환자 가족의 경
우 성별과 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현재의 직업으로 나타났다<표 7>.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경우,남성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t=4.447,p=.000),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대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았다(F=5.083,p=.001).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보다 사회적 지
지가 높게 나타났고(t=-2.266,p=.028)대졸의 경우 고졸이나 중졸이하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10.887,p=.000).직업이 있는 경우가 무직에 비해 사회적
지지 점수 또한 높았으며(t=-1.761,p=.047).경제상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
았다(t=-.651,p=.519).

표 7.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p<.05

특성 구분
혈액투석(n=77) 복막투석(n=77)

사회적 지지 F or t (p) 사회적 지지 F or t (p)

성별 남

여

116.81

115.0
.414 (.680)

124.65

108.35
4.447 (.000

*

)

결혼

상태

기혼

미혼 ․ ····

112.54

119.79
-2.266 (.028

*

)

교육

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

109.2

114.16

120.81

2.143 (.125)

104.15

105.5

123.51

10.887 (.000
*

)

직업

상태

무직

직업있음

118.22

112.56
1.289 (.201)

111.17

118.07
-2.022 (.047

*

)

경제

상태

중상

하

113.39

124
-2.113 (.058)

13.87

21.79
-.651 (.519)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07.33

112.57

108.75

117.73

122.04

1.518 (.206)

122.27

113.71

113.38

100.78

120.35

5.083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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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투석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과 부담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경우 연령,경제상태,현재 직업이었으며 복막투
석환자 가족의 경우 성별과 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현재의 직업,경제상태로 나
타났다<표 8>.

표 8.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p<.05

특성 구분
혈액투석(n=77) 복막투석(n=77)

부담감 F or t (p) 부담감 F or t (p)

성별
남

여

79.89

76.48
.948 (.346)

77.34

85.43
-2.496 (.003

*

)

결혼

상태

기혼

미혼
․ ····

85.33

70.86
3.829 (.000

*

)

교육

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

82.33

79.03

75.16

1.134 (.327)

84.51

96.19

75.59

12.122 (.000
*

)

직업

상태

무직

직업있음

81.71

73.06
2.445 (.017

*

)
88.57

73.5
5.447 (.000

*

)

경제

상태

중상

하

75.29

87.39
-2.991 (.004

*

)
80.4

86.96
-2.017 (.047

*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5.33

74.21

71.08

82.86

82.96

3.149 (.019
*

)

71.0

79.88

79.25

92

84.3

5.327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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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경우,성별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t=-.121,p=.904)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나(F=3.149,p=.019)
교육정도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또한 무직인 경우가 현재 직
업이 있는 경우보다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고(t=2.445,p=.017)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2.991,p=.004).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경우,여성이 부담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t=-3.045,p=.003)연령대별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50대의 부담감이 가장
높았다(F=5.327,p=.001).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경우에서 미혼보다 부담감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t=4.326,p=.000)교육정도는 고졸인 경우 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와 대졸 순으로 나타났다(F=12.122,p=.000).또한 무직인 경우에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부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5.447,p=.000)경제력이 낮은
그룹에서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2.017,p=.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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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에서 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은 동일한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만성질환자,암환자,재가 노인환자를 돌보
는 가족(서미혜와 오가실,1993;김선주,2001;신혜경,1994)보다 더 많은 부담감
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다른 만성질환과는 달리 투석은 평생해
야되는 치료 방법이므로 경제적인 부담감이 높고,가족 또한 계속적인 간호를 제
공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또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를 돌보
는 가족에서 부담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주 2～3회
4시간씩 인공신장기에 의존한 치료를 받는 반면,복막투석환자의 경우 매일 4회
씩 직접 복막투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더욱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보다 높았다(서미혜와 오가실,
1993).이는 최근 투석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보다는 낮아(김선주,2001)같은 만성질환인 투석환자
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
자 가족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는데,이는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경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가족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반면,복막투
석환자와 가족의 경우 매일 4회씩 투석을 해야하므로 집밖으로의 외출을 회피하
게되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소속단체에서 제외되는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으
로 자료수집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투석환자의 의존성 정도는 같은 의존성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기미와 김현경(1996)의 연구결과보다
높았고 특히,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복막투석환자
가 노인환자보다 의존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복막투석환자의 의
존에 대한 연구와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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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환자의 의존성보다 투석환자의 의존성이 높게 나
타난 이유는 성인 중기라는 특수한 시점에 있는 환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했기 때
문일 수 있으므로 생의 주기에 따른 의존성의 차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에서는 복막투석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으나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므로 혈액투석환자 가족과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투석환자 의존성과 가족의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투석환자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았다.이는 박귀수(2006)가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환자 가족의 시간의존적,발달단계적,신체적,재정적 부양부담과 전체 부양
부담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의존성이
높아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가족은 환자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더욱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지며,가족 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사료된다.
환자의 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현재 직업이었으며 복막투석환자의 경우 현재직업과 연령으로 나타났다.직업의
유무와 연령에 따라 의존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정자(1992),김기미와 김현경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직업유무라는 것은 대상자들의 사회적 활동 정도
나 경제 상태와 관계된다.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성인중기라는 특수한 시점에
있으므로 자녀를 독립시키고,노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통로가 필요하고,또한 이 시기에는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절정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유무가 의존성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
료된다.연령이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복막투석을 시행하기가 어렵고,대인관계나 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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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리적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현실은 환자의 욕구대로 부응하지 않는 실
정이므로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사회적 의
존성을 높게한다고 볼 수 있고,본 연구에서도 투석환자의 의존성 중 심리적 영역
의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복막투석환자의 경우 대졸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최영
신(1997)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또한 직업이 있는 경
우 사회적 지지가 높았는데 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인이나 치료 정보와
접근이 용이하고,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경우 연령,경제상

태,직업이었으며 복막투석환자 가족원의 경우 성별,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직
업,경제상태로 나타났다.연령이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은 것은 마비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박명희(1991)의 연구와 입원한 노인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영애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본 기간이 길고 축적된 부담
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만성질환자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담감이 높다는
결과(서미혜와 오가실,1993;Montgomery,etal.,1985)와 차이가 있어 추후 연구
가 더 필요하다.
돌보는 가족의 직업이 있는 경우와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부담감이 낮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투석환자로 인해 치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

정도는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특히 사회적 지지는 부담감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중재변인이므로 이를 간호중재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복막투석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의 부담감이 혈액투석환자의 의존
성과 가족 부담감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 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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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성인중기 투석 환자의 가족이 지각한 부담감이 가족의 사회적 지지
와 환자의 의존정도에 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5일간

서울시에 소재한 A병원 신장내과에 등록되어 있는 혈액투석환자 77명과 복막투석
환자 77명,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원 154명을 포함한 308명을 대상으로 구조
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오가실(1993)이 개발한 부담감 도구,남정자(1992)가 개발한 의존성

측정도구,Brandt와 Weinert(1981)이 개발한 개인자원 질문지를(PersonalResource
Questionnaire)오가실(199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투석종류에 따른 투석환자의

의존성과 가족원의 부담감,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고,이들간의
관계는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존성과 부담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t-test와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7점 만점에 4.59점이었으며 혈액투석

환자 가족 4.63점,복막투석환자 가족 4.55점으로 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
지가 높았다.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5점 만점에 3.22점이었으며 혈액투석환자
가족 3.12점,복막투석환자 가족 3.31점으로 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높았다.
투석환자의 의존성은 5점 만점에 2.86점이었으며 혈액투석환자 2.75점,복막투석
환자 2.96점으로 복막투석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복막투석환자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계는 역상관관계를 나

타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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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61,p=.000).혈액투석환자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관계는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감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r=-.216,p=.059).혈액투석환자의 의존성 영향을 제거한 후 혈
액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240,p=.037).복막투석환자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와 환자의 의존성과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환자의 의존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r=-.407,p=.000).투석환자의 의존성과 부담감과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나타내 환자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혈액투석 r=.285,p=.012,복막투석 r=.476,p=.000).
3.혈액투석환자의 의존성과 직업은 유의하게 상관있는 변수였으며,복막투석환자

의 의존성과 직업,연령이 유의하게 상관있는 변수로 나타났다.혈액투석환자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t=2.1,p=.039)의존성이 유의하게 높았고,복막투석환자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t=3.83,p=.000)와 연령이 증가할수록(F=5.334,p=.007)의존성이
높았다.
4.혈액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유의하게 상관있는 변수는 없었으며,복

막투석환자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성별,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직업이 유의하
게 상관있는 변수들로 나타났다.남성(t=4.447,p=.000)이고,20대이며(F=5.083,
p=.001)미혼(t=-2.266,p=.028)이고,대졸(F=10.887,p=.000)이며,직업이 있는 경우
(t=-1.761,p=.047)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혈액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연령,경제상태,현재 직업이 유의하게 상관

있는 변수들로 나타났다.가족의 연령이 높고(F=3.149,p=.019) 무직인 경우
(t=2.445,p=.017),경제상태가 낮은 경우(t=-2.991,p=.004)에서 부담감을 더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복막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성별과 연령,결혼상태,교
육정도,직업,경제상태가 유의하게 상관있는 변수들로 나타났다.여성(t=-3.045,
p=.003)이고, 50대이고(F=5.327,p=.001),기혼이며(t=4.326,p=.000)무직(t=5.447,
p=.000)이고 경제력이 낮은 그룹(t=-2.017,p=.047)에서 부담감을 더 높게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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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석환자의 의존성이 낮고,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투석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이를 활용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환자의 연령에 따라 그 시기의 발달과제로 인해 가족의 부담감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다른 만성질환자 가족과 혈액이나 복막투석환자 가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3)복막투석환자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환자의 의존 정도에 따라
가족의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을 특별 간호대상으로하는 지지적 간
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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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111>>>

환환환자자자 질질질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으로 투석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보호자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투석 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자료는 전체 환자에
대한 결과로서 제시되고 개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의껏 끝까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한 삶을 기도드리며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4학기생
김혜원 올림 (02-301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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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의의의존존존성성성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귀하의 현재상태나 생각을 나타낸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상태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란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약간약간약간약간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지만 있지만 있지만 있지만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어떤사람이 어떤사람이 어떤사람이 어떤사람이 

도와주면 도와주면 도와주면 도와주면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도와주는 도와주는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거의거의거의거의

의지한다의지한다의지한다의지한다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전혀 전혀 전혀 전혀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없다없다없다없다

1.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 겉옷이나 속옷을 갈아입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 걸어다니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4. 식사를 하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5.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6. 신문이나 T.V를 보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7. 라디오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  

   는 것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자주자주자주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8.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하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

9.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까이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

   하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0. 아프면 가족이나 친척이

    내옆에 있도록 하고 싶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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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자주자주자주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1.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사랑해주었으면 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2. 가족이나 친척이 내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3.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돌보아  

    주지 않을까봐 불안하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4. 가족이나 친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

   한다.(울고싶거나 화가나거나 

   서운한 감정)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5. 나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종교나 절대자에

   게 의지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6. 기도나 불공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7. 교회나 절을 열심히 다닌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8. 매일 기도나 불공을  드린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9.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0. 나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1. 사소한 일에도 자신감을 잃

는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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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자주자주자주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2. 어물어물하며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3. 다른 사람에게 매달린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4.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많이 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5. 혼란스런 변화를 싫어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6. 식구들이나 친구, 동료들과 

    잘 어울리기 힘들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7. 대인 관계에서 내 생각이나 

    말을 잘 표현할 수 없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8.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하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9.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노인회,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0.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나누어준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1. 어른으로서 집안의 큰일이나

    행사를 주도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2. 부모로서 자녀교육, 예법 등을

    가르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3. 남편(아내)으로서 가정일을 

    책임진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4. 아버지(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아준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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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자주자주자주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35. 단체회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6. 처방없이도 약을 복용한다

  (수면제, 소화제, 진통제, 변비약).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7. 몸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식품

    을 먹고 있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8. 돈을 벌 수 있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9. 저축한 돈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40. 주위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며 산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41. 용돈을 가족이나 친척에

    게 타 쓴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4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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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각 질문에 “V”자로 표시하여 주시고 ( )에는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성별:남자 __________ 여자 _________

2.연령:만( )세

3.투석의 종류:혈액투석__________ 복막투석__________

4.투석한 기간:(_______)년 (_______)달

5.현재의 직업

무직______회사원______공무원______상업______전문직______기타(______)

6.발병전 직업

무직______회사원______공무원______상업______전문직______기타(______)

7.투석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자세히 써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위의 활동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가족사항을 적어주세요.
관    관    관    관    계계계계 나   나   나   나   이이이이 직   직   직   직   업업업업 동 동 동 동 거 거 거 거 여 여 여 여 부부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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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222>>>

가가가족족족 질질질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으로 투석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보호자
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투석 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자료는 전체 환자에
대한 결과로서 제시되고 개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의껏 끝까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한 삶을 기도드리며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4학기생
김혜원 올림 (02-301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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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부부부담담담감감감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다음의 질문내용들은 귀하가 환자분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각
질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현재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응답
란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 환자간호 때문에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3. 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4. 환자 간호로 인해 몸이 

   고달프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5. 우리가족은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6. 환자를 보면 고통스럽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7. 환자가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8. 환자를 간호하노라면 화가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9. 환자를 돌봐야하므로 친구들이

   쉽게 집을 방문하지 못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0.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1. 환자간호로 인해 식욕이 

    떨어졌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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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2. 환자간호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3. 환자를 보거나 간호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4. 환자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5.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우울해진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6.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7.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8. 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19.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긴장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0.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1.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는 것이 즐겁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2. 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든다고 생각한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3. 환자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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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거의거의거의거의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24. 환자가 원망스럽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25. 환자를 간호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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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평소에 귀하께서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란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아주아주아주아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많이많이많이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약간약간약간약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약간약간약간약간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많이많이많이많이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아주아주아주아주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 나에게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나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집단에 속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사람들은 내가 직장이나 가정

에서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준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나는 친척이나 친구가 

   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고 생각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자주 시간을 갖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거

나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

   을 즐거워한다.(업무, 회의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내가 장기간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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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아주아주아주아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많이많이많이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약간약간약간약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약간약간약간약간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많이많이많이많이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아주아주아주아주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0. 나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나의 친구들은 서로 좋아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2.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흥미와 기술을 계발하도록

   격려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 나의 가족들은 내가 가정에   

    서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해  

    준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4. 나는 내게 댓가를 바라지 않  

    고도 도움을 주는 친구나 친  

    척들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5. 내 옆에는 내가 화났을 때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6. 나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 즐겁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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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아주아주아주아주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많이많이많이많이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약간약간약간약간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저그저그저그저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약간약간약간약간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많이많이많이많이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아주아주아주아주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9.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관   

    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 나에게는 사회적 교제활동이  

    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사  

    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1.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  

    로 할 때는 도와줄 책임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2.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는  

    데 누군가 도움을 준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4. 사람들은 내가 기대보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5. 나에게는 내가 아플 때 도와  

    줄 사람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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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가가가족족족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각 질문에 “V”자로 표시하여 주시고 ( )에는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돌보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_______ 자녀_______ 부모_______ 기타(__________)

2.성별:남자 __________ 여자 _________

3.연령:만( )세

4.결혼상태:기혼_______ 미혼_______ 사별_______ 이혼_______

5.교육정도:
무학_______ 국졸_______ 중졸_______ 고졸_______ 대졸_______

6.현재의 직업상태
무직______회사원______공무원______상업______전문직______기타(______)

7.귀하의 경제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________ 중_________ 하________

8.환자와의 동거여부
예________ 아니오_________

9.환자를 돌보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상세히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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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333>>>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존존존성성성 문문문항항항 분분분석석석

ⅠⅠⅠ...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과과과 복복복막막막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문항

평균평점(표준편차)

혈액투석

(n=77)

복막투석

(n=77)

나의 가족들은 내가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
5.42(1.53) 5.25(1.12)

사람들은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맡은 일을 잘하고 있

다고 인정해준다.
5.03(1.29) 4.93(1.2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18(1.11) 4.84(1.14)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4.61(1.24) 4.63(1.0)

사람들은 내가 기대보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4.66(1.40) 4.73(1.43)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 5.03(1.24) 4.77(1.44)

나에게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4.96(1.30) 4.84(1.07)

나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
4.35(1.43) 4.09(1.23)

내 옆에는 내가 화났을 때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 4.49(1.53) 4.5(1.36)

나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4.36(1.57) 4.25(1.35)

나에게는 내가 아플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5.04(1.31) 4.77(1.44)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

는데 누군가 도움을 준다
4.23(1.39) 4.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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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게 댓가를 바라지 않고도 도움을 주는 친구나 친

척들이 있다
4.44(1.53) 4.09(1.23)

내가 장기간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4.19(1.80) 4.5(1.36)

나는 친척이나 친구가 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84(1.61) 4.25(1.35)

나의 친구들은 서로 좋아한다 5.0(1.21) 5.07(1.14)

나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집단에 속해있다 4.84(1.24) 4.70(1.23)

나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4.14(1.66) 4.36(1.53)

나에게는 사회적 교제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사

람이 있다
4.48(1.48) 4.14(1.52)

나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자주 만난다 4.30(1.69) 4.0(1.72)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

지 않았다.
3.51(1.64) 3.71(1.38)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흥미와 기술을 계발하도록 

격려한다
4.86(1.38) 4.43(1.70)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작

은 일들을 하는 것이 즐겁다
4.78(1.25) 4.98(0.88)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도와줄 책임이 

있다 
4.94(1.56) 4.89(1.06)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18(1.02) 5.0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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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과과과 복복복막막막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영역 문항

평점(표준편차)

혈액투석

(n=77)

복막투석

(n=77)

경제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3.61(1.04) 3.84(0.85)

나와 내 가족은 환자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

적 여유가 없다
3.58(1.17) 3.66(1.12)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26(1.2) 3.27(1.36)

사회 나는 환자간호 때문에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3.39(1.08) 3.18(1.13)

내가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친구들이 쉽게 집을 

방문하지 못한다
3.29(1.22) 3.79(0.95)

나는 환자간호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3.22(1.24) 3.48(1.04)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2.77(1.1) 3.07(1.08)

의존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4.09(0.88) 4.16(0.80)

나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4.01(0.83) 4.20(0.64)

나는 환자가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3.26(1.08) 3.27(1.04)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2.97(1.18) 3.09(1.22)

나는 환자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2.64(1.26) 2.61(0.85)

나는 환자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든다고 생각

한다
2.52(1.15) 2.70(0.94)

신체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긴장된다 3.57(1.11) 3.7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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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환자 간호로 인해 몸이 고달프다 3.32(1.08) 3.20(0.96)

나는 환자간호로 인해 식욕이 떨어졌다 2.62(1.12) 3.11(0.98)

정서 나는 환자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3.97(1.04) 4.02(0.82)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는 것이 즐겁지않다 3.27(0.94) 3.21(0.91)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하노라면 우울해진다 3.27(1.12) 3.41(0.97)

나는 환자를 보면 고통스럽다 3.08(1.14) 3.27(1.03)

나는 환자를 간호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 2.83(1.02) 3.04(1.03)

나는 환자를 간호하노라면 화가난다 2.65(1.21) 2.86(1.07)

나는 환자를 보거나 간호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2.62(1.1) 3.18(0.92)

나는 환자가 원망스럽다 2.30(1.20) 2.60(1.12)

나는 환자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1.97(0.96) 2.3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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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와와와 복복복막막막투투투석석석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의의의존존존성성성

영역 문항

평점(표준편차)

혈액투석

(n=77)

복막투석

(n=77)

신체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 2.90(1.13) 2.11(1.29)

겉옷이나 속옷을 갈아입는 것 1.68(1.09) 1.86(1.26)

걸어다니는 것 1.61(0.98) 1.88(1.11)

식사를 하는 것 1.26(0.71) 1.73(1.18)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 1.41(0.89) 1.77(1.26)

신문이나 T.V를 보는 것 1.39(0.80) 1.52(1.11)

라디오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1.36(0.83) 1.45(1.01)

심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하다
3.47(1.18) 3.39(0.98)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까이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3.56(1.22) 3.61(1.11)

아프면 가족이나 친척이 내옆에 있도록 하고 싶다 4.06(1.14) 3.98(1.20)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사랑해주었으면 한다 4.17(1.13) 4.30(0.91)

가족이나 친척이 내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4.32(1.04) 4.29(0.89)

가족이나 친척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을까봐 불

안하다
2.90(1.25) 3.13(1.21)

가족이나 친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

면 마음이 상한다
3.20(1.21) 3.39(1.12)

정신 나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종

교나 절대자에게 의지한다
3.18(1.43) 3.32(1.44)

기도나 불공을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다 3.40(1.48) 3.36(1.37)

교회나 절을 열심히 다닌다 3.0(1.52) 2.96(1.39)

매일 기도나 불공을 드린다 2.93(1.55) 2.79(1.40)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2.95(1.54) 3.18(1.34)

나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2.91(1.54) 2.9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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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소한 일에도 자신감을 잃는다 3.03(1.14) 3.02(0.96)

어물어물하며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3.08(1.13) 2.95(0.98)

다른 사람에게 매달린다 2.62(1.05) 2.66(1.17)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많이한다 2.61(1.23) 2.73(0.99)

혼란스런 변화를 싫어한다 3.82(0.94) 3.77(1.08)

식구들이나 친구, 동료들과 잘 어울리기 힘들다 2.62(1.10) 3.04(1.09)

대인관계에서 내 생각이나 말을 잘 표현할 수 

없다
2.72(1.07) 2.86(1.05)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난감하다
2.61(0.89) 3.02(1.27)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2.88(1.16) 3.36(1.22)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
2.70(1.06) 2.88(1.29)

어른으로서 집안의 큰일이나 행사를 주도하지 

못한다
2.48(1.14) 2.89(1.07)

부모로서 자녀교육, 예법 등을 가르치지 못한다 2.19(1.15) 2.64(1.34)

남편(아내)로서 가정일을 책임지지 못한다 2.23(1.26) 2.82(1.36)

아버지(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아 주지 못한다 2.31(1.19) 2.61(1.03)

단체회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다 3.43(1.15) 3.64(0.94)

처방없이도 약을 복용한다 1.79(0.94) 1.88(1.01)

몸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고 있다 1.51(0.83) 1.82(1.21)

경제 돈을 벌 수 없다 4.03(1.31) 3.98(1.15)

저축한 돈으로 여생을 보낼 수 없다 3.01(1.07) 3.38(0.91)

주위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며 살지못한다 3.78(0.85) 4.07(0.91)

용돈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타 쓴다 2.68(1.25) 3(1.26)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2.74(0.89) 3.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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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BBBuuurrrdddeeennnaaannndddSSSoooccciiiaaalllSSSuuuppppppooorrrtttiiinnnFFFaaammmiiilllyyyCCCaaarrreeegggiiivvveeerrrsssooofff
DDDiiiaaalllyyysssiiisssPPPaaatttiiieeennntttsss

Kim,HyeWo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relationshipsamongsocial
supportand burden offamily caregivers and dependency ofpatients on
hemodialysisandperitonealdialysis. Thesubjectsforthisstudyconsistedof
77 hemodialysis patients,77 peritonealdialysis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inahospitalinSeoul.
Thedatawerecollectedfrom October15to30,2006.Theinstrumentsfor

thisstudywereBurdenScalebyOh(1993),DependencyScalebyNam (1992)
andPersonalResourceQuestionnairetranslatedbyOh(1993).Thedatawere
analyzedwithpearsoncorrelation,t-test,ANOVA andscheffetestsusingthe
SPSSProgram.

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ing:
1.Familycaregiversofhemodialysisperceivedhighersocialsupportthan

theseofperitonealdialysis.Theaverageburdenscorewashigherinfamily
caregiversofpatientsofperitonealdialysisthan theseofhemodialysis.The
averagedependencyscorewasstatisticallysignificantlyhigherinpatientsof
peritonealdialysisthantheseof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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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patientsonperitonealdialysis,therelationshipbetweensocialsupport
andburden(r=-.561,p=.000)showedasignificantcorrelationbutinpatientson
hemodialysis,there 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andburden(r=-.216,p=.059).Therelationshipbetweendependencyand
burden(hemodialysisr=.285,p=.012,peritonealdialysisr=.476,p=.000)showeda
significantcorrelation.

Inconclusion,theresultofthisstudyimpleadthatsocialsupportcanbean
effectivenursinginterventionforreducingcaregiverburden.

KeyWords:Socialsupport,Burden,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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