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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처음 논문을 시작할 때 느꼈던 막막함들이 아련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스스
로 소중히 여기는 의미들을 논문이라는 현실로써 풀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때부터,지금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지도를 해주신 김광
숙 교수님이 안계셨다면 아마 이 논문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또한
비판보다는 도움을 주기위해 자신들이 있는 것이라며,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장순복 교수님과 고일선 교수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또한 간호대학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저의 성장을 지켜봐주시는 이원
희 학장님,김소선 교수님,이정렬 교수님,오가실 교수님,유일영 교수님,오의금
교수님,김 수 교수님,황애란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간호대학 교수님들의 관심과
사랑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또한 건강과 사회학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
록 도움을 주신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님과 현상학적 만남으로 맺어진 인연인 철
학과 박순영 교수님을 통해서 학자로서의 열정과 지혜를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
니다.

혼자라는 느낌으로 시작했지만,한분 한분을 만나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포근해졌던 기억이 납니다.특히,바쁘신 가운데서도 논문을 위해 도움을
주신 세브란스 병원의 한대석 교수님을 뵙고 난 후 마음이 많이 편안해 졌습니다.
또한 흔쾌히 자료수집을 허락해주신 최규헌 교수님과,강신욱 교수님,간호부 선생
님들과 인공신장실의 박소영 파트장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논문 진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크나큰 위로와 도움을 주신 강규숙 교
수님의 한결같은 보살핌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먼 곳에 계신 대 선배님이신
대전 한민내과의 정현숙 선생님과 수간호사 선생님,흔쾌히 연구에 협조를 해주신



명지병원의 신장내과 윤수영 교수님과 황경자 간호부장님,조현숙 과장님,그리고
논문과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양성자 수간호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강규숙 교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의 논문 진행에 도움을 주시고자 애써
주신 홍명화 선배님,단지 후배라는 이유로 조건 없는 도움을 주신 서교내과의 서
민하 수간호사 선생님과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박은영,이재명 두 분 원장님의 따
뜻한 마음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풍성내과와 성남의 정
든내과 수간호사 선생님과 수원의 성빈센트병원의 인공신장실 에보디아 수간호사
수녀님과 임상사목 실습 때 늘 반갑게 맞이해준 빈센트병원 간호사님들께도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의 논문을 위해 물심양면 자신의 일처럼 열정을 보여준 고교친구 지선이와
상직씨,장용씨,자료수집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후 믿음직한 후배 혜영이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또한 먼저 학문의 길을 시작하고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는 은정언니,주희언니,수정언니,현미언니,선희언니,이인숙 선생님,각 병원
의 간호부에서 저의 논문을 위해 애써준,소영이,선희,은현이에게도 고마움의 마
음을 전합니다.또한 학교에서 함께 일하면서 담뿍 정이든 후배 윤희,가영이,소
영이,세원이,은경이,경미,유진이,현정이,민정이,선형이,경희,춘희,현례,유
나는 힘든 시절 위안이 되어준 소중한 동생들입니다.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곁에서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를 해주는 착한친구 정언이와 죽마고우 대학동창
들 경아,은정이,지원이,은경이,연주는 함께 간호사의 길을 걸어 나가는 가장 든
든하고 편안한 친구들입니다.
대학시절 저의 전부였던 써클 데누콰이어와 압구정성당의 그라시아 성가대에서
만난 모든 선배,후배,친구들,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경험하는 응급실에서
만난 윤명림 과장님,김인희,최미옥 수간호사 선생님,은형,미현,배선,현심,수
진,혜련 언니와 동기 은주,광희,동생 인희,그리고 영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늘
모자란 우리들이지만,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브리엘 신부님과 이준연 신부님,
우리 사랑하는 flat12가족들의 기도도 저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처음 논문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의 과정 중에 함께 해주시면서 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영적돌봄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수원 성 빈센트병
원 임상사목교육센터장이신 정무근 신부님과 슈퍼바이저 이은희 수녀님,이은선
수녀님,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나갈 소중한 그룹원들인 현우석 신부님,율리엣
따,대데레사 수녀님,이은희,한선애,추선욱 선생님,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사
목상담자 과정에서 만난 비타 수녀님과 둘애언니를 비롯한 여러 교수님,신부님,
수녀님,동료선생님들이 안계셨다면,지금의 씩씩한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입니다.살아가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세
하게 챙겨주고 논문 교정까지 도와주는 경주언니와 형부가 늘 곁에 있고,특히 사
랑하는 조카 건이는 논문에 힘겨워하는 저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어주었습니다.늘
모자란 둘째언니 걱정에 외국에서도 동동거리며 챙겨주는 동생 연진이와,영문초
록까지 살펴주는 착한 학자인 제부는 늘 한결같은 저의 보호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신 최고의 엄마,아빠,할머니께 말로는 표
현 못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논문을 드립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과 이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2007년 7월 20일
최 정 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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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 연연연결결결망망망,,,
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사회연결망,삶의 질 정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혈액투석을 제공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서울 및 경

기소재의 종합병원 3곳과,서울,성남,대전 소재의 내과 4곳에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130명을 조사하였다.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자
료수집방법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고,소요시간은 약 20
분 정도였다.연구도구는 Highfield(1992)에 의해 개발된 영적안녕 측정도구,
Berkman(1979)의 SocialNetwork Index를 수정 보완하여 만들어진 사회연결망
측정도구,MedicalOutcomeSurveySF-12(Wareetal,1996)를 사용하였다.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혈액투석 환자의 사회 연결망에서는 절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24.6%이고,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친구가 없는 경우도 35.4%로 높게 나타났다.혈액투석 환
자의 영적 안녕정도는 평균 111.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영적안녕의 하부
영역 중 자기수용(mean=3.72)과 희망(mean=3.42)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혈
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정도는 50점 평균의 T-score로 환산하였을 때,신체적 삶
의 질 점수가 35.65점,정신적 삶의 질 점수가 44.37점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신
체적 삶의 질이 정신적 삶의 질에 비해 낮았다.
2.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은 가구 월수입이 높을수록,배우자가
있는 경우,혈액투석 진단시기가 1년 미만 일 때 연결망의 크기와 접촉빈도가 높
았으며,종교가 있는 경우(t=3.11,p=.002)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F=3.39,p=.04)
사회적 유대감이 높게 나타났다.영적 안녕의 차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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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F=2.87,p=.06)영적안녕이 높았다.여성보다 남성(t=2.54,p=.01)인 경우,나이가
적을수록(F=4.83,p=.003),종교가 없을 때,(t=2.17,p=.03),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t=-2.99,p=.003)신체적 삶의 질이 좋았으며,반면,나이가 많아질수록(t=3.43,
p=.02),배우자가 있을 때(t=-2.73,p=.01),만성신부전 진단시기가 1년 미만일 때
(t=3.07,p=.03)정신적 삶의 질이 좋았다.
3.혈액투석 환자의 사회 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절친한 친구가 있을
때에(t=-1.87,p=.06)정신적 삶의 질이 높았으며,가까운 친구 수가 3-5명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정신적 삶의 질이 높았다(F=3.75,p=.01).
4.사회연결망은 영적 안녕(r=.34,p<.0001)과 정신적 삶의 질(r=.20,p=.02)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영적안녕은 신체적 삶의 질(r=.20,
p=.02)과 정신적 삶의 질(r=.48,p<.0001)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는 불확실성,직업,종교,희망,성별
을 통해 총 23.9%의 설명력을 보였다.즉,혈액투석환자에서는 불확실성과 희망에
대한 영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으며,직업이 있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그러나 종교가 있는 경우에 신
체적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졌으며,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신체적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는 자기수
용과 배우자,절친한 친구가 전체 모델의 34.6%를 설명하였다.즉,혈액투석환자에
게서는 자기수용의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정신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배우자와 절친한 친구가 있을 때에 정신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혈액투석환자의 신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영적안녕 중

희망과 불확실성 정도를 사정한 후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절친한 친구,가까운 친구수를 통해 사회연결망
을 확충하고,영적안녕 중 희망,자기수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 정도를 사정
하여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사회연결망,영적안녕,삶의 질,혈액투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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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으
며 질병의 양상도 급성질환 보다는 만성 질환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되어 만성
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만성질환자는 그들의 건강 문제가 통제는 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정서적인 부담감과 통증,활동의 제한을 가지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살게 된다(Klerman,1981).
최근 간호는 전인적인 간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Dosseyet

al,2005),노유자(1988)는 간호의 본질은 환자들의 생명의 연장 뿐 만 아니라 풍요
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Bestard& Courtenay(1990)는 만성질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최대수준의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안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성질환의 하나인 만성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신 대체

요법에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다(luckmanetal,1993).우리나
라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가
44,333명으로 이는 2004년 신 대체요법을 받는 환자 41,891명에 비하여 5.8%의 증
가이다.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혈액투석 환자들의 생존율은 1년이 93.7%,2년
이 76.0%,3년이 73.6%,5년이 52.3%이며 (대한신장학회,2005),이처럼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질병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질병의 치료보다는 관리를 통한 삶의 질
의 향상 측면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주현 & 김매자,1995;문연옥,2004;
Cleary& Drennan,2005;Valderrabanoetal,2001).
혈액투석은 효과적이고 안정된 신장 기능 대치 방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이는

치유법이 아니고 환자의 생명연장을 기계에 의존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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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을 살거나,직업보유 능력 상실률이 증대되고 사회적 고립과 생의 의미상
실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Straussetal,1984).특히 혈액투석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오심,구토,에너지의 저하,피로 등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울,두려
움,걱정,부담감,슬픔,예민함 등의 정서적,정신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Weisbordetal,2005),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요소와 영적요소는 말기신부전 환
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meletal,2003).
지난 20여 년 동안 건강관리의 한 차원으로써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적으로 증가되고 있다(Wilfred& Draper,1998).만성 질환으로 인한 위기는 몸과
마음과 영성의 불균형 및 부조화를 초래하게 되어,만성질환자들은 슬픔,분노,죄
책감,불안으로 인해 지지체계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질병이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를 찾게 된다(Soekenetal,1987).
혈액투석 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으로 인한 매일의 도전들에 대한 영적인 지지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O'Brien,1982),간호사들이 영적인 지도자와 만나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Tanyietal,2006).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진은 환자들의 이러
한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King& Bushwick,1994),혈액투석
환자에게 있어서 영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몇몇 연구에서
환자들의 영적 신념이 환자들의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
나,이들은 개발된 영성측정 도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종교적 신념과 종교의식에의
참여와 같은 간략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Kimmeletal,2003;Patel
etal,2002).
사회연결망(SocialNetworks)은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결속력을 의미하며,이

것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Baum & Ziersch,2003).
사회연결망의 구조는 다양한 경로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지적 돌봄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 및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erkmanetal,2000).사회연결망은 암 생존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
며 또한 이것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Sappetal,2003;Michaelet
al,2002).이처럼 도구적,정서적,정보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과 이러한 지지를 제공하는 통로로써의 사회 연결망과 결속력의 중요성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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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고 있다(McDowelletal,1996).
사회적 지지 및 사회연결망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다양

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사회연결망과 영적안녕과의 관계는 그
규명된 바가 미약하다.한미라(2003)가 사회적 지지와 영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바
가 있으며,김명실(1999)은 사회적지지 중 특히 사회적 통합이 영적 안녕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혈액투석환자들은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
된 연구들은 있으나,사회 연결망을 포함한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혈액투석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측면인,영적 안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회 연결망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다(Lim & Zebrack,20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삶의 질은 각각의 개인의 살아 있는 경험으로,개인이

지각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만족에 관한 차원이며(Ferrans,1996),영성은 내적인
감정 뿐 만 아니라 대인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과 응집력 특히 초월적
인 존재의 추구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사회연결망은 이러한 영성의 속성을 형성
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희망,관계,내적인 평
화,의미,인생의 목적과 같은 영성적 측면이 만성질환자의 내적인 측면의 요소로
써(Mahlungulu,2004)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가족,친구,배우자,종교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연결망은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측
면의 요소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따라서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측면의 요소인 사회연결망과 영적안녕의 관계를 함께 규명해 보는 것
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인 질병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와 직면하

게 되는 만성질환자들 중 특히 혈액투석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
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Greenstreet,2006),개인적 요소로써의 영적안녕과 사회
적 요소로써의 사회연결망을 확인하고,이들의 결과로써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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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연결망과 영적 안녕상태와 삶의 질의 정
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혈액투석환자의 사회연결망,영적안녕과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2)혈액투석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영적안녕,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한
다.

3)혈액투석환자의 사회 연결망,영적안녕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사회연결망

① 이론적 정의 :사회연결망은 개인과 이들의 의미 있는 결속을 둘러싼 사회
적 관계의 망을 말한다(Berkmanetal,2000).

② 조작적 정의 :Berkman(1979)의 SNI(SocialNetwork Index)를 Sapp et
al(2003)이 수정하여 측정한 연결망의 크기,접촉빈도,사회
적 유대감에 대한 점수이다.

2)영적 안녕

① 이론적 정의 :영적 안녕이란 자기수용(self-acceptance),절대자 또는 타인
과의 사랑,용서,신뢰의 관계,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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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된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삶의 의미,고통,죽음 등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
답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Highfield,1992).

② 조작적 정의 :영적안녕은 Highfield(1992)가 개발한 SHI(SpiritualHealth
Inventory)로 측정한 점수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삶의 질

①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이며(노유자,
1988),건강관련 삶의 질은 이 중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요
소들을 제외한 상태를 의미한다(Ferrans,2005).건강관련 삶
의 질이란 신체기능과 안녕상태를 포함하는 신체적 요소와 정
서적 스트레스와 안녕상태를 포함하는 정신적 요소로써 구분
되며,이 두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역할 참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Ware,2003).

② 조작적 정의 :Wareetal(1996)이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건강상태 측정도구인 MedicalOutcome Study 12-Item
ShortForm HealthSurvey(MOSSF-12)를 이용하여 신체적
삶의 질(PCS;PhysicalComponentSummary)과 정신적 삶의
질(MCS:MentalComponentSummary)로 측정되는 T-score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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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의 개념은 사회학,철학,의학,신학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오고 있
으며,삶의 질이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치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각 연구자마다 접
근하는 방법,바라보는 시각들에 따라 차이가 있어(노유자,1988)다양한 정의와
개념의 측정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방황란(1991)은 삶의 질을 삶의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이라 하였으며,Dubos(1976)은 일상생활 활동에서
획득하는 만족감과 관련된 주관적 가치판단이라 하였다.
현대의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질병의 증등도,사망률

등의 임상적 변수 보다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질로 관심이 옮겨가
고 있다.즉 생명의 보존과 수명의 연장에 중점을 두었던 의학적 가치관에서 벗어
나 생의 의미와 삶의 질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Freed,1984;
Heylandetal,1998).
지난 30여 년간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점차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삶의 질의 개념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용어는
광범위한 삶의 질의 의미를 건강과 질병관련 효과에로 그 초점을 좁히기 위한 것
이기도 하다.이것은 삶의 질의 문화적,정치적,사회적 특성을 배제하고 있다
(Ferrans,2005).이러한 관점에서,건강 기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Medical
OutcomeStudy 12-Item ShortForm Health Survey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Ware(2003)는 이를 통해 측정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신체적 영역,정신적 영역,
사회적 역할참여 영역의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또한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있
어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Morschetal,2005),이들
의 삶의 질의 정도와 관련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투석환자들의 삶의 질 정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투석환자들은 일반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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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삶의 질이 낮았으며(Mingardietal,1999),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기능,신
체적 역할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다(Cleary& Drennan,2005).국내 문헌에서도 역
시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은 일반인들에 비해 낮았으며(김인희,1988;민현조,
1998),특히 같은 만성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복막투석환자와 신장이식환자들과 삶
의 질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은 비교적 낮게 나
타난 경우가 많았다(Bonneyetal,1978;민경애,2003).주로 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보다 신체적 기능 영역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는데(Baiardietal,2002),이는
혈액투석환자들에게 나타나 오심,구토,근 경련,다리부종,호흡곤란,두통,소양
증,예민해짐,성욕감퇴,집중력저하 등과 관련이 있다(Weisbordetal,2005).반면
Ferrans(1993)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질 정도보다 단지 조금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이는 다양한 신체적 제약
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은 삶의 질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
고 언급하였다.따라서 혈액투석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찰해봄에 있어,부정적인 측
면 뿐 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의 요소 모두를 확인함으로써,보완할 영역과 강
화할 영역을 확인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별,연령,직업,경제상태,교육수

준,합병증유무,질병의 중등도 혹은 경과기간 등이 관련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증상,우울,스트레스,영양상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Sessoetal,2003;Stojanovicetal,2007;Wisbordetal,2005).투석환자
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을 연구한 Sessoetal(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경
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환자가 경제 수준이 낮은 환자보다 활력과 정신건강 영역
의 삶의 질이 높았으며,연령,성,교육수준,직업,합병증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
었다.Stojanovicetal(2007)의 연구에서는 질병의 경과가 삶의 질과 긴밀한 관련
이 있었다.Weisbordetal(2005)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증상부담감과
질병의 중등도,감정적인 증상이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김경희(1996)는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꼽
았다.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에게 있어서 인지하는 가족지지정
도가 높을 때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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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1999),이 밖에도 최근에는 신체적 활동과 레저활동을 하는 것이 혈액투석 환
자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고(Martine & Cesarino,
2005),성기능 감소 또한 혈액투석을 받는 남성 환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나,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Martin-Diaz etal,
200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은 일반인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났으며,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
업,경제상태,교육 수준 등이 있었으며,신체적 기능 정도 뿐 만이 아니라 스트레
스,감정상태,사회적 지지와 가족 지지 등의 정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BB...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

1948년 WHO에서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상태로 제시하였으나,
1998년 WHO총회에서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인 안녕 상태이다’라고 정의하였
다.간호학에서도 영적안녕은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지난 20여 년
간 환자의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 주요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King,
2006).가톨릭 대사전(2002)에서는 영성(spirituality)은 라틴어의 ‘스피리투알리타
스’(spiritualitas)에서 유래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과 자기 자신,이웃들,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자기 초월적인 사랑으로 개방
되는 한 사람 또는 어느 단체의 믿음이 지닌 살아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영성
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자 학문적인 면에서도 마지막 학문이라고 하였다.
오복자와 강경아(2000)는 영성을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제로서,자신,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
여,삶의 역동적,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경험하게 하며,그
결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 및 충만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Reed(1992)는 전인적인 개념으로 개인을 뛰어넘는 관계 내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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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인간의 특성이라 설명하였다.Highfield(1992)는 인간의 영적인 차원은 초
월적 자아에 대한 인간의 역량으로써 이는 자기 수용,사랑,신뢰,용서로써 특징
지워지는 타인 혹은 절대자와의 관계,희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건강한 사람
은 자기 수용,관계,희망에 대한 영적인 요구에 대해 만족하며,영적인 고통을 받
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King(2006)은 영성이 사망률을 낮추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므로 임상가는 의
학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대할 때,영성과 종교의 영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yes-Ortiz(2006)는 병원,널싱홈,외래나 지역사회의 만성질
환노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적,영적인 대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종교
적 활동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Narayanasamy(2002)는 만성질환자의 살아있는 경험으로써의 영적대처기전을 서
술하였는데,믿음과 신념으로써 절대자에 이른 환자들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증진되었으며,이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필요를 드러냈다고 언급하고 있
다.영적 안녕은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의 절망감에대해 평화와 의미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 줄 수 있다(McClainetal,2003).
이처럼 영성과 건강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영성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찾

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모든 인간들의 경험은 그 자체로 동일 할 수 없
으며 그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인간,특히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다
양한 환자들의 경험의 의미와 목적,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건강의
중요한 속성인 영적안녕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Riley(1998)등은 만성질환자들에 있어서 영적인 안녕을 종교적 안녕,실존적 안

녕,비영성적 안녕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후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
데,비영성적 타입의 그룹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Grimsley(2006)는 HIV환자에 있어서 나이,성별,교육정도보다 삶
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영성을 제시하였으며,Tucketal(2001)
은 영적안녕이 인지된 스트레스,불확실성,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대처
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오복자(1997)는 암환자에게 있어 종교적 영
적안녕(r=.46,P=.002)과,실존적 영적안녕(r=.56,P=.0001)이 삶의 질에 각각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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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특수한 형태의 만성질환이라 할 수 있는 혈액투

석환자들의 영적안녕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안녕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정남과 홍의현(1998)은 혈액
투석 환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안녕상태를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교육정도,
종교유무,신체적 기력과 주관적 건강상태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ateletal(2002)은 복잡한 사회 심리,행동,생물학적인 과정의 인과관계를 완전
하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규명하기 힘들지만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종교적 참여와
영성이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Tanyietal(2006)도 혈
액투석을 받는 여자 환자들의 영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음을 밝혔으며,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봄
에 있어서 진실한 돌봄,관계의 형성,영적인 대화를 시작함,영적 활동의 격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arosella(2002)는 혈액투석실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성직자들이 팀을 이루어 만성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상실감을 경
청하고 공감하거나,감사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족과 환자들의 영적인 신념이 이들의 대처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요
인으로 작용함을 언급하였다.이와 같이 질병의 위기에 처한 혈액투석환자들은 자
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며,자신의 삶의 의미와 절대자와의 관계를 진지
하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안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며,오히려 이것
이 개인의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Tu,2006).이처럼 영적안녕
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있어서 의미와 목적,평화를 제공
함으로써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CCC...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

사회연결망은 개인과 이들의 결속간의 관계망으로써 정의되며(Berkmanetal,
2000),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모든 사회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친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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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동료,그리고 공식적인 지원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Elletal,
1992).사회 심리적 연결망은 몇몇 기전을 통해 신체,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생리적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기전에는 사회적 영향
(socialinfluence),사회적 합의(socialengagement),개인 대 개인의 접촉,사회적
지지 등이 포함된다(Berkmanetal,2000).사회적 지지의 중요성과 이러한 지지를
제공하는 통로로써의 사회 연결망과 결속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McDowelletal,1996),이처럼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 지지가 분배되거나
교환될 때의 매개체로서 생각해 볼 때,사회적 지지는 그들이 주고받는 도움을 통
한 연결망에 대해 환자가 인식하는 개념으로써 이것은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요소와 인간의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사망률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Bassuketal(2002)은 사회경제적 요소(SES)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1982년

부터 1986년부터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SES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
으며,다른 연령에 비해 65-74세의 노인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기
전을 알 수는 없으나 결혼한 여성이 결혼안한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또한 사회적 결속의 변화가 전체적,특정원인의 사망률과 심장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Engetal,2002),낮은 수준의 사회 통합
의 남성들이 높은 사회통합수준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인 위험률이 1.19배로 나타
났으며,다변량 분석결과 사고와 자살로 인한 죽음이나 암,심혈관 질환 이외의 원
인에 의한 죽음이 사회통합이 낮은 사람들에게 있어 증가하였다.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였으며,노인에 한정하여 사회연결망 요
소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을 때,친한 친구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29%나
감소하였으며,종교 활동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의 감소에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Berkmanetal(1979)은 1965년부터 1974년의 9년의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여

SocialNetworkIndex를 설정한 후 SNI와 사망률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요소들
(신체적 건강상태,사망연도,사회경제적 요소,흡연,음주 등과 같은 건강행위)과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사회적 접촉의 요소를 결혼유무,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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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친척들과의 접촉,교회참여,공식 비공식적 그룹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
며,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SocialNetworkIndex를 만들었는데,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Engetal,2002).
이처럼 초기의 사회적 요소,특히 배우자,친한 친구,종교 활동을 포함하는 사

회연결망과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서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통하여 그 역할이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강점숙(1997)은 정신장애인의 사회관계망의 크기(r=0.40,p=0.01)와 사회적 지지

(r=0.49,p=0.001)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으며,김현정
(2003)은 주간보호서비스 이용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관계망의 구조적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구조적 측면의 관
계망 내 구성원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우울이 줄어들
었으며,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암 혹은 만성신부전과 같은 만성질병환자들에 있어서도 가족,친구,동료와 영적

인 조언자,혹은 이웃과 집단 구성원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건강상태와 생명의 증
진과 연관이 있으며(Ericksen,1994;Kimmeletal,1998),보다 강력한 사회 연결
망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지지가 이루어질 때,유방암 환자의 생존이 향상되기도
한다(Kroenkeetal,2006).사회적 관계망,사회적 지지로써의 사회적 요소가 잠재
적으로 삶의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중재영역이 될 수
있는데(Irvineetal,1991),Sappetal(2003)은 사회연결망의 사회구조적 측면이
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증가된 삶
의 질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사회연결망의 크기,접촉빈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
고 있다.또한 Michaeletal(2002)은 4년 동안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유방암 환자
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
의 삶의 질이 낮게 측정되어 역할 기능에서 14점,활력에서 7점,신체적 기능에서
6점이 사회적으로 통합된 여성들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Lim & Zebrack(2006)이 백혈병과 임파종 장기 생존자들의 사회관계망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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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위하여 사회연결망을 사회적 지지에 대
한 만족,지지적 관리 서비스,연결망 크기,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결속을 통하
여 사정하였을 때,연결망의 크기와 사회적 결속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
다.Pateletal(2005)은 만성신장질환자들의 사회심리적 요소 중 사회적 지지를 가
족,특별한 사람,친구를 통해 제공하였을 때,우울이 감소하고,삶의 질이 증가하
며,결혼 만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
을 밝혔다.혈액투석환자들은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있으나,
사회 연결망을 포함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며,만성질환을 경험하는 혈액
투석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측면인,영적 안녕,삶의 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회 연결망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Lim & Zebrack,2006).
사회적 지지 및 사회 연결망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다

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사회적 지지와 영적 안녕과의 관계는
그 규명된 바가 미흡하다.김명실(1999)은 사회적지지 중 특히 사회적 통합이 영
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한미라(2003)는 알콜중독자 부인
의 사회적 지지와 영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연결망은 사회적 영향,사회적 지지,개인 대 개인

의 접촉,자원사용의 용이성을 통해 건강관련 행위,신체적 심리적 상태,사망률과
질병 이환률,지각하는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특히 질병으로 인한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올바른 적응과 대처를 하기 위해서
는 환자 개인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개개
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인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총체적
인 관점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기위해 중요한 측면이며,특히 장기간의 치료시간과
신체활동능력 저하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측면은 무시될 수 없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헌고찰을 통해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연결망과 영적안녕을 살펴보았다.세계적인 위대한
지혜의 전통들은 유대감과 내적인 힘,평안,사랑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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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Anandarajah& Hight,2001),이러한 것들은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타인,자연,초월자와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사회연결망의 속성으로
제시된 배우자,가까운 친구,절친한 친구,종교의식의 참여,사회적 유대감등과 관
련된 영적인 안녕은 삶의 질과도 그 관련성이 연결될 것으로 여겨진다.즉,만성질
환자들이 질병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심리적 영적인 차원의 고통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적응,대처 할 수 있도록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영적안녕과 사회연결망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의 본질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그 대상자로 하여금 가치를 지닌 인

간으로서 안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보는 행위이며,궁극적인 목표는 대상
자들이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노유자,1988).특히 만성질환
자들의 간호중재의 목표는 질병의 치유보다는 전반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
으므로,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과의 관련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관련성을 밝
히는 것은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
들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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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혈액투석환자의 사회연결망,영적안녕,삶의 질에 관한 문헌고찰을 검토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의 기틀을 도출하였다.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측면으로써의 사회연결망은

연결망의 크기,접촉빈도,사회적 유대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고(Sappet
al,2003),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측면으로써의 영적안녕은 희망,자기수
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불확실성의 다섯 차원으로 설정하였다(민소영,
1995).결과변수로써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선정하여 이
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변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연구의 개념적 기틀



- 16 -

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사회연결망,영적
안녕,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study)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

연구대상은 2007년 4월 1일부터 6월 22까지 연구목적에 동의하고,자료 수집을
허가한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인 Y대학 부속병원,일산의 K대학 부속병원과 수
원 소재의 C대학 부속병원의 3곳의 종합병원에서 70명,인공신장실을 갖추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서울 소재의 S내과,P내과,성남 소재의 J내과,그리고
대전의 H내과에서 60명을 조사하여 총 130명의 만성신부전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
였다.이는 의료기관급별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 간에 질병의 중증도 차이
를 고려한 것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만 18세 이상의 투석환자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투석환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투석환자
<제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과적인 응급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혈액투석을 제공받는 환자
-설문지에 응하기 어려운 신체증상(어지럼증,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투석환자

-설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투석환자



- 17 -

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사회관계망 측정도구는 Berkman& Syme이 1979년에 개발한 SocialNetwork
Index(SNI)를 Sappetal(2003)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사회 연결망은 연결망의 크기,접촉빈도,사회적 유대감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연
결망의 크기에는 배우자 유무,절친한 친구 유무,자녀 수,가까운 친척 수,가까운
친구수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접촉의 빈도는 한 달에 한번 이상 만
나는 자녀수,친척 수,친구 수의 3개의 항목,사회적 유대감은 접촉의 빈도 3가지
항목에 추가로 절친한 친구를 만나는 정도,종교의식 참여 정도,지역사회 사회활
동 참여 정도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배우자 유무와 절친한 친구 유무
에 따라 1점과 2점으로 측정하였으며,자녀수와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자녀수
는 1점부터 4점 척도,가까운 친척 수와 가까운 친구 수,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
는 친척수와 친구 수,절친한 친구와 만나는 빈도,종교의식의 참여 정도는 1점부
터 5점까지 척도로 구성하였으며,지역사회 사회활동은 1점부터 6점,자조모임은 1
점에서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체크된 항목의 총합이 클수록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사회적 유대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222)))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영적안녕을 측정하기 위해서 Highfield가 1992년에 개발한 영적건강측정도구
(SpiritualHealthInventory,SHI)를 민소영(1995)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검
증한 31문항을 사용하였다.각 문항은 경험하는 행위나 감정의 빈도를 측정하는 5
점 Likertscale로 측정하였으며,응답은 ‘항상 그렇다’5점,‘자주 그렇다’4점,‘보
통이다’3점,‘가끔 그렇다’2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이다.이 중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13개 문항(4,7,9,12,13,14,15,17,19,22,24,26,29)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Highfield(1992)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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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89였으며,민소영(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81이었다.본 연구에서 Cronbach'salpha=.83이었다.영적
안녕 도구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이해를 돕기 위해 번안된 도구를 연구자와 간호
대 교수 3인이 2회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Highfield가 개발한 영적안
녕측정도구는 개발 당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혈액투석 환자
의 영적 안녕을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본 도구는
도구의 문항들이 다른 단순한 영적 안녕 측정도구와 달리 영적건강 개념의 속성
인 희망,자기수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불확실성(민소영,1995)을 광범위하
게 포함하고 있으므로,영구적으로 기계에 의존하여 투병생활을 해야만 하는 혈액
투석 환자들에게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33)))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삶의 질 측정도구는 Ware,Kosinski,Keller(1996)가 개발한 MedicalOutcome
Study12-item ShortForm HealthSurvey(MOSSF-12)를 이용하였다.이 도구
의 사용을 위해 www.qulitymetric.com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후
문항 분석을 위한 software인 HealthOutcomeScoringSoftware2.0을 구입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e-mail을 통해 licenseagreement를 획득하였다<부록 3>.
SF-12는 Ware & Sherbourne(1992)이 개발하고,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SF-36중에서 Wareetal(1996)이 12문항을 발췌한 것이다.SF-12는 Salyerset
al(2002),Sanderson& Andrews(2002)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 적절성이 검증되었
다.SF-12는 SF-36이 대상자에게 주는 부담을 감안하여 고안된 것이며,12문항을
작성하는데 소요시간이 2분 이내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도구는 SF-36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두 주요 요인에

대해 8가지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신체적 측면에는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2문항,신체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ole-Physical)2문항,통증
(BodilyPain)1문항,전반적 건강(GeneralHealthPerception)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신적 측면에는 활력(Vitality)1문항,사회적 기능(SocialFunctioning)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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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제한(Role-Emotional)2문항 및 정신 건강(Mental
Health)2문항으로 나누어지며 총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각 하부영역의 점
수는 SF-12의 정해진 산출방식에 따라 문항 수에 상관없이 0-100점까지의 점수범
위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또한 신체적 측면
과 정신적 측면 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Wareetal(1996)이 제시한 기준 점
수(T-score:norm-basedscoring)와 비교할 수 있는데,이는 미국의 질병이 없는
일반 성인 대상자의 평균 점수를 50점,표준편차를 1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서 이
를 통해 측정결과를 일반인과 비교할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상백 등(1997)이 SF-36을 번안한 내용 중 SF-12문항을 발췌하
여 사용하였으며,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와 간호대학 교수 3인이 어
휘를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Y대학 부속병원의 임상시험센터 IRB(Institute
Review Board)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각 대학병원 간호부의 승인
과 협조,신장내과 주치의의 협조를 받았다.타 병원 및 병의원에서는 연구자가 방
문하여 담당의사와 수간호사에게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협조에 동의를 얻어 실시
하였다.
면담과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환자를 각 병원의 수간호사의 조언을 통해 확인

한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영적안녕,삶의 질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는 일대일 면담법을 이용

하였으며,연구원 본인과,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훈련된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였다.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이나,설문을 하면서 자
신을 표현 하고자 하는 환자와의 면담시간은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7부를 작성하였으나,응답내용이 부족한 7개를 제외한
130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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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StatisticalAnalysisSystem)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
하였고,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일반적 특성,영적안녕,사회 연결망 및 삶의 질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혈액투석환자의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사회 연결망,삶의 질의 차이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3)혈액투석환자의 사회 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ANOVA로 분
석하였다.

4)혈액투석 환자의 영적안녕,사회 연결망,삶의 질의 관계,제변수들간의 관계
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혈액투석 환자의 영적안녕,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설명력은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분석 전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유무 확인 및
잔차 분석을 통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6)영적안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α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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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혈액투석 환자의 연령 범위는 25-82세로 평균 연령은 53.6세였다.혈액투석 대

상자 중 여성이 44.6%,남성이 55.4%로 남성이 많았다.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62.3%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 37.7%보
다 높게 나타났다.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76.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직업을 가지지 않은 대상자가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40.8%
의 혈액투석 환자가 월100만 원 이하의 가구 월수입이었으며,배우자가 있는 경우
는 73.1%였다.
가족력과 투석 이외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각각 43.9%,85.4%로 투

석이외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시기는 1년 미만이 7.9%에 불과하였으며,그 외에 1년에서 5
년,5년에서 10년,10년 이상의 혈액투석 대상자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혈액투석 진단을 받은 시기를 살펴보면,10년 이상 지난 투석 환자가
11.9%에 불과 하였으며,그 이전의 환자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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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                                       (N=130)

특 성 구분/범위 N %

성    별 남       72   55.38

여   58    44.62

나    이(세) 39세 이하   22   16.92

40~49세   27   20.77

50~59세   34   26.16

60세 이상   42   36.15

종    교 유   81   62.31

무   49   37.69

교    육 중졸이하    31    23.85

고졸   50   38.46

대졸이상   49   37.69

직    업 유   24   18.46

무  106   81.54

평균가구월수입(만원) 50이하   42   32.31

50-100   11    8.46

100-200   26   20.00

200-300   28   21.54

300이상   23   17.69

배우자 유무 유   95   73.08

무   35   26.92

가족력 유 57 43.85

무 73 56.15

투석 외 만성질환 유 111 85.38

무 19 14.62

만성신부전 1년 미만 10 7.94

진단시기(년) 1-5년 미만 41 32.54

5-10년 미만 29 23.01

10년 이상 50 36.51

혈액투석진단시기(년) 1년 미만 26 20.63

1-5년 미만 49 38.89

5-10년 미만 36 28.58

10년 이상 19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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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111)))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

본 연구에서의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 측정 도구는 3개 영역의 총 12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사회연결망의 크기는 배우자 유무,절친한 친구 유무,자녀수,
가까운 친척 수,가까운 친구 수의 5개의 문항,접촉의 빈도는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자녀 수,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가까운 친척 수,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가까운 친구수의 3개의 문항,사회적 유대감은 절친한 친구와 만나는 정도,
종교의식 참여,지역사회 사회활동,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자녀수,가
까운 친척 수,가까운 친구수의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연결망 크기는 척도 점수 범위 5점에서 18점 범위에서 최하 5점,최대 17점

이었고,평균 11.19점으로 측정되었다.접촉 빈도는 척도 점수 범위 3점에서 14점
범위에서 최하 3점,최대 11점이었고,평균 6.09점으로 측정되었다.사회적 유대감
은 척도 점수 범위 6점에서 30점 범위에서 최하 6점,최대 24점이었고,평균 12.15
점으로 측정되었다<표 2>.

<표 2>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 정도                             (N=130)  

영 역 평균±표준편차 범위(최대-최소)

크기(5-18) 11.19±2.72 5-17

접촉 빈도(3-14) 6.09±2.06 3-11

사회적 유대감(6-30) 12.15±3.58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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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의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은 <표 3>에서 제시되었
다.문항별로 살펴보면,미혼,이혼,사별 없이 배우자를 가지고 있거나 절친한 친
구가 있는 경우가 각각 73.1%와 75.4%로 많았으며, ‘자녀 수’는 1명에서 5명
사이에 76.9%,그 외에 자녀가 없는 경우가 22.3%를 나타냈다.그러나 ‘절친한 친
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과 가까운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4.6%와
16.9%로 적지 않은 수의 대상자가 의미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가까운 친척 수’는 각각에 대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자녀의 수’는 2명 이하에 83.1%였다.‘한 달에 1회 이상 만
나는 친척의 수‘는 0명에 51.5%로 ‘가깝게 느끼는 친척 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68.5%인 것에 비해 만나는 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
는 친구 수’는 0명이 35.4%,1-2명이 26.2%,3-5명이 21.5%순으로 나타났다.‘절친
한 친구와 만나는 빈도’는 1년에 한번 이하(29.2%)와 한 달에 한번(30.0%)이 높게
나타났으며,‘종교의식 참여’에 있어서 전혀 참석하지 않는 대상자가 전체의 47.7%
였으며,1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하는 환자들이 전체의 36.9%였다.이를 통해 종교
가 있는 대상자가 62.3%인데 반해 종교의식 참여 정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지역사회 사회활동’은 0시간이 71.5%,1-2시간이 20.8%,총 92.3%로 혈액투
석 환자들의 대부분이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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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N=130)

특 성 구분/범위 N %

배우자 무    35   26.92

유 95 73.08

절친한 친구 무 32 24.62

유 98 75.38

자녀수 0명 29 22.31

1-2명 66 50.77

3-5명 34 26.15

6명 이상 1 0.77

가까운 친척 수 0명 41 31.54

1-2명 27 20.77

3-5명 29 22.31

6-9명 12 9.23

10명 이상 21 16.15

가까운 친구 수 0명 22 16.92

1-2명 22 16.92

3-5명 39 30.00

6-9명 19 14.62

10명 이상 28 21.54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0명 36 27.69

자녀 수 1-2명 72 55.38

3-5명 22 16.92

6명 이상 0 0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0명 67 51.54

친척 수 1-2명 28 21.54

3-5명 23 17.69

6-9명 5 3.85

10명 이상 7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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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N=130)

       

특 성 구분/범위 N %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0명     46   35.38

가까운 친구 수 1-2명 34 26.15

3-5명 28 21.54

6-9명 9 6.90

10명 이상 13 10.0

절친한 친구와 만나는 1회 이하/년 38 29.23

빈도 1년에 몇 번 23 17.69

1회/월 39 30.0

1회/주 23 17.69

매일 7 5.38

종교의식 참여 2회 이상/주 16 12.31

1회/주 32 24.62

1-3회/월 8 6.15

1회 미만/월 12 9.23

참석 안함 62 47.69

지역사회 사회활동 0시간 93 71.54

(주당) 1-2시간 27 20.77

3-5시간 6 4.62

6-10시간 1 0.77

11-15시간 0 0

16시간 이상 3 2.31

자조모임 참여 안함 117 90.0

과거에 참여 7 5.38

최근에 참여 6 4.62



- 27 -

(((222)))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 정정정도도도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총 31문항으로 척도 점수 범위
31점에서 155점 중에서 최하 72점부터 최대 154점이었고,평균 110.24점으로 혈액
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의 영적안녕 중 희망,자기수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불확실

성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총 31문항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56점 이었다.대인관계에 대한 평균이 평균 3.82(±.67)로 가장 높았고,다음이 자
기수용 평균이 3.72(±.73),희망(3.42±.82),절대자와의 관계(3.32±.95),불확실성
(3.26±.78)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혈액투석 환자의 전체 및 영역 별 영적안녕 정도            (N=130)  

  

영 역 평균±표준편차 범위(최대-최소)

희망 3.42±0.85 1.43-5.00

자기수용 3.72±0.73 2.00-5.00

대인관계 3.82±0.67 2.14-5.00

절대자와의 관계 3.32±0.95 1.25-5.00

불확실성 3.26±0.78 1.50-5.00

 전  체 3.56±0.52 2.3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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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정도는 <표 5>에서 제시되었다.희망과 관련된 문항
들을 살펴보면,‘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에서 평균이 2.62로 희망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고,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청한다’에서는 4.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기수용 영역에서는 ‘질병의 치료과정,후유증,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된다’의

평균이 2.98로 나타나,혈액투석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과 관련되는 영적인 스트레
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나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 참
여한다’에서 4.01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났다.또한 ‘내 주
위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에서는 평균점수 4.07로 비교적 높
게 측정되었다.정리해보면,혈액투석환자들은 질병의 치료과정과 후유증,재발 등
에 관해서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내지 않으며,자신
의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는 건강에 대한 나의 질문이나 요구를 잘

받아준다’,‘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는다’의 평균이 4.46과
4.52로 의료진과의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주위사람들에게
잘못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받아주리라 믿는다’,‘내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예전만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다’,‘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들이 있다’에서 ‘항상그렇다’,‘자주그
렇다’,‘보통이다’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응답한 사람이 각각 69.2%,73.1%,80.0%,
85.4%로 대인관계 문항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절대자와의 관계에서는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에서 4.4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하
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만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믿는다’에서는 각각 2.67,
2.8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즉,신이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신이 자신을 돕거나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생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에서는 ‘전혀그렇지 않다’,‘가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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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자주 그렇다’,‘항상그렇다’에 각각 29.2%,25.4%,10.0%,20.0%,15.4%
로 평균은 3.33중정도 이나 분포는 부정적인 집단부터 긍정적인 집단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면,‘나의 감정과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와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에는 평균
점수 3.20과 3.33으로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내가 아파서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의 평균이 2.32로 영적 안녕의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혈액투석환자의 영적 안녕의 빈도와 백분율은 뒷면의 부록을 참조한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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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혈액투석 환자의 문항별 영적안녕 정도                       (N=130)

                

영 역 문  항 평균±표준편차

희 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을 청한다

4.12±1.15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를 여전히 가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7±1.14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되리라고 믿는다 3.59±1.17

나의 질병 뿐 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3.40±1.27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 3.32±1.39

나의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3.12±1.39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2.62±1.38

자기수용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 4.07±1.16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 확신을 할 때도 

있고 의심을 할 때도 있다

4.05±1.20

나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4.01±1.11

치료받는 것이 두렵다 3.83±1.41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

럽다

3.58±1.24

나 자신에게 화가난다 3.48±1.39

질병의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된다

2.9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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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혈액투석 환자의 문항별 영적안녕 정도                 (N=130)

                

영 역 문  항 평균±표준편차

대인관계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는다 4.52±0.86
의사나 간호사는 건강애 대한 나의 질문이나 요구를 

잘 받아준다

4.46±0.91

내가 아파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예전만큼 수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4.03±1.19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들이 있다 3.96±1.24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다

3.76±1.35

주위사람들에게 잘못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받아 

주리라 믿는다

3.19±1.40

과거에 주위사람들에게 잘못했던 행동을 이미 용

서 받았다고 생각한다

2.83±1.02

절대자와

의 관계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4.42±0.93

아픈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3.33±1.46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믿는다

2.85±1.71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2.67±1.62

불확실성 사후세계에 대해 걱정이 된다 4.21±1.13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3.33±1.35

나의 감정과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

른다

3.20±1.25

내가 아파서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는 점이 안타깝다

2.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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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T-score평균 50점,표준편차 10점으로 전환한 표준점
수로 신체적 측면의 삶의 질이 35.65점,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이 44.37점으로 신
체적 삶의 질이 정신적 삶의 질보다 낮게 측정 되었다<표 6>.

<표 6>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                                (N=130)  

 

평균±표준편차 범위(최대-최소)

신체적 삶의 질 35.65±10.79 10.71-55.25

정신적 삶의 질 44.37±11.15 14.18-65.07

TTT---ssscccooorrreee:::일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환산한 점수로서 표준점수 중 하나로 이해하
기 쉽도록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는 10인 단위로 변환하여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삶의
질 도구인 SF-12는 미국의 일반성인 대상자의 삶의 질의 평균 점수를 50점,표준편차는 10
점으로 보고한 기준 점수(norm-basedscoring)를 통해서 측정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T-score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Wareetal,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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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
의의의 질질질의의의 비비비교교교

(((111)))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의의의 비비비교교교

혈액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 연결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ANOVA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연결망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가구 월수입(F=3.46,

P=.01)과 배우자 유무(t=-4.60,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ukey의 다중비교를 한 결과,50만원 미만 집단이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 비해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다(p<.05).
접촉의 빈도에 있어서도 가구 월수입(F=2.71,p=.03)과 배우자 유무(F=-2.27,

p=.02)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적 유대감에 있어서는 종교(t=3.11,p=.01)와 교육(F=3.39,p=.04)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혈액투석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의 차이를 살펴보면,혈액투

석 진단시기에 따라 연결망의 크기(F=2.74,p=.05)와 접촉의 빈도(F=2.47,p=.04)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Tukey의 다중비교를 한 결과,혈액투석 진
단시기가 1년 미만인 집단과 5-10년 사이의 집단에 있어 접촉 빈도에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p<.05).즉,혈액투석 시작한 지 1년 이내의 집단의 접
촉빈도(mean=6.96,SD=2.22)가 5-10년 사이의 집단(mean=5.47,SD=1.61)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혈액투석 시기가 짧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직업이 있는 경우에 연결망의 크기,접
촉 빈도,사회적 유대감의 정도가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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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N=130)

 특  성 구 분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적 유대감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성  별 남 11.32

(2.68)

0.59

(0.55)

6.18

(2.14)

0.54

(0.59)

12.53

(3.81)

0.10

(0.92)

여 11.03

(2.78)

5.98

(1.96)

12.47

(3.30)

나  이 39세

이하

10.59

(2.32)

2.05

(0.11)

5.86

(1.90)

0.64

(0.59)

12.18

(3.14)

0.93

(0.43)

40~49

세

10.33

(2.27)

5.70

(1.90)

11.89

(2.82)

50~59

세

11.68

(2.84)

6.29

(1.98)

13.32

(4.14)

60세

이상

11.62

(2.93)

6.28

(2.27)

12.40

(3.73)

종  교 유 11.03

(2.75)

-0.9

(0.37)

6.05

(2.04)

-0.31

(0.76)

13.24

(3.42)

3.11

(0.01)

무 11.47

(2.67)

6.16

(2.10)

11.29

(3.47)

교  육 중졸

이하

11.03

(3.00)

1.55

(0.22)

5.87

(1.88)

2.21

(0.11)

11.81

(3.34)

3.39

(0.04)

고졸 10.78

(2.69)

5.76

(1.76)

11.92

(3.36)

대졸

이상

11.71

(2.52)

6.57

(2.37)

13.53

(3.77)

직  업 유 11.54

(2.59)

0.70

(0.49)

6.70

(2.03)

1.64

(0.10)

13.38

(3.20)

1.33

(0.19)

무 11.11

(2.42)

5.95

(2.04)

12.30

(3.65)

가구

월수입

50미만  10.40**

(2.60)

3.46

(0.01)

5.60

(1.71)

2.71

(0.03)

11.89

(3.14)

1.39

(0.24)

50-100

미만

10.0

(3.0)

5.18

(1.66)

11.0

(2.65)

100-

200미만

11.0

(2.77)

5.96

(2.24)

12.73

(4.12)

**Tukey다중비교시 p<.05



- 35 -

**Tukey다중비교시 p<.05

<표 7 계속>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N=130)

                                                     

 특 성 구분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적 유대감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200-

300미만

12.07

(2.46)

6.86

(2.10)

13.04

(3.53)

300이상 12.35**

(2.48)

6.65

(2.23)

13.43

(3.96)

배우자 유 11.91

(2.58)

-4.60

<.0001

6.34

(2.12)

-2.27

(0.02)

12.87

(3.66)

-1.98

(0.05)

무 9.51

(2.37)

5.48

(1.74)

11.49

(3.20)

가족력 유 11.58

(2.64)

1.44

(0.15)

6.47

(2.32)

1.83

(0.06)

12.97

(3.95)

1.31

(0.19)

무 10.89

(12.76)

5.79

(1.79)

12.14

(3.24)

만성질환 유 11.31

(2.73)

1.16

(0.25)

6.18

(2.05)

1.18

(0.24)

12.68

(3.68)

1.29

(0.20)

무 10.53

(2.63)

5.58

(2.04)

11.53

(2.86)

만성신부전

진단시기

1년 

미만

10.90

(3.03)

0.77

(0.51)

6.4

(2.12)

0.13

(0.94)

12.7

(4.52)

(년) 1-5년 

미만

10.71

(2.57)

6.17

(2.20)

12.54

(3.29)

5-10년

미만

11.48

(2.86)

6.0

(1.75)

13.0

(3.81)

10-2년 

미만

11.48

(2.71)

6.02

(2.13)

12.14

(3.55)

혈액투석

진단시기

1년 

미만

12.15

(2.75)

2.74

(0.05)

6.96**

(2.22)

2.47

(0.04)

13.04

(3.91)

0.96

(0.41)

(년) 1-5년 

미만

10.71

(2.57)

6.12**

(2.11)

12.73

(3.46)

5-10년

미만

10.69

(2.80)

5.47

(1.61)

12.42

(3.27)

10년 

이상

12.05

(2.50)

6.0

(2.16)

11.3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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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영영영적적적 안안안녕녕녕의의의 비비비교교교

혈액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와 one-wayANOVA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중 영적 안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는 항목은 없었다.교육 수준(F=2.87,p=.06)이 높아짐에 따라 영적 안녕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Tukey검정 결과 대졸이상의 집단이 중졸이하의 집단에 비해
영적안녕이 높게 나타났다(p<.05).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영적 안녕
(mean=3.66,SD=.05)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의 영적 안녕(mean=3.53,
SD=.5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평균 가구 월수입
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영적 안녕(mean=3.40,SD=.47)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결혼 상태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영적 안녕이(mean=3.61,
SD=.52)로 이혼 및 사별 혹은 배우자가 없는 집단(mean=3.41,SD=.49)에 비해
영적 안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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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                        (N=130)  

특  성 구분/범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  별 남 3.57±0.53 0.25 .80

여 3.54±0.51

나  이(세) 39세 이하 3.58±0.40 0.59 .62

40~49세 3.58±0.46

50~59세 3.46±0.64

60세 이상 3.60±0.49

종  교 유 3.60±0.54 1.46 .15

무 3.47±0.47

교  육 중졸이하   3.38±0.53** 2.87 .06

고졸 3.57±0.47

대졸이상   3.65±0.54**

직  업 유 3.66±0.05 1.12 .27

무 3.53±0.52

평균가구 50미만 3.40±0.47 1.63 .17

월수입(만원) 50-100미만 3.70±0.55

100-200미만 3.68±0.56

200-300미만 3.60±0.56

300이상 3.61±0.52

배우자 유무 유 3.61±0.52 -1.91 .06

무 3.41±0.49

가족력 유 3.60±0.58 0.95 .34

무 3.52±0.47

만성질환 유 3.56±0.52 0.02 .98

무 3.55±0.49

만성신부전 1년 미만 3.44±0.51 0.47 .71

진단시기(년) 1-5년 미만 3.61±0.55

5-10년 미만 3.59±0.54

10-20년 미만 3.51±0.48

혈액투석 1년 미만 3.50±0.50 0.48 .70

진단시기(년) 1-5년 미만 3.62±0.55

5-10년 미만 3.53±0.52

10년 이상 3.50±0.47

**Tukey다중비교시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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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비비비교교교

혈액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ANOVA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남성(mean=37.78,SD=10.06)에 비해 여성(mean=33.04,SD=11.21)의 신체적 삶의

질이 낮았으며(t=2.54,p=.01),연령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F=4.83,p=.01),정신적
삶의 질(F=3.43,p=.02)양쪽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삶의 질 점수는 낮아졌는데,Tukey검정을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집단(mean=31.57,SD=11.00)이 39세미만 집단(mean=40.74,SD=8.47)과
40-49세 집단(mean=38.38,SD=10.07)에 비해 신체적 삶의 질이 낮았다.정신적 삶
의 질에 있어서 Tukey검정을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집단(mean=46.82,SD=10.47)
이 50-59세 집단(mean=39.40,SD=12.5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적 삶
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5).즉,연령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으로 신체적
삶의 질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의 대상자들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데 비해,정
신적 삶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mean=38.28,SD=11.02)가 종교가 있는
경우(mean=34.09,SD=10.43)에 비해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17,p=.03),직업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삶의 질(t=-2.99,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영적안녕과 사회연결망에서도 나타난 결과처럼 배우
자가 있는 경우에 정신적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t=-2.73,p=.01).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만성신부전 진단시기가 정신적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07,p=0.03),만
성신부전 진단받은 지 1년 미만의 대상자들의 정신적 삶의 질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교육수준과 가구월수입이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특이사항으로 혈액투석 진단 시기가 10년 이
상인 대상자들의 신체적 삶의 질(mean=37.28,SD=11.08)정도가 다른 시기의 대상
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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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N=130)  

특  성 구분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ean(SD) t/F(p) Mean(SD) t/F(p)

성  별 남 37.78

(10.06)

2.54

(0.01)

43.66

(10.73)

-0.80

(0.42)

여 33.04

(11.21)

45.25

(11.69)

나  이 39세이하 40.74**

(8.47)

4.83

(0.01)

44.62

(7.65)

3.43

(0.02)

40~49세 38.38**

(10.07)

46.16

(11.37)

50~59세 35.89

(10.72)

39.40**

(12.55)

60세이상 31.57**

(11.00)

46.82**

(10.47)

종  교 유 34.09

(10.43)

2.17

(0.03)

43.87

(45.19)

0.07

(0.52)

무 38.28

(11.02)

45.19

(9.96)

교  육 중졸이하 32.30

(12.29)

2.01

(0.14)

45.42

(12.84)

1.91

(0.15)

고졸 36.57

(9.60)

41.99

(11.04)

대졸이상 36.87

(10.76)

46.13

(9.85)

직  업 유 41.45

(9.31)

-2.99

(0.01)

46.41

(7.46)

-1.31

(0.19)

무 34.36

(10.73)

49.18

(11.81)

가구

월수입

50미만 33.63

(11.61)

0.56

(0.69)

42.43

(12.78)

0.64

(0.64)

50-100

미만

36.06

(9.75)

43.96

(13.74)

100-200

미만

36.44

(10.72)

44.61

(10.76)

**Tukey다중비교시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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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속>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N=130)  

 특  성 구분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ean(SD) t/F(p) Mean(SD) t/F(p)

200-300

미만

36.84

(10.46)

46.69

(8.74)

300 이상 36.90

(10.66)

45.01

(9.94)

배우자

유무

유 37.78

(9.99)

1.36

(0.18)

45.95

(10.78)

-2.73

(0.01)

무 34.89

(11.04)

40.07

(11.16)

가족력 유 34.91

(11.05)

-0.71

(0.48)

44.52

(12.12)

0.13

(0.89)

무 36.26

(10.65)

44.25

(10.42)

만성질환 유 35.27

(10.75)

-1.01

(0.32)

44.09

(11.69)

-0.96

(0.34)

무 37.94

(11.15)

46.01

(7.29)

만성신부전

진단시기

1년 미만 36.49

(9.14)

0.04

(0.98)

37.64

(12.74)

3.07

(0.03)

(년) 1-5년 

미만

35.92

(11.73)

47.55

(10.35)

5-10년

미만

35.64

(12.07)

45.52

(12.54)

10-20년

미만

35.31

(9.81)

42.44

(9.90)

혈액투석

진단시기

1년 미만 36.75

(9.61)

0.47

(0.70)

42.24

(14.19)

(년) 1-5년 

미만

35.61

(11.10)

46.80

(10.39)

5-10년

미만

34.12

(11.29)

42.70

(10.45)

10년 이상 37.28

(11.08)

44.17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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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 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 연연연결결결망망망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 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ANOVA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사회 연결망과 관련된 특성 중 정신적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항목은 절친한 친구 유무(t=-1.87,p=.06),가까운 친구 수(F=3.75,p=.01),
배우자 유무(t=-2.73,p=.01)가 있었다.즉 절친한 친구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정
신적 삶의 질이 높았으며,Tukey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까운 친구수가 3-5명인 집
단(mean=49.10,SD=9.60)이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며,가까운 친구가 0명인
집단(mean=39.28,SD=15.20)과 1-2명인 집단(mean=40.85,SD=9.83)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정신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p<.05).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가까운 친구 수가 6명 이상인 경우보다 3-5명일 경우에 신체적 삶의
질 정도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mean=37.47,SD=10.09),친구수가 단순
히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 연결망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자녀수와 친척 수가 증가 할 수
록 신체적 삶의 질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자녀 수,
가까운 친척 수,가까운 친구 수와 절친한 친구를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삶의 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에 신체
적 삶의 질(mean=34.09,SD=10.43과 정신적 삶의 질(mean=43.87,SD=11.84)이 낮
게 나타난데 비해,종교의식의 참여 정도가 1주일에 2회 이상일 때,신체적 삶의
질(mean=38.99,SD=10.9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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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                 (N=130)

특  성 구분/범위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ean(SD) t/F(p) Mean(SD) t/F(p)

배우자 무 34.89

(11.04)

1.36

(0.18)

45.95

(10.78)

-2.73

(0.01)

유 37.78

(9.99)

40.07

(11.16)

절친한 

친구

무 33.87

(11.27)

1.76

(0.16)

41.21

(11.49)

-1.87

(0.06)

유 36.26

(10.64)

45.40

(11.05)

자녀 수 0명 42.11

(9.44)

38.87

(9.51)

1-2명 43.61

(12.22)

35.37

(10.74)

3-5명 47.43

(9.85)

33.99

(11.50)

6명 이상 56.24

-

19.35

-

가까운 친척 수 0명 34.14

(11.70)

0.68

(0.61)

44.01

(10.99)

1.0

(0.41)

1-2명 34.92

(9.95)

46.11

(11.00)

3-5명 36.16

(11.83)

41.94

(11.80)

6-9명 35.98

(8.80)

42.31

(13.21)

10명 이상 38.76

(9.80)

47.36

(9.34)

가까운 친구 수 0명 32.61

(11.19)

0.74

(0.57)

39.28**

(11.20)

3.75

(0.01)

1-2명 35.92

(10.77)

40.85**

(9.83)

3-5명 37.47

(10.09)

49.10**

(9.60)

6-9명 36.12

(9.19)

44.33

(8.32)
10명 이상 35.07

(12.57)

44.58

(13.49)

**Tukey다중비교시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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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                      (N=130)

특  성 구분/범위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ean(SD) t/F(p) Mean(SD) t/F(p)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자녀 수

0명 37.43

(9.86)

0.68

(0.51)

41.55

(10.83)

1.79

(0.17)

1-2명 35.11

(10.99)

45.08

(11.53)

3-5명 34.61

(11.80)

46.67

(9.88)

6명 이상 - -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가까운

0명 34.20

(10.67)

1.05

(0.38)

43.68

(11.41)

0.66

(0.62)

친척 수 1-2명 35.63

(11.10)

44.70

(12.08)

3-5명 38.10

(11.22)

45.43

(10.22)

6-9명 39.62

(11.10)

39.68

(6.72)

10명 이상 41.04

(8.87)

49.15

(10.81)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는 가까운

0명 33.62

(10.63)

1.47

(0.22)

42.9

(10.85)

0.48

(0.75)

친구 수 1-2명 38.62

(10.09)

44.73

(10.85)

3-5명 37.21

(10.78)

44.37

(10.83)

6-9명 34.19

(10.03)

46.52

(11.25)

10명 이상 32.90

(12.91)

47.13

(14.24)

절친한 친구와 

만나는 빈도

1회 이하/년 34.06

(11.13)

1.85

(0.12)

42.01

(11.18)

1.58

(0.18)

1년에 몇 번 36.18

(10.38)

46.01

(9.79)

1회/월 33.76

(9.71)

42.87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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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                      (N=130)

특  성 구분/범위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ean(SD) t/F(p) Mean(SD) t/F(p)

1회/주 40.73

(11.48)

47.89

(9.85)

매일 36.70

(11.43)

48.59

(6.73)

종교의식 참여 2회 이상/주 38.99

(10.96)

1.22

(0.31)

43.68

(14.46)

0.19

(0.94)

1회/주 32.43

(4.58)

45.73

(11.48)

1-3회/월 35.29

(7.75)

44.66

(3.58)

1회 미만/월 35.46

(8.44)

44.79

(12.00)

참석 안함 36.57

(10.97)

43.73

(10.75)

지역사회 사회활동 0시간 36.05

(11.22)

1.23

(0.30)

44.43

(11.34)

1.22

(0.31)

(주당) 1-2시간 34.55

(9.95)

45.85

(9.55)

3-5시간 36.23

(5.54)

37.48

(14.73)

6-10시간 14.10

( - )

51.10

( - )

11-15시간 - -

16시간 이상 40.08

(9.36)

38.78

(8.52)

자조모임 참여 안함 35.28

(10.83)

1.71

(0.18)

44.51

(11.24)

0.80

(0.45)

과거에 참여 42.97

(7.89)

39.67

(12.19)

최근에 참여 34.76

(11.69)

47.05

(7.77)



- 45 -

(((222)))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과 사회연결망,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연결망,영적안녕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의 Pearson's상관계수를 알아본 결
과 영적안녕과 사회연결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4,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연결망은 정신적 삶의 질(r=.20,p=.02)과만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영적안녕은 신체적 삶의 질(r=.20,p=.02)과 정신적 삶의 질
(r=.48,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특히 정신적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11>.

<표 11>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 영적안녕, 삶의 질의 관계    (N=130)   

 

사회연결망 영적안녕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연결망

영적안녕    .34**

신체적 삶의 질  .06  .20*

정신적 삶의 질   .20*   .48**  .03

*p<.05,**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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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의의의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사회연결망의 크기(r=.05,p=.59),접촉빈도(r=.07,p=.44),사회적 유대감(r=.06,

p=.49)은 신체적 삶의 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그러나 정신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 연결망의 크기
(r=.22,p=.01)와 접촉빈도(r=.17,p=.06)는 정신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즉,사회연결망의 크기가 크고 접
촉 빈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의 하위범주와 삶의 질의 관계    (N=130)  

  

크기 접촉빈도 사회적 유대감

신체적 삶의 질 .05 .07 .06

정신적 삶의 질  .22*  .17* .15

*p<.05,**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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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안안안녕녕녕의의의 하하하위위위범범범주주주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영적안녕 중 희망(r=.33,p<.0001)과 불확실성(r=.33,p<.0001)이 신체적 삶의 질

과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또한 영
적 안녕 중 희망(r=.33,p<.0001), 자기수용(r=.54,p<.0001),대인관계(r=.30,
p=.001),절대자와 관계(r=.28,p=.001)는 정신적 삶의 질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즉,희망은 신체적 삶의 질과 정신적 삶의 질 모두와 비슷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자기수용은 정신적 삶의 질과만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불확실성
은 신체적 삶의 질과만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05,**p<.0001

<표 13>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안녕의 하위범주와 삶의 질의 관계      (N=130)  

  

희망 자기수용 대인관계
절대자와의

관계
불확실성

신체적 삶의 질 .33** .16 -.11 .04   .33**

정신적 삶의 질 .33**   .54**   .30*  .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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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111)))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인 영적안녕의 속성 중 희망
과 불확실성,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 변수인
나이,종교,성별,직업의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의미
있게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을 추가하여 단계
적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련 있는 독립변수로 영적 안녕 중 불확실성,직업,종

교,희망,성별이 종속변수인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R2=.239,p=<.0001).
분석 결과<표 14>,환자의 자기수용이 가장 강력한 인자로 나타나 신체적 삶의

질을 10.9% 설명할 수 있었고,직업은 5.2%,종교는 3.7%,희망은 2.6%,성별은
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혈액투석환자에서는 불확실성과 희망에 대한 영적안녕 정도가 높을수록 삶

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으며,직업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삶의
질이 높아졌다.그러나 종교가 있는 경우에 신체적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신체적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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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0)

Model B S.E. t p partial R
2

R
2

F(p)

(Constant) 19.68 4.22 21.76 <.0001 .239 7.79

<.0001

불확실성 2.96 1.27 15.59 .0001 .109

직 업 4.63 2.26 7.83 .006 .052

종 교 -3.52 1.82 5.84 .017 .037

희 망 2.61 1.17 4.23 .004 .026

성 별 -2.86 1.82 2.46 .119 .015

a. Predictors: (Constant), 불확실성

b. Predictors: (Constant), 불확실성, 직업

c. Predictors: (Constant), 불확실성, 직업, 종교

d. Predictors: (Constant), 불확실성, 직업, 종교, 희망

e. Predictors: (Constant), 불확실성, 직업, 종교, 희망, 성별

Dependent Variable: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적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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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정정정신신신적적적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혈액투석 환자의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인 영적안녕의 속성 중 희망,
자기수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사회연결망의 속성 중 연결망의 크기(가까
운 친구,절친한 친구,친척),접촉빈도와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 변수인 나이,배우자 유무,만성신부전 진단시기의 변수를
포함하였다.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의미 있게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을 추가하여 단계적중회귀분석
(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련 있는 독립변수로 영적 안녕 중 자기수용 및 배우

자와 절친한 친구 유무가 종속변수인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R2=.346,p=<.0001).
분석 결과<표 15>,환자의 영적 안녕 중 자기수용이 가장 강력한 인자로 나타

나 정신적 삶의 질을 29.2% 설명할 수 있었고,배우자 유무는 3.2%,절친한 친구
유무는 2.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혈액투석환자에게서는 자기수용의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정신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배우자와 절친한 친구가 있을 때에 정신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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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혈액투석 환자의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30)

Model B S.E. t p partial R
2

R
2

F(p)

(Constant) 9.01 4.43 4.13 .04 .346 22.17

<.0001

자기수용 7.83 1.10 52.70 <.0001 .292

배 우 자 4.58 1.82 5.90 .016 .032

절친한 친구 3.86 1.86 4.30 .04 .022

a. Predictors: (Constant), 자기수용

b. Predictors: (Constant), 자기수용, 배우자

c. Predictors: (Constant), 자기수용, 배우자, 절친한 친구

Dependent Variable: 혈액투석 환자의 정신적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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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환자의 개인적,사회적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혈액투석 환자
들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간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도되었다.아직까지 혈액투석 환자들의 사회연결망,영적안녕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삶의 질과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
은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AA...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의의의 질질질정정정도도도

혈액투석 환자들의 사회연결망 정도는 배우자와 절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각
각 73.1%와 75.4%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가까운 친구 수는 3-5명에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이는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app et
al(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그러나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가까운
친구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5.4%였으며,절친한 친구와 만나는 정도가
1년에 1회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9.2%였다.직장암 환자의 경우에서 같은 경
우에 각각 6%와 2%인 것에 비해 혈액투석 환자들이 가깝고 절친한 친구를 만나
는 것에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다.지역사회 사회활동 시간은 1주일에 0시간으로
응답한 사람이 71.5%로 높게 나타났으며,Kroenkeetal(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1주일에 0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이처럼
친구를 만나는 것과 사회 활동에 제한이 큰 반면에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횟수가
1주일에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7.7%로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Kroenkeetal(2006)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
다.따라서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있어서 사회 연결망은 친구나 사회활동을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종교의식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짐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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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와 같이 다양한 종교의식과 종교 활동의 권장을 통해서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으며,더 나아가 친구를 만나
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심각하게 낮은 혈액투석 환자들의 현실을 파악하
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또한 사회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 정도(mean=110.24)는 이원희 등(2001)
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mean=111.7)와,Highfield(1992)가 폐암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mean=120.0)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나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민소영(1995)의 연구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mean=105.91)보다는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을 보면,김정남 등(1998)은 혈액
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mean=57.10)이 암환자의 영적안녕(mean=54.44)이나(강정
호,1996),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mean=42.27)에 비해(성미순,1998)높은 영적
안녕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Tu(2006)는 세 개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질병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Reed(1987)는 일반 성인 집단에 비해 말기 암환자 집단에서
영적인 관심이 많다고 보고하였다.Koetal(2007)은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있어,신
체적 기능이 저하될 때,영성이 강화되며,혈액투석 환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희망,의미,목적을 찾기 위해 종교적이고,영적인 신념
에 의지하게 된다고 하였다.즉,말기 암이나 혈액투석과 같이 만성적인 질병상태
에 이르렀을 때,비로소 자신의 실존적,영적 존재로써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안녕 정도를 희망,자기수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

불확실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대인관계(mean=3.82)정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이는 ‘의사와 간호사’와 관련된 문항(mean=4.46)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자기수용
(mean=3.72)과 희망(mean=3.42)의 순으로 나타났다.몇몇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
의 사회심리적인 상태를 주로 부정적인 양상인 걱정,안절부절,우울,분노로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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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Weisbordetal,2005;Kimmeletal,1995)본 연구결과에
서는 자기 수용과 관련되어 ‘질병의 치료과정,후유증,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된
다’에서는 평균 2.98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으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가 평균 4.07,‘나는 질병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평균 4.01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희망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볼
때,‘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 한다’는 평균 2.62점으로 낮게 측정되었지만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를 여전히 가치 있는 한사람 이라고 생각 한
다’에 관해서는 63.1%의 대상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답하였다.불확실성과 관
련된 결과 중 ‘내가 아파서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의 평균이 2.32로 모든 항목들 가운데 가장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기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면,신체적 삶의 질(mean=35.65,
SD=10.79)과 정신적 삶의 질(mean=44.37,SD=11.15)이 T-score의 평균인 50점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Drayeretal(2006)의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우
울정도와 SF-36을 이용한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면,최근 우울하지 않은 혈액투
석 환자들의 신체적 삶의 질(mean=41.2,SD=10.2)과 정신적 삶의 질(mean=50.9,
SD=8.7)이 최근 우울한 경우의 혈액투석 환자들의 신체적 삶의 질(mean=36.8,
SD=9.5)과 정신적 삶의 질(mean=43.3,SD=7.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
어,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 정도는 우울한 투석 환자들
의 삶의 질 정도와 유사하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반면
Ferrans& Powers(1993)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으며,비용이 많이 드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높은 삶의 질을 즐긴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Bihl
etal.,1988;Bremeretal.,1989;Simmons& Abress,1990),혈액투석환자의 삶
의 질이 비교적 높은 이유로 혈액투석 진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혈액투석생
활에 적응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지난 대상자가 11.9%를 차지하였으며, 투석 시작 후 5년 미만의 대상자가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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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나타내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Cleary
& Drennan(2005)의 연구에서는 SF-36의 T-score를 사용하였을 때,혈액투석 환
자의 신체적 삶의 질(mean=38.71,SD=10.08)이 정신적 삶의 질(mean=51.12,
SD=7.14)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신체적 삶의 질의 문항별 빈도를 살펴보면,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가 부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이는 신체적 역할제한이 높게 측정된 것
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또한 정신적 삶의 질의 문항별 빈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0%정도가 활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는데,이는 질병과정으로
인해 에너지 수준이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신체적 역할제한과
달리 감정적 역할제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 신체적 삶의
질에 비해 정신건강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
서 간호사는 혈액투석 환자들을 바라볼 때,이처럼 건강관련 삶의 질 안에서 신체
적 정신적 영역이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간호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BBB...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
의의의 질질질의의의 차차차이이이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을 살펴보면,가구 월수입(F=3.46,
p=.01)과 배우자 유무(t=-4.60,p<.0001),혈액투석 진단시기(F=2.74,p=.03)가 연결
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차이를 나타냈다.이는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 경제력
에 의해 접촉 빈도에 차이가 있었고(p<.05),배우자 유무에 따라 사회 연결망의
크기(p<.001)에 차이가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사회적 유대감에 있어서는
종교의 유무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도 종교의
유무가 사회 연결망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가구의 수입정도가 증가 할수록 연결망의 크기,접촉빈도,사회적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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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가 밀접
한 것처럼(김혜련,2004)현대에는 경제적인 수준이 건강 뿐 만 아니라,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
음을 인식할 수 있다.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직업이 있
는 경우에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모든 영역의 사회 연결망의 점수가 높았다.혈액
투석 환자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직장생활이 힘든 대상자들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연결망이 제한 될 수 밖 에 없
음을 고려하면서,경제적인 제한을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혈액투석 환자들(Levy
& Wynbrandt,1975)의 사회 연결망 정도를 사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ukey검정 결과 혈액투석 시작한 지 1년 이내의 집단이 5-10년 기간 동안 투

석을 한 대상자들에 비해 높은 접촉 빈도를 나타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혈액투석 시기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점점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연구에서 사회적 결속력이 낮은 경우에 사망률(p<.001)과 심장질환 발생
률(p=.03),암 발생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Engetal,
2002),혈액투석 환자들의 투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회적 유대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사항이 될 수 있다.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연결망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혈액투석환자들의 투석기간에 따른 사회연결망 정도를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간호중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대한 영적 안녕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을 때,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으나,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에 비해 영적안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t=-1.91,p=.06),교육수준이 높을
수 록 영적 안녕이 높았다(F=2.87,p=.06).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영적 안녕에 대
한 Tukey검정을 한 결과,중졸이하의 그룹이 대졸 이상의 그룹에 비해 영적 안녕
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는 김정남 등(1998)의 연구에서 교육
정도(F=2.81,p=.04)에 의한 영적 안녕의 차이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따



- 57 -

라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교육 수준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도,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들에게 있어 영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특히 더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정상옥(2006)의 연구에서 암환자들의 영적 안녕에 있어 종교의 유
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며,종교가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영적 안녕
점수를 나타냈으나(t=-2.017,p=.05),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신체적 삶의 질에 있어서는
남자(mean=37.78,SD=10.06)가 여자(mean=33.04,SD=11.21)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데 반해 정신적 삶에 있어서는 여자(mean=45.25,SD=11.69)가 남자(mean=43.66,
SD=10.73)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정신적 삶의 질에 있어서는 여
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영적 안녕은 남자가 높게 나온 것도 주목해 볼 만
하다.연령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가 있음이 나타났다.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삶의 질은 낮아지고,정신적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이는 Grimsley(2006)의 연구에서 연
령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신체적 삶의 질이 낮아졌으며,정
신적 삶의 질(r=.20,p=.05)은 높아진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혈액투석 환자의
나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문연옥,2004;Morsch
etal,2006).또한,Koetal(2007)의 SF-12를 이용한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나이와 신체적 삶의 질이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따라
서 혈액투석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연령에 따른 신체적 삶과,정신적 삶의 질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중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일반적 사항 중 종교가 있는
경우에 영적 안녕의 정도가 높았던 것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데,이는 종교를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의 장·단점을 단순히 구
분하는 것 보다는 영적안녕이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Edmondson etal,
2007),그 광범위한 의미 중의 하나로써 종교가 각각의 개인의 영적 안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좀 더 그 의미를 탐구해
야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직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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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41.54,SD=9.31)에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
데,이는 문연옥(2004)년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인 반면 양승희(1989),김
옥수(1993),김경희(1996)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
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직업을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역할을
실현하는 것이 정신적 삶의 질 뿐 만이 아니라 신체적 삶의 질의 차이와 관련된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질병 관련 특성으로 만성 신부전 진단 시기가 정신적
삶의 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혈액투석
진단 시기가 10년 이상인 대상자들에 있어서 신체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혈액투석 시기가 길어질수록 정신적 삶의 질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rschetal(2006)의 연구에서도 1년 미만의 혈액투석 환자들보다 1년 이상의 환
자들의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제한 안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
들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CCC...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연연연결결결망망망,,,영영영적적적안안안녕녕녕,,,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혈액투석환자들의 사회연결망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사회 연결망은
신체적 삶의 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정신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이미 Berkmanetal(2000)은
사회연결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Berkman& Syme(1979)은 사회연결망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사
회적 결속정도에 따라 매우 유의하게 사망률에 영향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p<.001).Michaeletal(2002)의 연구에서는 SF-36을 이용하여 유방암 생존자들의
사회 연결망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다변량분석을 통해 사회적 통
합 정도가 낮아질수록 정신적 삶의 질 중 활력(p=.0001)과 정신건강(p=.01)의 정도



- 59 -

가 낮아진다는 것을 밝히면서 질병과 관련된 다른 특성 혹은 치료들 이상으로 사
회적 통합정도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의 사회연결망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

펴보면,정신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절친한 친구유무와 가까
운 친구 수,배우자 유무였다.부부친밀도는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자,결
혼생활 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김숙남,1998)이며,본 연구에서도 배우자 유무(t=-2.73,P=.01)는 의미 있
게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우자는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친밀
하고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며,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가까운 친구와 절친한
친구도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appetal,2003).본 연구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가까운
친구수가 3-5명인 경우의 정신적 삶의 질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측
정된 사실이다(F=3.75,p=.01).즉 무조건 친구의 수가 많은 것보다 친구수를 3-5
명 정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정신적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때로 배
우자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 혹은 모든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
는 절친한 친구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양적인 확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오히려 가족보다 투석을 받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의사 혹은
간호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정이 들었다고 언급한 환자도 있으며,실제로
일차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의료진과 자신의 종교적 이슈나 영적인 요구에 관
해 의료진과 자주,깊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들과 이러한 대
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ing& Bushwick,1994).이러한 측면을 고
려하면서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투석환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의사와 간호사도 사회연결망의 한 요소로써 혈액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의 구성요소로써 연결망의 크기(친한 친구,친척,비밀

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의 존재),접촉빈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포함하여
사회연결망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밝혔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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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안녕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영적인 안녕은 크게 신체적 삶의 질
과 (r=.20,p=.20),정신적 삶의 질(r=.45,p<.0001)양측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특히 정신적 삶의 질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u(2006)는 건강관리에 있어 정신,종교,영성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
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위의 결과를 토대로 영성이 정신적 삶의 질과 구분되어
신체적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혈액투석 환자들의
영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영적인 속성으로 종교적 신념과 종교의식 참여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Pateletal,
2002;Kimmeletal,2003),Tanyi& Werner(2003)는 혈액투석을 제공받는 여성들
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이 영적 안녕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
으며,오복자(1997)의 연구에서는 암환자에 있어서 영적 안녕이(r=.58,p=.0001)삶
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김정남 등(1998)의 연구에서 혈액
투석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r=.37,p=.0001)와,신체적 기력(r=.21,p=.003)
이 영적 안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속성이 신체적,정신

적 삶의 질과 강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이것은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과정에서 만나는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Weil,2000).Weil(2000)은 혈액투석
환자의 희망을 증진시키는 요소로써,전환활동,가족,친구들과의 활동,걷기,정원
가꾸기,운동하기,규칙적으로 외식하기,친구방문하기,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등이 희망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하였다.McClainetal(2003)의 연구
에서도 희망 없음이 영적 안녕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r=-.68,p<.0001).희망은 Nightingale(1969),Parse(1990)등 의 간호철학자에 의
해 간호의 본질적 요소로서 언급되어오며,여러 간호학자들은 고통이나 죽음에 직
면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삶의 질과 관련하여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Douvile,1995;Hummelvoll& Silva,1994).이처럼 희망은 절망할 수 있는 한계
상황 안에서 생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혈액투석환자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저하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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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증가시키는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찾을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은 신체적 삶의 질과 관계가 있었다.불확실성이 자신의 현실과 감정

에 대한 모호함,자신과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때,이는 Curtinetal(2004)의 연구에서 투석하는 동안의 자기 관리
(r=.21,p=.000)혹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r=.12,p=.05)이 신체적 삶의 질
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역할을 찾고,적절한 목표달성의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개선시킬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수용’의 영역이 정신적 삶의 질과 강한 관련성이 있었는데,자기 자신의 내

적,외적인 상황을 분노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자기 수용
이라는 속성은 삶의 질 중 특히 정신적 삶의 질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r=.54,p<.0001).자기 수용의 속성은 자신의 분노,우울과 같은 감정 자체
의 의미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Curtinetal(2004)역시
혈액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을 다스리고(r=.21,p=.0001)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r=.17,p=.01)은 정신적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다
고 밝혔다.이처럼 자기수용의 속성은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인 상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혈액투석 환자들의 정신적 삶의 질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사회 연결망과 영적안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전체 영적 안녕과 연결망의 크기
(r=.26,p=.003),접촉빈도(r=.25,p=.004),사회적 유대감(r=.33,p=.0001)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오히려 사회연결망이 삶의 질보다
영적 안녕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영적 안녕의 영역 중
희망(r=.29,p=.001;r=.26,p=.003;r=.34,p=<.0001)과 자기수용(r=.29,p=30;r=.26,
p=.01;r=.34,p=.02)이 연결망의 크기,접촉빈도,사회적 유대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사회연결망은 영적 안녕과의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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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회연결망과
영적안녕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그 인과관계의 확인과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Andoetal(2006)은 영적안녕의 증진을 위한 잠재적 요
인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들었으며,악화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Richardetal(2006)도 영적인 성장과 안녕상태가 식이장애 환자들
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관계와 영적안녕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Tanyietal(2006)은 혈액투석을 제공받는 여자 환자들의 돌
봄에 있어서의 영성의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은 간호사
들이 마치 친구처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서 자신들을 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호사-환자 관계와 유대감이 강력한 영적인 중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개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는
데,환자들을 위한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원목자 혹은 임상사목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Carosella,2002;Handzo& Koening,2004)도 이들의 연결망과 영적안녕
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하였다.이러한 간호사-환자
관계와 영적 돌봄 전문가인 원목자와 환자와의 만남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
회연결망의 항목인 배우자,가까운 친구,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의
특성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이와 관련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면,혈액투
석환자의 영적안녕과 사회연결망의 상호작용을 통한 삶의 질의 증진이 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DDD...혈혈혈액액액투투투석석석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불확실성(Partial R2=.109,
p=.0001),직업(PartialR2=.052,p=.006),종교(PartialR2=.037,p=.017),희망(Partial
R2=.026,p=.004),성별(PartialR2=.015,p=.12)을 통해 총 23.9%의 설명력을 보였
다.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기수용(PartialR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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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과 배우자(PartialR2=.032,p=.016),절친한 친구(PartialR2=.022,p=.04)가
전체 모델의 34.6%를 설명하였다.
신체적 삶의 질과 정신적 삶의 질 각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로

써 영적안녕 중 불확실성과 자기 수용이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Edmondsonetal(2007)은 영적안녕과 SF-12를 이용한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
계에서 영적안녕의 속성 중 실존적 안녕이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에 있어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같은 영적안녕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는 않았으나 위의 연구에서는 실존적 안녕이란 종교적 안녕과 구분되어 인생의
의미,목적,가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본 연구의 불확실
성과 자기수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오복자(1997)도 암환자의 삶의 질 영
향요인으로 실존적 영적 안녕이 37%를 설명하고 있으며,영적 안녕이 암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전정자 등(2000)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의 관
련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최근에는 만성 질환자인 HIV 환자에 있어서도 삶의
질에 있어서 영적안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Grimsley, 2006). 그러나
Molzahn(2007)은 영국,캐나다의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과 삶의 질 연
구에서 영성이 삶의 질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을 고려해볼 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암,HIV,혈액투석과 같이 실존적 위기에 직
면한 만성질환자에게 있어 질병과정을 통해 영적 안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신체적 삶의 질을 의미 있게 작용하는 요인은 직업이었는데,이는 혈

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요인으로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요인이다(김인희,1988;
민현조,1998;Bonney,1978;,Sessoetal,2003).직업은 주요 경제상태의 한 요소
로서 전 생애를 통하여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아발
견과 자아 존중의 근원을 제공해주고,단지 소득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노유자,1988)혈액투석 환자에 있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직업의 존재가 삶의 질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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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세 번째 요소인 종교에 관해 살펴보면,종
교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본 연구에서도 종교의 유무
정도는 영적 안녕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나오지 않았다.반면,Pateletal(2002)은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있어 영성과 종교의식 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지각한 삶의
질에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즉,영성이라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신념 뿐 만이 아니라 희망,자기수용,관계 등의 내적인 가치를 포함한다고 본다면
(O'Neill& Kenny,1998),단순한 종교유무를 넘어 종교를 통해 성숙된 영성과 종
교의식에의 참여가 있을 때,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밖에 관련요인으로 희망과 성별이 있었는데,희망은 혈액투석환자의 대처기전

으로써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간호개념이므로(이미자,1991)환
자들의 희망정도를 정확히 사정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Morschetal(2006)의 연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고 언급하며,그 이유로써 여성들은 질병 그 자체보다 사회심리적 요소와
더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Kalantar-Zadehetal,2001),혈액투석
을 제공받는 남녀 환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와 절친한 친구유무가 있었다.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지지,배우자의 지지가 환자와 배우자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정복례, 1991) 배우자나 절친한 친구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투석환자가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확인된 배우자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 안에
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자신을 받아들이고,자기 자신
과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와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합해 나갈
수 있으며,이를 통해 힘든 질병과정을 견디어 나갈 희망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혈액투석 환자들은 가족,친구,종교적 신념을 유
지하기 위한 관계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Weil,2000),
사회활동이나 자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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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의 투석을 받는 동안 대기실,혹은 휴게실이나 투석 받는 침상에서 함께하는
환자들과 많은 정보와 교류를 나누고 있는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도 만나기 힘
든 친구보다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동료 혈액투석환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
성할 수 있게 된다면,개인 간 관계의 증진과 자연스런 자조모임의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위
한 적절한 중재안이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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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간호 연구의 측면으로는 최근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로써 많이 이용되는 SF-36
의 shortform인 SF-12를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제한이 많은 혈액투석 환자들의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현재
까지 혈액투석 환자들의 영적안녕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
안녕정도는 매우 단순하게 측정되어 왔는데,본 연구에서는 Highfield(1992)의 영
적안녕 사정도구를 통해 광범위한 영적 안녕의 개념 중에 어떠한 부분이 혈액투
석 환자에게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간호학에서는 아직까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타 학문 분야에서 최근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다고 대두되는 사회연결망의 속성을 혈액투석 환자에게 적용하여 사회연결
망이 영적안녕과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 실무적 측면으로는 간호사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들의 낮
은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에 처
해 있는지를 인식하면서,이의 완화를 위해 영적 안녕을 증진시켜 주고 사회 연결
망의 강화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호의 영역을 확장시
킬 수 있다.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영적안녕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
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연결망의 특성인 가까운 친구와 이들을 만
날 수 있는 정도,자조모임에의 참여 정도와 종교의식 참여 정도를 사정함으로써,
필요한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목자나 임상사목자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한
다면 궁극적으로 혈액투석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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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사회연결망,삶의 질 정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혈액투석을 제공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서울 및 경
기소재의 종합병원 3곳과,서울,성남,대전 소재의 내과 4곳에서 연구 참여에 동
의한 130명을 조사하였다.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자
료수집방법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문지법을 통해 이루어졌고,소요시간은 약 20
분 정도였다.연구도구는 Highfield(1992)에 의해 개발된 영적안녕 측정도구,
Berkman(1979)의 SocialNetwork Index를 수정 보완하여 만들어진 사회연결망
측정도구,MedicalOutcomeSurveySF-12(Wareetal,1996)를 사용하였다.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혈액투석 환자의 사회 연결망에서는 절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24.6%이고,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친구가 없는 경우도 35.4%로 높게 나타났다.혈액투석 환
자의 영적 안녕정도는 평균 111.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영적안녕의 하부
영역 중 자기수용(mean=3.72)과 희망(mean=3.42)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혈
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정도는 50점 평균의 T-score로 환산하였을 때,신체적 삶
의 질 점수가 35.65점,정신적 삶의 질 점수가 44.37점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며,신
체적 삶의 질이 정신적 삶의 질에 비해 낮았다.
2.혈액투석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은 가구 월수입이 높을수록,배우자가
있는 경우,혈액투석 진단시기가 1년 미만 일 때 연결망의 크기와 접촉빈도가 높
았으며,종교가 있는 경우(t=3.11,p=.002)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F=3.39,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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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감이 높게 나타났다.영적 안녕의 차이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F=2.87,p=.06)영적안녕이 높았다.여성보다 남성(t=2.54,p=.01)인 경우,나이가
적을수록(F=4.83,p=.003),종교가 없을 때,(t=2.17,p=.03),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t=-2.99,p=.003)신체적 삶의 질이 좋았으며,반면,나이가 많아질수록(t=3.43,
p=.02),배우자가 있을 때(t=-2.73,p=.01),만성신부전 진단시기가 1년 미만일 때
(t=3.07,p=.03)정신적 삶의 질이 좋았다.
3.혈액투석 환자의 사회 연결망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면,절친한 친구가 있을
때에(t=-1.87,p=.06)정신적 삶의 질이 높았으며,가까운 친구 수가 3-5명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정신적 삶의 질이 높았다(F=3.75,p=.01).
4.사회연결망은 영적 안녕(r=.34,p<.0001)과 정신적 삶의 질(r=.20,p=.02)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영적안녕은 신체적 삶의 질(r=.20,
p=.02)과 정신적 삶의 질(r=.48,p<.0001)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는 불확실성,직업,종교,희망,성별
을 통해 총 23.9%의 설명력을 보였다.즉,혈액투석환자에서는 불확실성과 희망에
대한 영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으며,직업이 있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그러나 종교가 있는 경우에 신
체적 삶의 질이 오히려 낮아졌으며,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신체적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는 자기수
용과 배우자,절친한 친구가 전체 모델의 34.6%를 설명하였다.즉,혈액투석환자에
게서는 자기수용의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정신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배우자와 절친한 친구가 있을 때에 정신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혈액투석환자의 신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영적안녕 중
희망과 불확실성 정도를 사정한 후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절친한 친구,가까운 친구수를 통해 사회연결망
을 확충하고,영적안녕 중 희망,자기수용,대인관계,절대자와의 관계 정도를 사정
하여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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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하여 추후 간호연구의 방향과 실
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혈액투석 환자들의 사회연결망을 강화하고,영적안
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및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2)연구도구의 평준화와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
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3)본 연구 설계는 횡단적 연구로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질별 과정과 삶의 질의
수준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사회연결망,영적안녕
과 삶의 질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향적,종단적 연구설계
를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특성,사회연
결망,영적안녕의 인과관계 밝힐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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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111>>>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안녕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N=130)

문  항 항상

그렇다

인수(%)

자주

그렇다

인수(%)

보통

이다

인수(%)

가끔

그렇다

인수(%)

전혀

그렇지

않다

인수(%)

M

(SD)

1.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

한다.

16

(12.3)

17

(13.1)

33

(25.4)

29

(22.3)

5

(26.9)

2.62

(1.38)

2.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

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30

(23.1)

15

(11.5)

17

(13.1)

18

(13.9)

50

(38.5)

2.67

(1.62)

3. 나의 질병 뿐 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28

(21.5)

42

(32.3)

28

(21.5)

18

(13.9)

14

(10.8)

3.40

(1.27)

4.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

에게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0.8)

9

(6.9)

7

(5.4)

30

(23.1)

83

(63.9)

4.42

(0.93)

5.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지

만 나를 여전히 가치 있는 한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43

(33.1)

39

(30.0)

28

(21.5)

15

(11.5)

5

(3.9)

3.77

(1.14)

6. 의사나 간호사는 건강에 대한 나

의 질문이나 요구를 잘 받아준다.

88

(67.7)

22

(16.9)

13

(10.0)

6

(4.6)

1

(0.8)

4.46

(0.91)

7.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

8

(6.2)

9

(6.9)

8

(6.2)

46

(35.4)

59

(45.4)

4.07

(1.16)

8.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느님

(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받아주

시리라고 믿는다.

40

(30.8)

12

(9.2)

16

(12.3)

13

(10.0)

49

(37.7)

2.85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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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상

그렇다

인수(%)

자주

그렇다

인수(%)

보통

이다

인수(%)

가끔

그렇다

인수(%)

전혀

그렇지

않다

인수(%)

M

(SD)

18.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되

리라고 믿는다.

32

(24.6)

44

(33.9)

33

(25.4)

11

(8.5)

10

(7.7)

3.59

(1.17)

19.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다.*

9

(6.9)

18

(13.9)

30

(23.1)

34

(26.2)

39

(30.0)

3.58

(1.24)

20.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잘 돌봐

주고 있다고 믿는다.

91

(70.0)

21

(16.2)

14

(10.8)

2

(1.5)

2

(1.5)

4.52

(0.86)

21.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

줄 수 있다고 믿는다.

58

(44.6)

20

(15.4)

26

(20.0)

15

(11.5)

11

(8.47)

3.76

(1.35)

22.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께 

용서받아야 되는 좋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6

(4.62)

18

(13.9)

33

(25.4)

19

(14.6)

54

(41.5)

3.75

(1.26)

23.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들이 있다.*

59

(45.4)

35

(26.9)

17

(13.1)

10

(7.7)

9

(6.92)

3.96

(1.24)

24. 사후세계에 대해 걱정한다.*
5

(3.58)

9

(6.92)

15

(11.5)

26

(20.0)

75

(57.7)

4.21

(1.13)

25. 나는 질병치료와 관련된 의사결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7

(43.9)

36

(27.7)

24

(18.5)

8

(6.15)

5

(3.58)

4.01

(1.11)

26. 아픈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20

(15.4)

26

(20.0)

13

(10.0)

33

(25.4)

38

(29.2)

3.33

(1.46)

27.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도움을 

청한다.

67

(51.5)

34

(26.2)

13

(10.0)

10

(7.7)

6

(4.6)

4.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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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상

그렇다

인수(%)

자주

그렇다

인수(%)

보통

이다

인수(%)

가끔

그렇다

인수(%)

전혀

그렇지

않다

인수(%)

M

(SD)

9. 질병의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된다.*

29

(22.3)

28

(21.5)

13

(10.0)

36

(27.7)

24

(18.5)

2.98

(1.46)

10. 이 질병으로 인해 내 삶의 목적

이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다.

30

(23.1)

37

(28.5)

36

(27.7)

14

(10.8)

13

(10.0)

3.44

(1.24)

11. 주위사람들에게 잘못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받아 주리라 믿는다.

30

(23.1)

28

(21.5)

32

(24.6)

17

(13.1)

23

(17.7)

3.19

(1.40)

12. 나의 감정과 주위 사람들의 감

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15

(11.5)

24

(18.5)

32

(24.6)

38

(29.2)

21

(16.2)

3.20

(1.25)

13.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7

(13.1)

21

(16.2)

26

(20.0)

34

(26.2)

32

(24.6)

3.33

(1.35)

14.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 확신을 할 때도 있고 의심을 

할 때도 있다.*

8

(6.2)

6

(4.6)

24

(18.5)

25

(19.2)

67

(51.5)

4.05

(1.20)

15. 내가 아파서 가족들에게 아무것

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

다.*

57

(43.9)

28

(21.5)

10

(7.7)

17

(13.1)

18

(13.9)

2.32

(1.48)

16. 내가 아파서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예전만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60

(46.2)

40

(30.8)

12

(9.2)

10

(7.7)

8

(6.15)

4.03

(1.19)

17. 치료받는 것이 두렵다.*
15

(11.5)

14

(10.8)

9

(6.9)

32

(24.6)

60

(46.2)

3.8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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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환산 문항

문  항 항상

그렇다

인수(%)

자주

그렇다

인수(%)

보통

이다

인수(%)

가끔

그렇다

인수(%)

전혀

그렇지

않다

인수(%)

M

(SD)

28. 과거에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했

던 행동을 이미 용서 받았다고 생각

한다.

11

(8.5)

11

(8.5)

67

(51.5)

27

(20.8)

14

(10.8)

2.83

(1.02)

29.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5

(11.5)

23

(17.7)

17

(13.1)

34

(26.2)

41

(31.5)

3.48

(1.39)

30.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

35

(26.9)

31

(29.9)

22

(16.9)

25

(19.2)

17

(13.1)

3.32

(1.39)

31.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
31

(23.9)

18

(13.9)

40

(30.8)

18

(13.9)

23

(17.7)

3.12

(1.39)

평균±표준편차 3.5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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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2>2>2>2>

연구 참여를 위한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의 영적인 안녕과 삶의 질에 관심이 많습니

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들의 영적 안녕과 사회 관계망, 그리고 삶의 질과

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간호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소중하게 쓰여 

질 것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자료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한 시간 내어 도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 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최 정 민 올림

E-mail: choiapolon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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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1.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2. 평상시 다음의 신체활동을 할 때 지장이 있으셨습니까?

지장이

많이 있다

지장이

약간 있다

지장이

거의 없다

1.탁자 옮기기, 집안청소, 배드민턴치기

2.한꺼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3. 지난 한 달간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1.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2.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4. 지난 한 달간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1.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2. 보통 때 만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5. 지난 한 달 간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약간 있었다                ③ □보통 이었다  

  ④ □많았다                       ⑤ □매우 많았다

6.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한 달간 귀하께서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

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1. 나는 안정되고 평온했다

 2. 나는 힘이 넘쳤다

 3. 나는 우울하고 상심했었다

7. 지난 한 달간 신체상 또는 감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친구, 이웃 간의 사회생활에 어

려움이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대부분 없었다             ③ □이따금 있었다  

 ④ □대부분 있었다                ⑤ □항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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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영적건강에 영적건강에 영적건강에 영적건강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자주자주자주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가끔가끔가끔가끔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2.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다.

3. 나의 질병 뿐 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

   로 되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4.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서 병에 걸

   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5.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나를 여전히 가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의사나 간호사는 건강에 대한 나의 질문이나 요구를 

   잘 받아 준다.

7.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다.

8.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이 나

   를 받아주시리라고 믿는다.

9. 질병의 치료과정, 후유증, 재발 등에 대해 걱정이 된다.

10. 이 질병으로 인해 내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11. 주위사람들에게 잘못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받아 주리라

    믿는다.

12. 나의 감정과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13.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

    다.

14.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 확신을 할 때도 있고

    의심을 할 때도 있다.

15. 내가 아파서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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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  문  문  항항항항
항상항상항상항상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자주자주자주자주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가끔가끔가끔가끔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6. 내가 아파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예전만큼 수행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17. 치료받는 것이 두렵다.

18.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되리라고 믿는다.

19.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20. 의사나 간호사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믿는다.

21.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다.

22. 하느님(또는 내가 믿는 신)께 용서받아야 되는 좋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23.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 줄 사람들이 있다.

24. 사후세계에 대해 걱정한다.

25. 나의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6. 아픈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27.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은 도움을 청한다.

28. 과거에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행동을 이미 용서 받

    았다고 생각한다.

29.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0.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

31. 나의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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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 사항 사항 사항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1. 연령 및 성별 / 만(    )세,  남(   ), 여(   )

2. 종교 / 1)기독교(　)  2) 불교(  )  3)유교(  )  4)천주교(  )   5)기타(  )   6)없음(  )

3. 교육정도 / 1)무학(　)  2) 국졸(  ) 3)중졸(  )  4)고졸(  )   5)대졸(  )  6)대학원(  )

4. 직업 / 1)유(종류 :             )  2)무(  )  

5. 평균가구월수입 / 1)50만원 이하(　)  2) 50~100만원(  )  3)100~200만원(  )  

                   4)200~300만원(  )  5) 300만원 이상(  ) 

6. 결혼상태 1) 미혼(  )  2) 기혼(  )  3)이혼(  ) 4)동거(  )  5)별거(  )  6)사별(  )

7. 가족력 / 1)유(종류 :            )  2) 무(  ) 

8. 만성신부전진단시기 / (　  　년     월),  혈액투석시작시기/ (　  　년     월)

9. 만성질환 / 1)고혈압(　) 2) 당뇨(  ) 3)심장질환(  )  4기타(         )  5)없음(  )

10. 국가보조유무 및 액수 / 1)유(액수 :월      만원)  2)무(  ) 

11.

12.

13.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를 만나는 횟수

   1) 1년에 한번 이하  2) 1년에 몇 번 정도    3) 한 달에 한번 

   4) 일주일에 한번  5) 매일 

        

14.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횟수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2) 일주일에 한 번       3) 한 달에 1-3번

    4) 한 달에 한번 미만             5) 거의참석안함  

15.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혹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1) 0시간/주       2) 1-2시간/주   3) 3-5시간/주  

    4) 6-10시간/주        5) 11-15시간/주    6) 16시간 이상/주

16. 혈액투석환자 자조모임 참여 1) 참여안함  2) 과거에 참여  3) 최근에 참여

 1) 자녀수 명

 2) 가깝게 느끼는 친척의 수 명

 3) 친한 친구 수 명

 4)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의 수 명

 1) 한 달에 한번이상 만나는 자녀의 수 명

 2) 한 달에 한번이상 만나는 친척의 수 명

 3) 한 달에 한번이상 만나는 친한 친구의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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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SSSoooccciiiaaalllNNNeeetttwwwooorrrkkksss,,,SSSpppiiirrriiitttuuuaaalllWWWeeellllll---BBBeeeiiinnnggg,,,aaannnddd
TTThhheeeQQQuuuaaallliiitttyyyooofffLLLiiifffeeeiiinnnHHHeeemmmooodddiiiaaalllyyysssiiisssPPPaaatttiiieeennntttsss

Choi,JungMin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levelsandeachinfluencing
factorofspiritualwell-being,socialnetworks,and qualityoflifeinpatients
treatedonhemodialysisandtoidentifytherelationshipofthesethreeconcepts.
130patientswhowere18yearsold orolderandreceivinghemodialysisat
oneofthreegeneralhospitalsin Seouland GyeonggiProvinceand offour
internalmedicineclinicsinSeoul,Seongnam,andDaejeonparticipatedinthis
study.Datawerecollectedfrom April1toJune22,2007throughone-on-one
interview survey.Theresearch toolsincluded theSpiritualHealth Inventory
developedbyHighfield(1992),theSocialNetworkInventorywhichrevisedand
supplemented theSocialNetworksIndexbyBerkman(1979),and theMedical
OutcomeSurveySF-12(Wareetal.,1996).Themajorfindingswereasfollows:

1.Asforthesocialnetworksofhemodialysispatients,24.6% ofthesubjects
havenoconfidantsand 35.4% donotmeettheirclosefriendsevenoncea
month.Theirmean scores ofspiritualwell-being were 111.7,whi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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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good.Among its subareas,they scored high on self-acceptance
(mean=3.72)and on hope(mean=3.42).When theirscoresofqualityoflife
wereconvertedtoT-scoreofmean50points,thesubjects'physicalandmental
componentsummary were36.65and 44.37points,respectively,which were
ratherlow.Theirphysicalqualityoflifewaslowerthantheirmentalquality
oflife.
2. The subjects' social network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Theresultsshow thatthey werein touch with theirsocial
networksmorefrequently when theirmonthly household incomewashigh,
theyhadaspouse,anditwasoneyearorlesssincetheywerediagnosed
withhemodialysis.Theirsocialconnectionswerealsohighwhentheyhada
religion(t=3.11,p=.002)andahigherlevelofeducation(F=3.39,p=.04).The
highertheireducationalbackground,the greatertheirspiritualweep-being
(F=2.87,p=.06).Theirphysicalqualityoflifewashighwhentheyweremale
(t=2.54,p=.01),younger(F=4.83,p=.003),hadnoreligion(t=2.17,p=.03),and
hadajob(t=-2.99,p=.003).Andtheirmentalqualityoflifewashighwhen
theywereolder(t=3.43,p=.02),hadaspouse(t=-2.73,p=.01),anditwasone
yearorlesssincethey werediagnosed with chronicrenalfailure(t=3.07,
p=.03).
3.The subjects'quality oflife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ir social
networks.Theresultsshow thattheirmentalqualityoflifewashighwhen
theyhad confidants(t=-1.87,p=.06).Especiallythegroup whohad threeto
fiveclosefriendshadconsiderablyhighermentalqualityoflife(F=3.75,p=.01)
thanothergroups.
4.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positivecorrelationsbetweentheirsocial
networksand spiritualwell-being (r=.34,p<.0001)and between theirsocial
networksand mentalqualityoflife(r=.20,p=.02).Theirspiritualwell-being
was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thephysical(r=.20,p=.02)and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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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8,p<.0001)qualityoflife.
5. The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physical quality of life include
uncertainty,job,religion,hope,andgender,whichaccountedfor23.9% ofthe
totalexplanatorypower.Thehemodialysispatientshadapositiveperception
ofphysicalqualityoflifewhentheirspiritualwell-beingwashighinrespect
touncertaintyandhope.Theirphysicalqualityoflifealsowentupwhenthey
hadajob,butitdecreasedwhentheyhadareligion.Itisalsoconfirmedthat
the female patientshad a lowerphysicalquality oflife than theirmale
counterparts.Thefactorsaffecting thepatients'mentalquality oflifewere
self-acceptance,spouse,and confidants,which explained about34.6% ofthe
entiremodel.Inotherwords,theirhigherspiritualwell-beingintheaspectof
self-acceptancehadpositiveimpactsontheirmentalqualityoflife.Andtheir
spousesandconfidantscontributedtotheirhighermentalqualityoflife.

In conclusion,to improve the physicalquality oflife in hemodialysis
patients,itisimportanttoassessthedegreeofhopeanduncertaintyamong
thespiritualwell-beingelementsbeforeprovidingnursinginterventions.Asfor
bettermentalqualityoflife,effortsshouldbemadetoexpand thepatients'
socialnetworksintermsofspouse,confidants,thenumberofclosefriendsand
the frequency of socalcontact with them,and sense of being socially
connected.Andthepatients'hope,self-acceptance,personalrelationships,and
relationswiththeabsolutebeingshouldbeevaluatedsothattheresultscan
be us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to improve the patients'mental
qualityoflife.

Keywords:socialnetworks,spiritualwell-being,qualityoflife,hemodialys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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