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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장이식 환자의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경험및  자가관리 실태조사 

 

신장이식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최

근 그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신장이식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부반응

이며 거부반응의 예방을 위해서 이식환자들은 평생동안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기간의 면역억제치료로 대상자들은 여러가지 부작용 증상들을 경

험하게 되는데, 이들의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증상경험과 자가관리에 대한 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장이식후 면역억제제 사용 환자들의 증상경험과 자가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면역억제제 사용환자의 올바른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과 간

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서, 연구방법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

일 까지 서울시내 소재 S종합병원과 Y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를 

방문중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39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장이식후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을 조사하기 위해 Adapted Transplant Symptom Frequency and symotom 

Distress scale (Moons, 1998)을 본연구자가 번역하고 신장이식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후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증상빈도 측정도구’와 ‘증상 고통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신장이식환자의 자가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 문헌고찰, 신장이식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본연구자가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친 후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

한 ‘ 자가관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ver 8.0)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질

병관련 특성, 증상빈도와 고통감, 자가관리 실태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vi

차로,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빈도와 고통감, 자가관리 실태 

비교는 t-test,  ANOVA,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증상빈도 1위가 ‘멍’, 다음

이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식욕증가’ 순이었으며 증상

고통감은 1위가 ‘외모의 변화’, ‘멍’,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

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성별로 여자의 증상빈도(t=-1.82, p=.07)와 고통감 점수(t=-1.27, p=.20)

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3) 이식후 기간별로 증상빈도와 고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식후 

3년이상 경과한 군의 증상빈도(F=46.55, p=.00)와 고통감(F=25.79, 

p=.00)이 이식후 1년미만군과 1년∼3년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4) 면역억제제 종류별로 증상빈도와 고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싸

이클로스포린 복용군이 프로그랍 복용군 보다 증상빈도(t=7.28, p=.00)와 

고통감(t=3.98, p=.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스테로이

드 복용군이 스테로이드 비복용군 보다 증상빈도(t=3.79, p=.00)와 고통

감(t=3.53, p=.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5) 전체 대상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가관리 행동은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의 순이었다.  

6) 성별로 자가관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의 자가관리점수

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73, p=.01). 

7) 이식후 경과한 기간이나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자가관리 점수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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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신장이식 환자의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증상경험은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라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정도가 달

라지고, 또 성별에 따라 자가관리 실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장이식 환자의 증상경험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간호교육이나 적절한 간호 중재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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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50년대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장기이식은 고도로 발달된 외과적 

수술기법과 면역억제제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전세계적으로 말기환자에게 

추천되는 이상적인 치료방법의 하나로 되어있다. 특히 신장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시술로서 1954년 Murray등이 

신장이식에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최상의 

치료방침으로 확립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매년 28,000여명이 신장이식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인철, 1996). 국내에서는 1969년 생체신장이식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후 신장이식의 예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8년에만 

신장이식 1090예가 보고되었다(대한이식학회, 1999). 

 신장이식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부반응이며 거부반응의 예방을 

위해서 이식 환자들은 평생동안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면역억제요법의 발달로 이식환자의 생존률이 크게 향상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장이식 후 5년이 경과한 환자의 생존률은 생체이식의 경우 85~90%에 이르고 

있다(대한이식학회, 1995).   

그러나 장기간의 면역억제요법은 헤르페스(Herpes)감염, 여드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무균성 고관절 괴사, 당뇨, 폐렴이나 뇌막염, 출혈이나 다른 감염, 

지질대사 장애, 백내장, 고혈압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차 장기 생존 이식환자들의 

고통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이식 환자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왔다(Lough et al., 1987). 또한 이런 부작용의 

주관적인 경험은 대상자들이 투약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몇몇 연구에서 고통감과 면역억제요법의 불이행간에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Didlake et al, 1988; Schweitzer et al, 1990; Sketris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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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면역억제 요법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골다공증 등과 같이 환자사망률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부작용에만 관심을 두어 왔을 뿐,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어왔다. 그리고 실제 대상자가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느낌이나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한 관리 및 

중재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심장, 폐, 간,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면역억제제 

사용 후 증상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과 환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순외, 2002 ; Lanuza et al., 1999 ; Lough et al., 1987; 

Moons et al., 1998). 

 또한 환자들이 실제 느끼는 증상경험은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로도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김금순외, 2002)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이 성별 비교에만 관심을 두었고 세부적인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른 

비교나 구체적인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경험 비교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Lanuza et al., 1999 ; Lough et al., 1987; Moons et al., 1998). 그리고 

이러한 증상경험과 관련된 환자들의 자가관리 실태조사나 중재방법 개발연구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신장이식 후 생존율이 향상될수록 환자들의 생존기간 뿐 아니라 이식후의 

질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이나 치료에 따르는 증상경험과 

그 효율적인 관리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신장 이식 환자들이 지각하는 증상경험과 

그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식환자들의 생존뿐 아니라 삶의 내용까지도 

관심을 두는 것이며 약물치료 이행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즉 신장이식 환자들의 성별, 이식후 경과한 기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같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실제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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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먼저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적절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점점 증가하는 신장이식 환자들의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실제 증상 경험과 자가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면역억제제 사용 

환자의 올바른 증상관리에 대한 교육과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증상경험과  

자가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면역억제제 사용환자의 올바른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과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장이식 환자의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빈도 및 

고통감정도를 파악한다. 

2) 신장이식 환자의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자가관리 

실태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증상경험 

 증상경험이란 비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에 대한 개인적 또는 주관적 인지로써 

증상의 빈도, 강도, 고통감, 질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Adapted  Transplant symptom Frequency and symptom Distress scale 

(Moons, 1998)의 증상빈도 영역과 증상고통감 영역을 본 연구자가 번역,수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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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빈도가 높고 

증상고통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2) 자가관리 

 자가관리란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행위로서 아주 기본적인 일상활동으로부터 

환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활동,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활동, 자기 

주도의 건강활동 및 만성질환과 재활에 관련된 활동에 이르기 까지 아주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Levin, 1978), 본 연구에서는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직접 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대상자 면담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가 잘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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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신장이식 

 

 신장이식은 기능을 상실한 신장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신장을 

제공받는 것이다. 신장이식은 투석액을 매일 3∼4회 교환 해야하는 

복막투석(CAPD)과 주3회 4시간이상이 소요되는 혈액투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신장이식은 1954년 미국 하버드 의대의 Murray교수팀이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이식을 시행한 이래,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개발 및 환자관리 

방안의 발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식사례가 증가하였으며 말기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확립되었다. 미국에서만도 연간 10,000여명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OS, 2000).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장이식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1999년까지 매년 

이식사례가 증가해 왔다. 대한이식학회 (1999)에 의하면 연간 신장이식수술은 

1996년 941건, 1997년 962건, 1998년 1,012건으로 보고되었고 

국립장기이식센터(2002)가 장기이식을 통합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의 연간 

신장이식수술은 2000년 554건, 2001년 756건이 보고되었다. 

최근 외과적 술기의 발달과 새로운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인해 

신장이식의 성공률이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식후 5년이 

경과한 환자의 생존률은 생체이식이 85∼90%, 사체이식은 75∼80%에 이르고 

있다(대한이식학회, 1995).  

성공적인 신장이식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게 인공신장기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생존률을 증가시키고, 자유로운 신체활동과 사회생활로의 복귀뿐 아니라 

엄격한 식사 제한이 없고, 일생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는 투석에 비해 경제적 

부담도 적어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노유자, 1993; 방활란, 1991; 



 6

임옥근, 1993). 또한 합병증의 빈도 또는 사회복귀율에 있어서도 혈액투석보다 

우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장이식인이 성공적인 경과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즉, 

신장이식의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식받은 신장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식후에도 

관리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상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중 

면역억제제의 합병증도 큰 스트레스 요인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박혜옥, 

1989; 조윤수, 1999; Fallon, 1997; Levy, 1994 ). 

 

2.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부작용과 증상 

 

지난 30년간 장기이식은 혁명적인 발전을 하여왔는데 이와 같은 발전을 

뒷받침하는 힘의 근원은 첫째로 이식면역 기전의 이해 증진으로써 인체 내에서 

동종항원(alloantigen)에 대한 T세포와 HLA의 인식기전을 알게 되었고 둘째는 

이와 같은 면역반응을 특이하고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면역억제제의 개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새로운 강력한 면역억제제 싸이클로스로린(cyclosporine)의 

등장과 OKT3를 비롯한 각종 항 림프구항체가 임상에 사용되면서 장기이식의 

성공률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거부반응은 여전히 장기이식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환자의 사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면역억제제는 양날을 지닌 칼과 같아서 면역억제효과가 너무 약할 

경우 거부반응이 발생되고 너무 과도할 경우 심각한 기회감염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면역억제제 요법은 이들 환자의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프로그랍(Tacrolimus), 셀셉트(Mycophenolate mofetil), Sirolimus등의 

새로운 면역억제제가 속속 개발됨에 따라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면역억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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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약제의 다양한 종류의 병합 면역억제요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면역억제요법의 기본원칙은 면역억제의 유도기에는 보다 강력한 면역억제 

요법을 사용한 후, 유지기에는 점차적으로 면역억제제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유도면역억제요법(Induction immunosuppression)으로는 대부분 싸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이나 프로그랍(tacrolimus)중 1개와 셀셉트(또는 이뮤란)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3자요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유지 면역억제 

요법(Maintenance Immunosuppression)으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스테로이드, 이뮤란(Azathioprine), 싸이클로스포린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싸이클로스포린이나 프로그랍중 하나와, 이뮤란이나 셀셉트중의 하나와,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3자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강력한 

면역억제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유지기부터는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중단하는 

면역억제요법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신장이식후에 많이 사용하는 면역억제제로는 전통적인 

면역억제제로서 스테로이드, 이뮤란, 싸이클로스포린과 새로운 면역억제제로 

프로그랍(FK506), 셀셉트(mycophenolate mofetil)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단독사용보다는 적절히 병합사용시에 더욱 특이적이며 면역억제효과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동안 복용하게 되는 면역억제제는 약효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유병율이나 생존율, 그리고 삶의 질에 이르기 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면역억제제들의 작용기전과 부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테로이드는 이뮤란(Azathioprine)과 함께 임상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면역억제제로서 지금도 급성 거부반응의 치료와 면역유지요법에 

사용되고 있는 기본 면역억제제의 하나이다. 이 약제의 면역학적 작용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면역반응의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고 후기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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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유전자 발현을 방해함으로써 T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억제제 가운데 부작용이 가장 심한 약제로서 장기투여시 

감염, 당뇨병, 지질대사장애, 골괴사, 백내장, 고혈압, 궤양 및 창상 치유 지연등 

여러 종류의 부작용이 알려지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시 얼굴 특히 양쪽 뺨의 

부종, 복부비만,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특징적인 외형(쿠싱 증후군)을 보이게 되며 

이는 약 40%의 환자가 경험하게 된다. 또 부가적으로 점상출혈, 멍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복부등에 선조가 생기거나 피부가 얇아져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되며, 

또한 장기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복용시 복용 2주가 경과하면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주로 사춘기 및 청·중년기에 발생하게 된다. 다모증의 정도는 

싸이클로스포린 만큼 심하지는 않으나 눈썹이 진해지는 정도부터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뮤란(Azathioprine)은 thiopurine계의 약물로서 DNA및 RNA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증식을 막게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골수억제 

작용으로써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빈혈, 간손상, 탈모등이 나타난다. 

싸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산디문)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강력한 면역억제제로서 Helper T cell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Interleukin-2의 생산을 억제하고 세포독성 T세포의 증식을 막음으로써 

거부반응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식환자의 이식 생존율을 현저히 

향상시켰다. 그러나 반면에 그 부작용으로 신독성, 간독성, 당뇨병, 고칼륨혈증, 

고지혈증, 고혈압, 손떨림 등이 알려져 있고 피부과적으로 다모증, 여드름, 

악성의 피부소견, 잇몸비후, 선조, 얼굴이나 피부가 검게되는 피부착색, 피부염, 

소양증, 건조피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중 다모증은 산디문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 20∼45%가 경험하게 되며 그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니나 주로 외형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때로는 산디문의 복용을 게을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잇몸비후는 산디문 

복용한자의 5∼10%의 환자가 경험하게 되며 복용을 시작한 초기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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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생빈도가 높고 나이가 어리며 용량이 많을수록 많이 나타난다. 

프로그랍(Tacrolimus, FK506)은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macrolid 계열의 

새로운 T세포억제제로서 그 부작용으로 진전(tremor), 두통 등의 신경독성, 

신독성, 당뇨병 유발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산디문과 비교시 신경독성과 당뇨병, 

고칼륨혈증등의 발현빈도는 더 높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빈도는 낮으며 

다모증, 잇몸비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산디문에 비해 

피부발진이나 소양증의 발현빈도가 높고 약 3%의 환자가 탈모를 경험하게 

되는데 탈모의 경우 발현시기가 다양하나 주로 초기에 많은 편이고 수개월 

지속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셀셉트 (mycophenolate mofetil)는 싸이클로스포린, 프로그랍과는 다른 

기전으로 T임파구에 의한 cytokine합성 억제에 의해서 항원출현에 대한 

임파구의 초기단계 반응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런 작용기전의 다른 방식으로 

싸이클로스포린 혹은  프로그랍과 비교하여 신독성이 없으며 부작용은 주로 

설사, 복통의 위장관 부작용, 혈액학적 및 감염, 백혈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된다. 피부과적으로 면역력저하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사마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많이 사용되는 5가지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로 고혈압, 악성종양, 당뇨병, 

근골격계 합병증 등과 같이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부작용에만 관심을 두어왔을 

뿐 대상자들이 실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느낌이나 증상, 그리고 

면역억제제의 증상이 대상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장, 심장, 간 등의 장기 이식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경험을 

조사한 최근의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anuza등 (1999)이 56명의 폐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활동시의 가뿐호흡, 근육약화, 피로, 외모의 

변화, 과식 그리고 털의 증가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도 대상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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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라고 보고하였고, 성별비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증상빈도와 고통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얼굴형태 변화, 털의 증가, 손떨림, 심계항진, 두통, 멍, 

우울등의 증상항목에서 성별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 심장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Moons등 (1998)의 연구에서는 남녀모두 

모발의 증가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보고 하였고 증상고통감의 

경우 남자는 발기불능을, 여자들은 월경곤란증을 가장 불편한 증상으로 들었다. 

그리고 가장 증상빈도가 높은 증상이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아니었고, 

성별비교에서는 여성의 증상빈도와 고통감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식후 기간에 따라서는 증상빈도와 고통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김금순등(2002)이 간, 신장, 심장이식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증상의 빈도는 피로, 털의 

증가, 식욕증가, 집중력 감퇴, 시력감퇴의 순서로, 증상 불편감은 피로, 시력감퇴, 

집중력 감소, 근육약화, 두통의 순서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증상의 

빈도와 불편감은 남자보다 여자의 증상빈도와 불편감점수가 높았으며, 이식된 

장기별로 심장이식 환자들의 증상빈도/불편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간 

이식환자들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복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의 수가 많을수록 

증상빈도/불편감 점수가 높았고, 이식수술후 3년이내의 집단보다 3년이상 경과한 

집단의  증상 및 불편감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의료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과 환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증상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연구결과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성별에 의한 증상빈도 및 고통감의 차이는 비교하였으나 

세부적인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빈도와 고통감의 차이나,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증상빈도 및 고통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증상경험을 환자들이 실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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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장이식후 자가관리 

  

말기상태의 신부전환자가 일단 신장이식을 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신기능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추후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거부반응에 대한 예방, 지시된 약물복용, 감염에 대한 

주의, 식이요법, 체중조절, 혈압조절등이 포함된다. 

신장이식 환자들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신장이식 후에는 

일반적으로 투석치료 때보다 자유로운 식이를 즐길 수 있으나 몸의 상태, 즉 

체중과 체내염분, 칼륨, 노폐물(요소, 크레아틴) 수치등에 따라 섭취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장이식후에는 스테로이드의 복용량이 많은 경우 

몸에서 단백질을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신체의 단백질 요구량이 늘어나게 된다. 

신장이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고지혈증은 체중증가와 스테로이드 및 산디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식사에 포함되는 지방의 양과 종류를 조절함으로써 

약간은 조절이 가능하다. 신장이식 후에는 필수 복용약인 스테로이드가 체내에 

염분을 축적시킬수 있고, 싸이클로스포린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나 염분제한 정도가 신장이식 전보다는 

덜하다(안재현, 1999).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매일의 운동이 수술 후의 근력을 다시 기르고, 

스테로이드로 인한 근육 약화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운동은 개개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조금씩 꾸준히 운동량을 늘여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운동의 종류, 시간, 횟수 및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안재현, 1999). 

대개 신장이식후 6개월이 지나면 직장에 복귀하고 학생은 학교에 나가 

수업을 받아도 된다. 

신장이식후의 음주는 싸이클로스포린의 혈중농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으며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용순,1997). 

아울러 신장이식 환자들은 추후관리를 위해 정규적인 병원방문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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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요구된다. 

면역억제제 복용이 인체의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6개월에 

한번씩 안과, 치과, 산부인과등의 정기방문이 요구된다(김용순,1997) 

또한 규칙적인 투약과 매일 체중과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체중의 

과다/부족은 신장기능을 알아보는 간접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장이식환자들의 자가관리 내용들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술후 치료지시 이행측면에서 이행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있으나(김미숙, 1995; 이영선,1997) 신장이식 환자들의 자가관리실태나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로 자가관리 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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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장이식후 면역억제제 사용 환자의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그 자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소재 S종합병원과 Y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 방문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450명을 편의 표본추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술당시 18세 이상인자  

2) 조사당시 신장이식후 2개월이상의 시간이 경과한자 

3) 조사당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프로그랍, 셀셉트,   

이뮤란등)를 적어도 한 개 이상 복용하고 있는자 

4)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5)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자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증상빈도 측정 28문항, 증상고통감 측정 28문항, 자가관리 측정 29문항, 

일반적사항 6문항, 질병관련 특성 5문항, 기타 2문항으로 총 9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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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상경험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르는 증상경험 측정도구는 Adapted Transplant 

Symptom Frequency and symptom Distress Scale (Moons, 1998)의 증상빈도 

영역과 증상고통감 영역을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고 대상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장기이식 전문간호사 1인과 간호대학 

교수 2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10명의 연구대상자에게 도구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증상경험도구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과 관련된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들은 증상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고통감 각각 1점(전혀 없다)에서 5점(항상 

있다)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각각 증상 항목은 빈도와 고통감 측면에서 

1~5점의 점수를 가지며 총 점수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빈도가 높고, 증상의 고통감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Moons, 1998)에서 증상빈도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3이었고 증상고통감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증상빈도 영역에서  Cronbach α 0.89였고, 증상고통감 

영역에서 Cronbach’s  α는 0.92이었다, 

 

 2) 자가관리  

증상에 따른 자가관리 측정도구는 신장이식환자의 증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증상관리를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가관리 

사항에 대해 대상자 면담 후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장기이식 전문간호사 

1인과 간호대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고 10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예비조사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증상 관리를 

위한 각 문항 행위에 대하여 사용 경험이 있으면 “유”에, 없으면 “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기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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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내용은 신체적 관리 14문항, 약물관리 3문항, 정서적 관리 6문항, 병원 

방문 3문항, 기타 관리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가관리 점수는 각각 자가관리 

행동을 사용하는경우 1점, 사용하지 않는경우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자가관리 

총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가 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가관리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2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에는 대상자의 연령, 성, 결혼 상태, 교육정도, 직업, 

가족의 월수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지에는 

신장이식후 기간과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 종류, 거부반응 경험 여부, 

최근의 크레아틴 수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10월 21일 ~ 11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료 수집이 이루어 졌다. 

 

1)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 및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필요한 표본의 수,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승인절차를 

거쳐 자료수집 허락을 받았다. 

2) 연구 대상의 선정기준에 맞는 환자에게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외래 대기실이 자료수집 장소로 이용되었다. 

4)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이었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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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는 총 450부를 배부하여 450부 전수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된 

52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하고 총 398부만 통계처리 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AS (version 8.0)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관련 특성, 증상빈도와 고통감, 자가관리 

실태 및 효과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증상빈도와 고통감은 t-test로, 자가관리 실태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이식후 기간별 증상빈도와 고통감을 측정하기위해 이식후 기간은 1년, 

1년~3년,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ANOVA로 분석하였고, 자가관리실태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빈도와 고통감을 측정하기위해 면역억제제 

종류를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으로 구분하여 t-test로 

분석하였고, 자가관리 실태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17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본연구의 대상자는 총 398명으로 남자가(66.8%) 여자(33.2%) 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40.6세이고,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자가 대부분 이었고, 기혼(73.0%)이 

주로 많았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100 ∼300만원 이하(58.0%)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사람( 57.8%)이 더 많았다. 

 

2) 질병관련 특성 

신장이식후 경과기간은 3년이상(65.3%)이 주로 많았으며 3년이상 중에는 

5∼10년 경과한 대상자(29.6%)로 가장 많았고 평균 신장이식 경과 기간은 

68.77개월(±55.68)이었다. 신장이식을 받은 횟수는 1회(91.6%)가 

대부분이었으며 복용하는 면역억제제는 스테로이드(피디나 캘코트)를 복용하는 

대상자(91.5%)가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8.5%)보다 많았으며 싸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는 대상자(81.2%)가 프로그랍을 복용하는 대상자(18.1%)보다 많았다.  

거부반응여부는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67.7%)가 거부반응을 경험한 대상자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들의 최근 크레아틴 수치는 평균 1.44였다. 

 

< 표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N=398                        

구 분 항 목 실수(N) 백분율(%) 평균 ± 표준편차

남자 266 66.8성별 

여자 132 33.2

19세이하 6 1.5

20~29 51 13.0

연령층 

30~39 12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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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128 32.6 40.6 ± 10.39

50~59 73 18.6

 

60세 이상 13 3.3

기혼 289 73.0

미혼 96 24.2

이혼 8 2.0

사별 2 0.5

결혼상태 

별거 1 0.3

유 263 66.4직업 

무 133 33.6

무응답 33

100만원 이하 40 11.0

101 ∼ 200만원 118 32.3

201 ∼ 300만원 94 25.7

301 ∼ 400만원 51 13.9

401 ∼ 500만원 35 9.5

가족의 

월수입 

501만원 이상 27 7.4

1년미만 79 19.8

1 ∼ 3년 59 14.8

3 ∼ 5년 57 14.3 68.77 ± 55.68

5 ∼ 10년 118 29.6

10 ∼ 15년 74 18.6

이식후 

기간 

15년이상 11 2.8

피디 275 69.1

켈코트 89 22.4  

셀셉트 195 49.0  

싸이클로스포린 323 81.2  

프로그랍 72 18.1  

이뮤란 36 9.0  

면역억제제 

종류* 

스테로이드미복용 34 8.5  

무 268 67.7거부반응 

유 128 32.3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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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대상자들의 증상빈도와 증상 고통감 

 

전체대상자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의 순위는 <표 2>와 같다.  

증상빈도는 멍이 3.74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식욕증가 등의 순이었다. 증상고통감은 외모의 변화가 

3.05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고 다음이 멍,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 순 

이었다.  

증상빈도가 낮은 항목은 설사, 식욕감소, 불면증, 두통, 생리통/발기불능 등 

이었다. 증상고통감이 낮은 항목은 식욕감소, 설사, 불면증, 미각의 변화, 

잇몸비후 등이었다. 

증상빈도의 평균총점은 73.83점(±18.01)으로 증상고통감의 평균총점 

62.45점(±18.66) 보다 높았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의 pearsons 상관관계는 0.822(p<0.0001)으로 

증상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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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전체대상자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순위               N = 398 

증상빈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증상 고통감 평균 표준편차 

멍 3.74 1.35 1 외모의 변화 3.05 1.41

외모의 변화 3.54 1.44 2 멍 3.03 1.42

만월형 얼굴 3.52 1.53 3 만월형 얼굴 3.01 1.46

털의 증가 3.44 1.52 4 근육약화 2.73 1.23

식욕증가 3.43 1.24 5 시력감퇴 2.52 1.25

근육약화 3.37 1.29 6 감정의 기복 2.47 1.64

여드름 2.99 1.48 7 집중력감소 2.44 1.12

감정의 기복 2.99 1.23 8 여드름 2.44 1.36

집중력감소 2.94 1.16 9 손떨림 2.37 1.29

시력감퇴 2.86 1.36 10 얇아진 피부 2.33 1.28

얇아진 피부 2.84 1.54 11 피로 2.31 0.96

피로 2.83 1.04 12 털의 증가 2.30 1.35

손떨림 2.72 1.36 13 식욕증가 2.20 1.22

미각변화 2.58 1.30 14 모발감소 2.19 1.33

성욕감소 2.49 1.32 15 발목관절 부종 2.18 1.27

발목관절 부종 2.42 1.40 16 요통 2.18 1.13

모발감소 2.4 1.46 17 염증증가 2.11 1.13

요통 2.33 1.17 18 생리통/발기불 2.07 1.24

심계항진 2.33 1.12 19 성욕감소 2.07 1.24

우울 2.32 1.09 20 우울 2.04 1.02

잇몸비후 2.28 1.42 21 위장장애 2.04 1.11

위장장애 2.23 1.25 22 심계항진 2.04 1.03

염증증가 2.23 1.17 23 두통 2.03 1.03

생리통/발기불능 2.17 1.28 24 잇몸비후 2.01 1.18

두통 2.16 1.10 25 미각변화 1.94 1.09

불면증 2.11 1.15 26 불면증 1.89 1.05

식욕감소 1.71 0.91 27 설사 1.58 0.88

설사 1.64 0.86 28 식욕감소 1.46 0.79

합계 73.83 18.01 합계 62.45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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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 빈도와 

증상 고통감 비교 

 

3-1. 성별 증상빈도와 고통감 

     

성별에 따른 평균 증상빈도 점수는 여자(76.41점)가 남자(72.60점)에 비해 

증상 빈도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82 p=.07).  

성별 평균 증상고통 점수도 여자(64.25)가 남자(61.58)에 비해 고통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7 p=.20) 

< 표 3 >  성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남(n=266) 여 (n=132) 
t P 

증상빈도 72.60(±17.77) 76.41(18.31) -1.82 .07 

증상고통감 61.58(±18.99) 64.25(±17.91) -1.27 .20 

 

1) 성별에 따른 증상빈도 비교 

남자 대상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멍이었고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털의 증가, 근육약화, 만월형 얼굴 순이었다. 여자 대상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멍이었고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식욕 증가, 털의 

증가 순이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각 증상빈도의 값은 총 28개의 항목중 식욕증가, 여드름,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멍, 위장장애, 우울, 미각의 변화, 요통, 심계항진등의  

10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10개의 항목중 여드름을 제외한 9개 항목 모두에서 여자의 

점수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가 남자에 비해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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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성별 증상빈도 비교  

평  균 ( ± 표준편차)항  목 

남(n=266) 여(n=132)

t p 

피로 2.75(1.04) 2.97(1.01) -1.96 .05 

털의 증가 3.37(1.49) 3.58(1.55) -1.25 .21 

식욕증가 3.33(1.25) 3.62(1.21) -2.13 .03* 

집중력감소 2.86(1.15) 3.11(1.16) -2.00 .05 

시력감퇴 2.80(1.28) 2.97(1.50) -1.09 .27 

근육약화 3.36(1.28) 3.38(1.31) -0.18 .86 

여드름 3.26(1.41) 2.44(1.48) 5.26 .01* 

외모의 변화 3.38(1.43) 3.86(1.40) -3.14 .01* 

만월형 얼굴 3.35(1.52) 3.85(1.49) -3.08 .01* 

멍 3.56(1.39) 4.07(1.21) -3.58 .01* 

감정의 기복 2.95(1.20) 3.07(1.27) -0.90 .37 

잇몸비후 2.30(1.34) 2.24(1.52) 0.41 .69 

두통 2.10(1.04) 2.27(1.22) -1.30 .19 

성욕감소 2.49(1.27) 2.50(1.44) -0.04 .97 

위장장애 2.14(1.19) 2.42(1.34) -2.13 .03* 

우울 2.19(1.05) 2.59(1.13) -3.42 .01* 

생리통/발기불 2.21(1.32) 2.09(1.19) 0.83 .40 

얇아진 피부 2.76(1.51) 3.00(1.58) -1.45 .14 

미각변화 2.44(1.23) 2.86(1.39) -3.00 .01* 

불면증 2.09(1.28) 2.16(1.22) -0.57 .57 

발목관절 부종 2.39(1.37) 2.49(1.47) -0.66 .51 

식욕감소 1.69(0.87) 1.74(0.98) -0.43 .67 

요통 2.21(1.09) 2.58(1.29) -2.83 .01* 

설사 1.66(0.84) 1.60(0.91) 0.61 .54 

심계항진 2.24(1.09) 2.50(1.15) -2.17 .03* 

염증증가 2.15(1.08) 2.40(1.32) -1.84 .07 

모발감소 2.39(1.42) 2.42(1.53) -0.22 .83 

손떨림 2.66(1.34) 2.84(1.41) -1.18 .24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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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증상고통감 비교 

 

  남자대상자들이 가장 괴롭다고 보고한 증상은 멍이었고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근육약화, 만월형 얼굴, 여드름 순이었다. 여자 대상자들이 가장 괴롭다고 

보고한 증상은 1위가 만월형 얼굴,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멍, 털의 증가, 집중력 

감소의 순이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각 증상고통감의 값은 총 28개의 항목중 피로, 털의 증가, 

식욕증가, 집중력 감소, 여드름,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성욕감소, 우울, 

미각의 변화의 10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10개의 항목중 여드름, 성욕감소의 2가지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 모두에서 여자의 점수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가 

남자에 비해 증상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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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성별 증상 고통감  비교 

평  균 ( ± 표준편차)
항  목 

남 여
t p 

피로 2.22(0.92) 2.48(1.02) -2.55 .01* 

털의 증가 2.09(1.21) 2.72(1.51) -4.07 .01* 

식욕증가 2.04(1.11) 2.51(1.36) -3.36 .01* 

집중력감소 2.35(1.05) 2.63(1.21) -2.34 .02* 

시력감퇴 2.48(1.22) 2.61(1.31) -0.93 .35 

근육약화 2.78(1.21) 2.63(1.27) 1.18 .24 

여드름 2.62(1.33) 2.07(1.33) 3.76 .01* 

외모의 변화 2.83(1.36) 3.46(1.43) -4.21 .01* 

만월형 얼굴 2.76(1.39) 3.50(1.47) -4.80 .01* 

멍 2.96(1.41) 3.16(1.42) -1.29 .20 

감정의 기복 2.42(1.13) 2.58(1.22) -1.26 .21 

잇몸비후 2.09(1.16) 1.85(1.21) 1.89 .06 

두통 2.04(1.04) 2.01(1.01) 0.25 .80 

성욕감소 2.25(1.26) 1.71(1.10) 4.11 .01* 

위장장애 2.00(1.09) 2.11(1.15) -0.90 .37 

우울 1.93(0.95) 2.25(1.13) -2.75 .01* 

생리통/발기불능 2.14(1.28) 1.92(1.15) 1.68 .09 

얇아진 피부 2.30(1.28) 2.39(1.28) -0.67 .50 

미각변화 1.77(0.92) 2.25(1.32) -3.70 .01* 

불면증 1.87(1.01) 1.91(1.12) -0.32 .75 

발목관절 부종 2.18(1.25) 2.16(1.30) 0.17 .86 

식욕감소 1.47(0.78) 1.43(0.80) 0.49 .62 

요통 2.12(1.07) 2.28(1.24) -1.29 .20 

설사 1.62(0.89) 1.48(0.84) 1.51 .13 

심계항진 2.00(1.04) 2.10(1.01) -0.86 .39 

염증증가 2.06(1.08) 2.19(1.22) -1.03 .30 

모발감소 2.19(1,31) 2.16(1.37) 0.21 .83 

손떨림 2.36(1.30) 2.36(1.26) 0.02 .9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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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식후 기간별 증상빈도와 고통감 

 

이식후 기간에 따른 평균 증상빈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식후 경과기간을 

1년미만, 1∼3년,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3년이상 대상자군의 평균 

증상빈도 점수가(80.25점), 1년미만(60.61점)과 1년 ∼3년 대상자군(67.29점)의 

증상빈도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6.55, p=.001).  

그리고 세군의 비교를 위해 The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for 

multiple comparisons 결과 3년이상 대상자군, 1년∼3년 대상자군 ,1년미만 

대상자군의 순으로 이식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상빈도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또한 3년이상 대상자들의 이식후 경과 기간에 따른 증상빈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군을 3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5년∼10년 대상자군의 평균 증상빈도 점수(83.89점)가 

3년∼5년(77.97점), 10년∼15년(78.00점), 15년이상(67.62점) 대상자군의 

증상빈도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2, p=.01).  

그리고 이 네군간의 비교를 위해 사후검정(LSD)한 결과에서는 5년 ∼10년 

대상자군이 3년∼5년, 10년∼15년, 15년이상 대상자군보다 증상빈도를 높게 

경험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그림 1> 

이식후 기간에 따른 평균 증상고통감 또한 증상빈도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식후 기간에 따른 평균 증상고통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증상빈도와 마찬가지로 경과기간을  1년미만, 1년∼3년,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3년이상 대상자 군의 증상고통감 점수(67.35점)가 

1년미만(51.54점)과 1년∼3년(57.19점) 대상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25.79 p=.001). 그리고 세군의 사후검정에서는 3년이상군이 1년미만 

군과 1년∼3년군보다는 유의하게 높았다. <표 6>  

추가로 3년이상 대상자들의 이식후 기간에 따른 증상고통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군을 3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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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5년∼10년 대상자군의 평균 증상고통 점수(69.46점)가 

3∼5년(63.84점), 10년∼15년(67.96점), 15년이상(60.10점) 대상자군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75, p=.16). <표 7> 

 

< 표 6 > 이식후 기간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1년미만 

(n=79) 

1년∼3년 

(n=59) 

3년이상 

(n=260) 

F p 

증상빈도 60.61(13.49) 67.29(17.03) 80.25(16.47) 46.55 .001* 

증상고통감 51.54(15.50) 57.19(18.56) 67.35(17.81) 25.79 .001* 

* P<.01 

 

 

<표 7> 3년이상 대상자군에서 이식후 기간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3년∼5년  

(n=57) 

5∼10년 

(n=118) 

10∼15년 

(n=74) 

15년이상 

(n=11) 

F p 

증상빈도 
77.97 

(14.48) 

83.89 

(15.92) 

78.00 

(16.98) 

67.62 

(21.26) 
3.92 .01* 

증상고통감 
63.84 

(17.45) 

69.46 

(18.41) 

67.96 

(16.79) 

60.10 

(17.64) 
1.75 .1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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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식후 기간별 증상빈도와 고통감 

 

1) 이식후 기간에 따른 증상빈도 비교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라 1년미만의 대상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1위가 식욕증가, 다음으로 여드름,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 외모의 변화 

순서였고, 1년∼3년 대상자군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1위가 식욕증가, 

다음으로 멍, 외모의 변화, 여드름, 근육의 약화, 만월형 얼굴의 순서로 나타났다. 

3년이상 대상자군에서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1위가 멍,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근육약화 순서로 나타났다.  

이식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경험하는 증상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식욕증가, 여드름, 미각변화, 설사, 모발감소, 손떨림, 6개항목은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22개 항목에서 3년이상 경과한  대상자군이 1년미만이나 

1년∼3년 대상자군보다 가장 증상빈도를 높게 경험하였다. 그중에서도 

성욕감소와 위장장애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상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30

40

50

60

70

80

90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년 이상

경과기간

증상경험 빈도

고통감



 28

< 표 8 > 이식후 기간별 증상빈도 비교  

평  균 ( ± 표준편차)
항  목 

1년미만 1년 3년이상
F P 

피로 2.32(0.93 2.55(0.88 3.05(1.03 18.7 .01* 

털의 증가 2.87(1.60 2.98(1.68 3.73(1.37 13.6 .01* 

식욕증가 3.45(1.18 3.42(1.32 3.42(1.24 0.02 .98 

집중력감소 2.35(0.98 2.66(1.24 3.20(1.11 19.7 .01* 

시력감퇴 2.16(1,27 2.57(1.34 3.15(1.30 18.9 .01* 

근육약화 2.60(1.22 3.00(1.37 3.69(1.17 27.3 .01* 

여드름 2.93(1.47 3.08(1.47 2.99(1.49 0.17 .85 

외모의 변화 2.79(1.44 3.13(1.59 3.86(1.29 21.0 .01* 

만월형 얼굴 2.93(1.56 3.00(1.60 3.82(1.42 15.1 .01* 

멍 2.75(1.32 3.18(1.52 4.15(1.11 46.4 .01* 

감정의 기복 2.58(1.21 2.62(1.24 3.21(1.18 11.6 .01* 

잇몸비후 1.46(0.98 1.96(1.11 2.60(1.45 24.2 .01* 

두통 1.89(1.01 1.96(1.08 2.29(1.12 5.04 .01* 

성욕감소 1.80(1.11 2.25(1.30 2.76(1.31 18.1 .01* 

위장장애 1.63(0.97 2.06(1.12 2.46(1.28 15.0 .01* 

우울 1.78(0.88 2.15(1.14 2.53(1.08 16.1 .01* 

생리통/발기불능 1.65(0.99 1.87(1.14 2.40(1.34 12.5 .01* 

얇아진 피부 1.89(1.13 2.33(1.46 3.25(1.50 30.6 .01* 

미각변화 2.53(1.28 2.28(1.23 2.66(1.31 2.13 .12 

불면증 1.79(1.10 2.00(1.15 2.24(1.15 4.90 .01* 

발목관절 부종 1.67(1.10 1.74(1.02 2.82(1.41 33.2 .01* 

식욕감소 1.46(0.71 1.45(0.65 1.85(0.99 8.26 .01* 

요통 1.96(1.01 2.32(1.15 2.45(1.20 5.41 .01* 

설사 1.54(0.81 1.45(0.70 1.71(0.90 2.81 .06 

심계항진 2.06(1.06 2.18(1,15 2.44(1.11 4.20 .02* 

염증증가 1.65(0.83 1.93(1.12 2.49(1.20 19.1 .01* 

모발감소 2.22(1.45 2.32(1.47 2.47(1.46 0.97 .38 

손떨림 2.67(1.40 2.54(1.39 2.78(1.35 0.84 .4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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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후 기간에 따른 증상고통감 비교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라 1년미만의 대상자들이 가장 괴롭게 느끼는 증상은 

1위가 만월형얼굴,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여드름, 식욕증가, 손떨림 순서였고, 

1년 ∼3년 대상자군이 가장 괴롭게 느끼는 증상은 1위가 외모의 변화 다음으로 

만월형 얼굴, 여드름, 멍, 근육의 약화순서였다. 3년이상 대상자 군이 가장 

괴롭게 느끼는 증상은 1위가 멍이었고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근육의 약화, 시력감퇴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증상고통감에서 이식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증상항목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증상빈도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식욕증가, 여드름, 

미각변화, 불면증, 모발감소, 손떨림 6개 항목만 이식후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22개 항목에서는 3년이상 대상자군에서 1년미만이나 1년 ∼3년 

대상자군보다 증상고통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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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이식후 기간별  증상고통감  비교 

평  균 ( ± 표준편차)
항  목 

1년미만 1년 3년이상
F p 

피로 1.82(0.75 2.10(0.90 2.50(0.97 18.2 .01* 

털의 증가 1.84(1.24 2.18(1.36 2.47(1.34 6.88 .01* 

식욕증가 2.26(1.34 2.30(1.36 2.15(1.14 0.52 .60 

집중력감소 1.88(0.96 2.05(0.97 2.71(1.10 23.1 .01* 

시력감퇴 1.96(1.15 2.17(1.18 2.78(1.23 16.8 .01* 

근육약화 2.01(0.97 2.32(1.13 3.05(1.20 26.7 .01* 

여드름 2.37(1.37 2.59(1.27 2.43(1.37 0.48 .62 

외모의 변화 2.60(1.39 2.76(1.43 3.26(1.37 8.17 .01* 

만월형 얼굴 2.62(1.52 2.66(1.40 3.22(1.42 7.18 .01* 

멍 2.10(1.11 2.45(1,41 3.44(1.32 38.1 .01* 

감정의 기복 2.16(1.10 2.27(1.28 2.62(1.12 5.88 .01* 

잇몸비후 1.46(0.93 1.75(0.99 2.24(1.22 15.7 .01* 

두통 1.78(0.80 1.75(0.90 2.17(1.09 6.99 .01* 

성욕감소 1.49(0.95 1.86(1.19 2.30(1.27 14.3 .01* 

위장장애 1.62(0.95 1.79(0.96 2.23(1.15 11.4 .01* 

우울 1.75(0.95 1.88(1.01 2.17(1.03 5.94 .01* 

생리통/발기불능 1.62(1.08 1.89(1.11 2.25(1.28 8.59 .01* 

얇아진 피부 1.62(0.86 1.94(1.02 2.65(1.33 25.4 .01* 

미각변화 1.89(1.21 1.70(1.04 2.00(1.06 1.73 .18 

불면증 1.67(0.88 1.79(0.97 1.98(1.10 2.95 .05 

발목관절 부종 1.50(0.95 1.62(0.85 2.53(1.31 29.9 .01* 

식욕감소 1.16(0.56 1.41(0.81 1.56(0.82 7.93 .01* 

요통 1.87(1.06 2.13(1.11 2.28(1.14 4.02 .02* 

설사 1.40(0.72 1.43(0.77 1.66(0.93 3.58 .03* 

심계항진 1.72(0.95 1.93(0.94 2.16(1.05 5.92 .01* 

염증증가 1.62(0.99 1.87(1.09 2.31(1.13 13.6 .01* 

모발감소 2.02(1.32 2.01(1.29 2.28(1.34 1.70 .18 

손떨림 2.22(1.28 2.22(1.26 2.44(1.30 1.29 .2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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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빈도와 고통감 

 

면역억제제 약물종류에 따른 증상빈도와 고통감을 파악하기 위해 

싸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는 군과 프로그랍을 복용하는 군으로 나누고, 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군과 복용하지 않는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평균 

증상빈도 점수는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76.91점)이 프로그랍복용군 (62.29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7.28, p=0.01).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군 

(피디 또는 캘코트)이 (75.02점) 스테로이드 비복용군(62.75점) 보다 증상빈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79 p=.01). <표 10> 

면역억제제 약물종류별 증상고통점수도 증상빈도 점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즉,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64.33점)이 프로그랍 복용군(54.57점) 보다 

증상고통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3.89 p=.01) 스테로이드 

복용군(63.57점)이 스테로이드비복용군(51.88점) 보다 증상고통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53 p=.01). 

이는 싸이클로스포린군과 스테로이드 복용군이 증상의 빈도와 증상으로 인한 

고통감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 표 10 >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싸이클로스포린 

(n=323) 

프로그랍 

(n=72) 

t P 

증상빈도 76.91(17.71) 62.29(13.93) 7.28 .01* 

증상고통감 64.33(18.78) 54.57(16.35) 3.89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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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스테로이드복용 

(n=364) 

스테로이드비복용 

(n=34) 

t P 

증상빈도 75.02(17.71) 62.75(17.18) 3.79 .01* 

증상고통감 63.57(18.55) 51.88(16.46) 3.53 .01* 

*p<.05 

 

프로그랍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면역억제제이므로 이식후 

경과기간이 3년미만의 대상자들만으로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으로 나누어 증상빈도와 고통감을 파악한 결과 3년미만의 대상자군에서 

증상빈도점수는 싸이클로스로린 복용군(66.34점)이 프로그랍복용군 (59.92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45, p=.02).그리고 3년미만의      

대상자군에서 증상고통감 점수는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55.02점)이 프로그랍 

복용군(52.62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t=0.78 p=.43). <표 11> 

 

< 표11 > 3년미만 대상자군에서 약물종류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N=138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싸이클로스포린 

(n=82) 

프로그랍 

(n=56) 

t P 

증상빈도 66.34(16.80) 59.92(12.89) 2.45 .02* 

증상고통감 55.02(17.48) 52.62(16.64) 0.78 .4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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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종류별 증상빈도 

 

면역억제제로 싸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증상 1위는 멍, 다음으로 털의 증가,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순서 

였고, FK506을 복용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은 1위가 모발의 

감소, 다음으로 식욕증가, 멍, 여드름, 근육약화 순서로 나타났다.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증상빈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증상항목을 분석한 결과 

여드름, 미각의 변화, 설사, 심계항진, 손떨림 5개 항목만 약물의 종류에 따라 

증상빈도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23개 항목은 모발감소항목을 

제외하고 싸이클로스포린 사용군이 프로그랍 사용군에 비해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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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빈도 비교 

평  균 ( ± 표준편차)
항  목 

싸이클로스포린 프로그랍
t p 

피로 2.90(1.05) 2.48(0.90) 3.13 .01* 

털의 증가 3.80(1.31) 1.84(1.28) 11.45 .01* 

식욕증가 3.49(1.23) 3.15(1.25) 2.09 .04* 

집중력감소 3.08(1.14) 2.41(1.07) 4.49 .01* 

시력감퇴 3.01(1.32) 2.23(1.33) 4.52 .01* 

근육약화 3.50(1.24) 2.80(1.35) 4.27 .01* 

여드름 3.01(1.47) 2.90(1.51) 0.60 .55 

외모의 변화 3.74(1.35) 2.66(1.49) 5.99 .01* 

만월형 얼굴 3.68(1.47) 2.77(1.59) 4.64 .01* 

멍 3.91(1.26) 2.94(1.46) 5.73 .01* 

감정의 기복 3.11(1.22) 2.50(1.12) 3.87 .01* 

잇몸비후 2.46(1.41) 1.44(0.94) 7.43 .01* 

두통 2.23(1.11) 1.88(1.05) 2.41 .02* 

성욕감소 2.64(1.34) 1.87(1.09) 5.13 .01* 

위장장애 2.30(1.26) 1.97(1.17) 2.06 .04* 

우울 2.37(1.11) 2.07(0.99) 2.15 .03* 

생리통/발기불능 2.30(1.33) 1.61(0.86) 4.22 .01* 

얇아진 피부 3.00(1.53) 2.12(1.35) 4.43 .01* 

미각변화 2.63(1.31) 2.36(1.22) 1.55 .12 

불면증 2.20(1.17) 1.77(1.03) 2.82 .01* 

발목관절 부종 2.59(1.43) 1.70(1.04) 6.02 .01* 

식욕감소 1.76(0.95) 1.47(0.67) 3.00 .01* 

요통 2.40(1.19) 2.04(1.05) 2.36 .02* 

설사 1.62(0.86) 1.73(0.87) -0.96 .34 

심계항진 2.39(1.11) 2.11(1.12) 1.92 .06 

염증증가 2.34(1.20) 1.80(0.92) 4.15 .01* 

모발감소 2.24(1.40) 3.15(1.51) -4.89 .01* 

손떨림 2.70(1.35) 2.79(1.40) -0.50 .62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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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물종류에 따른 증상고통감 

 

면역억제제로 싸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가장 괴롭게 느끼는 증상은 

1위 멍,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의 순서였다. 

프로그랍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가장 괴롭게 느끼는 증상은 1위가 모발의 감소, 

다음으로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손떨림, 여드름의 순서로 나타났다.  

약물종류별로 증상고통점수에 차이가 있는 증상항목은 피로, 모발의 증가, 

집중력 감소, 시력감퇴, 근육약화,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멍, 잇몸비후, 두통, 

성욕감소, 생리통/발기불능, 얇아진 피부, 발목관절 부종, 모발감소 등의 15개 

항목이었고 이중 모발의 감소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항목에서 

싸이클로스포린 사용군이 프로그랍 사용군에 비해 증상고통감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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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 고통감 비교 

평  균 ( ± 표준편차)
항  목 

싸이클로스포린 프로그랍
t P 

피로 2.37(0.99) 2.02(0.81) 3.10 .01* 

털의 증가 2.51(1.35) 1.33(0.74) 10.05 .01* 

식욕증가 2.22(1.24) 2.08(1.11) 0.88 .38 

집중력감소 2.55(1.12) 1.98(0.96) 3.95 .01* 

시력감퇴 2.60(1.24) 2.21(1.28) 2.33 .02* 

근육약화 2.86(1.23) 2.15(1.07) 4.48 .01* 

여드름 2.45(1.35) 2.40(1.38) 0.28 .78 

외모의 변화 3.16(1.40) 2.56(1.40) 3.25 .01* 

만월형 얼굴 3.12(1.45) 2.54(1.44) 3.00 .01* 

멍 3.19(1.40) 2.31(1.28) 4.83 .01* 

감정의 기복 2.51(1.16) 2.30(1.16) 1.37 .17 

잇몸비후 2.15(1.20) 1.35(0.76) 6.97 .01* 

두통 2.09(1.04) 1.81(0.93) 2.02 .04* 

성욕감소 2.17(1.27) 1.60(1.01) 4.11 .01* 

위장장애 2.07(1.11) 1.94(1.13) 0.88 .38 

우울 2.09(1.04) 1.84(0.90) 1.87 .06 

생리통/발기불능 2.17(1.27) 1.64(1.02) 3.74 .01* 

얇아진 피부 2.43(1.31) 1.91(1.05) 3.54 .01* 

미각변화 1.96(1.08) 1.80(1.14) 1.10 .27 

불면증 1.92(1.07) 1.76(0.97) 1.17 .24 

발목관절 부종 2.33(1.31) 1.52(0.84) 6.38 .01* 

식욕감소 1.50(0.80) 1.29(0.70) 1.96 .05 

요통 2.22(1.14) 2.00(1.08) 1.52 .13 

설사 1.56(0.86) 1.64(0.97) -0.71 .48 

심계항진 2.07(1.03) 1.88(1.04) 1.37 .17 

염증증가 2.16(1.14) 1.87(1.06) 1.95 .05 

모발감소 2.05(1.26) 2.79(1.47) -4.32 .01* 

손떨림 2.35(1.28) 2.41(1.34) -0.38 .70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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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대상자의 자가관리 실태 

 

 

전체 대상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가관리 행동은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92.9%),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92.0%),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89.1%),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85.6%),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 (84.3%)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가관리 행동은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2.9%), 

‘한방치료를 받는다’ (4.1%), ‘기타 해결방법을 사용한다’ (8.3%),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복용한다’ (10.5%), ‘건강보조식품등을  먹는다’ (11.3%) 등 이었다. 

<표 14>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자가관리 점수는 17.13점(± 4.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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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전체대상자의 자가관리 행동 빈도 순위                      N=398 

NO 자가관리 행위 사용자 % 

1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358 92.9 

2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358 92.0 

3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345 89.1 

4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85.6 

5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323 84.3 

6 안정을 취한다  (예:누워 있음, 낮잠을 잠) 327 84.0 

7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 326 84.0 

8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접하지 않토록  노력한다 324 83.9 

9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피한다 307 78.9 

10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298 76.8 

11 증상을 가족에게 말한다 267 69.8 

12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위해 매끼 식사량을  조절한다 268 68.8 

13 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263 68.6 

14 오랫동안 걷거나 등산, 장시간의 여행을 피한다 263 67.7 

1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예:산책을 한다) 262 67.7 

16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52 65.6 

17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커피,홍차 등을  제한한다 249 64.6 

18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246 64.3 

19 축구,달리기 등 힘든운동을 하지 않는다 245 63.6 

20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13 56.2 

21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205 53.6 

22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모자를 쓴다 189 48.9 

23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갈때는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쓴다 169 43.5 

24 증상을 신장이식인 동호회에서 말한다 104 27.2 

25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예:홍화씨,포도즙) 44 11.3 

26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다   (예: 제모제) 41 10.5 

27 기타 해결방법(예 : 경락마사지 등) 32 8.3 

28 한방치료를 받는다(예 :침/ 뜸) 16 4.1 

29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2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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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이식후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자가관리 실태 

 

  5-1. 성별 자가관리 실태 비교 

 

 성별에 따른 자가관리 점수는 여자(18.11점)가 남자(16.68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73,  p=.01 ). < 표 15 >    

성별에 따라 자가관리 행동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안정을 

취한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끼 식사량을 조절한다’ ,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 커피 홍차 등을 제한한다’,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증상을 신장이식인 동호회에서 말한다’ ,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등의 7개 항목이었고 7개 항목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가관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6 >  

 

< 표 15 > 성별 자가관리 행동 점수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남(n=239) 여 (n=110) 
t P 

자기관리점수 16.68 (5.01) 18.11 (4.31) -2.73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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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성별 자가관리 실태 비교 

항  목 남 여 χ² P 

안정을 취한다  (예:누워 있음, 낮잠을 잠) 210(81.0) 117(90.0) 5.139 .02*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피한다 204(78.7) 103(79.2) 0.011 .92 

오랫동안 걷거나 등산, 장시간의 여행을 피한다 174(67.5) 89(68.9) 0.129 .72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예:산책을 한다) 175(67.5) 87(67.9) 0.006 .94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227(88.3) 118(90.7) 0.532 .47 

오래 햇볕을 쬐지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모자를 쓴다 121(46.9) 68(53.1) 1.327 .25 

축구,달리기 등 힘든운동을 하지 않는다 165(64.4) 80(62.0) 0.220 .64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갈때는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104(40.1) 65(50.3) 3.667 .06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200(77.5) 98(75.3) 0.221 .64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164(63.3) 104(80.0) 11.23 .01*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215(83.01 118(90.7) 4.226 .04*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 216(83.4) 110(85.2) 0.225 .64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예:홍화씨,포도즙) 24(9.2) 20(15.3) 3.229 .07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238(91.8) 120(92.3) 0.020 .89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다   (예: 제모제) 24(9.3) 17(13.0) 1.303 .25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커피,홍차 등을   제한한다 156(60.7) 93(72.6) 5.346 .02*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72(67.4) 80(62.0) 1.121 .29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36(53.7) 77(61.1) 1.849 .17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152(59.6) 94(74.0) 7.676 .01* 

증상을 가족에게 말한다 169(66.8) 98(75.9) 3.414 .06 

증상을 신장이식인 동호회에서 말한다 61(23.9) 43(34.1) 4.425 .04*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237(92.5) 121(93.8) 0.195 .66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접하지 않토록   노력한다 211(82.1) 113(87.6) 1.924 .17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122(47.8) 83(65.3) 10.45 .01* 

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170(66.6) 93(72.6) 1.421 .23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210(82.3) 113(88.2) 2.670 .13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13(5.0) 10(7.8) 1.153 .28 

한방치료를 받는다(예 :침/ 뜸) 8(3.1) 8(6.2) 2.111 .15 

기타 해결방법(예 : 경락마사지 등) 18(7.0) 14(11.0) 1.797 .18 

*n= ‘유’에 응답한자 수,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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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식후기간별 자가관리 실태 비교 

 

  이식후 기간에 따른 자가관리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를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라 1년미만, 1∼3년, 3년이상의 대상군으로 구분하여 자가관리 

점수를 파악한 결과 이식후 기간이 지날수록 자가관리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7> 

 

< 표 17 > 이식후 기간별 자가관리 점수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1년미만 

(n=72) 

1년∼3년

(n=49) 

3년이상  

(n=228) 

F p 

자가관리점수 18.01(4.54) 17.81(3.88) 16.71(5.08) 2.55 .08 

 

이식후 기간에 따라  자가관리 행동에 차이가 있는 항목이 있는지 1년미만, 

1년 ∼3년, 3년이상 대상군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때에는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 커피, 홍차 등을 제한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등의 7개 

항목이었다. 이중 ‘자극성 있는 음료나 주류, 커피, 홍차 등을 제한한다’  와 

‘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2가지 항목에서만 1년 ∼3년 

대상자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5가지 항목은 모두 1년 미만 

대상자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사용빈도가 줄었다.  

이는 이식후 경과기간이 오래된 환자일수록 자가관리에 대한 적극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 표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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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이식후 기간별 자가관리 실태 비교 

이식후 기간
항  목 

1년미만n(%) 1-3년n(%) 3년이상n(%)

χ² P 

안정을 취한다 (예:누워 있음, 낮잠을 잠) 61(78.2) 51(92.7) 215(83.9) 5.080 .08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피한다 62(79.4) 40(71.4) 205(80.3) 2.236 .33 

오랫동안 걷거나 등산, 장시간의 여행을   54(69.2) 38(67.8) 171(67.3) 0.099 .9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예:산책을 한다) 56(72.9) 41(73.2) 165(64.9) 2.540 .28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75(96.1) 50(89.2) 220(86.9) 5.214 .07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않거나  모자를 쓴다 43(55.1) 26(46.4) 120(47.6) 1.511 .47 

축구,달리기 등 힘든운동을 하지 않는다 52(67.5) 31(55.3) 162(64.2) 2.209 .33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갈때는 주의하거나  58(75.3) 24(42.8) 87(34.1) 40.860 .01*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63(80.7) 43(76.7) 192(75.5) 0.898 .64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끼 식사량을 57(73.0) 41(73.1) 170(66.6) 1.714 .42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73(93.5) 51(91.0) 209(81.9) 8.141 .02*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 73(93.5) 48(85.7) 205(80.7) 7.514 .02*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예:홍화씨,포도즙) 5(6.3) 5(8.9) 34(13.3) 3.223 .20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74(94.8) 53(94.6) 231(90.5) 2.102 .35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다  (예: 제모제) 4(5.1) 6(10.7) 31(12.2) 3.163 .21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커피,홍차 등을 제한한다 58(75.3) 41(75.9) 150(59.0) 10.325 .0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57(75.0) 40(72.7) 155(61.2) 6.323 .04*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43(57.3) 35(66.0) 135(53.7) 2.717 .26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46(62.1) 34(61.8) 166(65.6) 0.483 .79 

증상을 가족에게 말한다 53(70.6) 44(80.0) 170(67.4) 3.400 .18 

증상을 신장이식인 동호회에서 말한다 21(28.3) 12(22.6) 71(27.9) 0.277 .71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72(94.7) 51(92.7) 235(92.5) 0.447 .80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접하지 않토록  노력한다 62(81.5) 51(92.7) 211(82.7) 3.734 .15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49(64.4) 33(61.1) 123(48.8) 7.164 .03* 

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50(65.7) 38(70.3) 175(69.1) 0.395 .82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69(92.0) 54(98.1) 200(79.0) 16.66 .01*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2(2.1) 1(1.81) 20(7.8)  .12 

한방치료를 받는다(예 :침/ 뜸) 1(1.3) 3(5.4) 12(4.7)  .35 

기타 해결방법(예 : 경락마사지 등) 4(5.2) 6(10.9) 22(8.7) 1.459 .48 

 *p < .05   n= ‘유’에 응답한자 수 



 43

 5-3. 면역억제제 종류별 자가관리 실태 비교 

 

전체 대상자에서 복용하는 면역제제 종류에 따른 자가관리실태 비교를 위해 

면역억제제 약물 중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으로 구분한 후 

평균 자가관리점수를 파악한 결과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17.11점)과 프로그랍 

복용군(17.34점)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80). <표 19> 

 프로그랍이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면역억제제이므로 전체 대상자 중 

3년미만의 대상자들에서만 두 약물 종류에 따른 자가관리점수를 비교한 결과도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18.54점)이 프로그랍 복용군(17.10점) 보다 자가관리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t=1.84 p=.07). <표 20>  

 

< 표 19 > 면역억제제 종류별 자가관리 점수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싸이클로스포린 

(n=283) 

프로그랍 

(n=63) 

t P 

자기관리점수 17.11 ( 4.89 ) 17.34 (4.74) -0.25 .80 

n= ‘자가관리 항목에 응답한 자’에 한함 

 

 

< 표 20 > 3년이하 대상자군에서 약물종류별 자가관리 점수  

평균( ± 표준편차 ) 

변  수 싸이클로스포린 

(n=79) 

프로그랍 

(n=54) 

t P 

자기관리점수 18.54(4.12) 17.10(4.40) 1.84 .07 

 n= ‘자가관리 항목에 응답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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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들의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간의 자가관리 

행동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구강을 항상 청결히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갈때는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 커피, 

홍차 등을 제한한다’, ‘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병원에는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의 5가지 항목이었다. 이  5가지 항목 중 ‘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항목만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이 더 많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프로그랍 복용군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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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면역억제제 종류별 자가관리 실태비교 

싸이클로포 프로그랍
항  목 

n(%) n(%)

χ² P 

안정을 취한다 (예:누워 있음, 낮잠을 잠) 272(85.5) 53(77.9) 2.427 .12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피한다 253(79.5) 52(76.4) 0.322 .57 

오랫동안 걷거나 등산, 장시간의 여행을 피한다 219(69.0) 43(63.2) 0.881 .35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예:산책을 한다) 210(66.4) 49(72.0) 0.800 .37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276(87.3) 66(97.0) 5.424 .02*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모자를 쓴다 155(49.2) 33(48.5) 0.010 .92 

축구,달리기 등 힘든운동을 하지 않는다 203(64.6) 42(61.7) 0.202 .65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갈때는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쓴다 131(41.3) 37(54.4) 3.898 .04*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247(77.9) 49(72.0) 1.081 .30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끼  식사량을  조절한다 215(67.6) 50(73.5) 0.912 .34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268(84.2) 62(91.1) 2.150 .14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 264(83.2) 60(88.2) 1.030 .31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예:홍화씨,포도즙) 39(12.2) 5(7.3) 1.337 .25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292(91.8) 64(94.1) 0.411 .52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다  (예: 제모제) 37(11.6) 4(5.8) 1.972 .16 

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커피,홍차등을  제한한다 198(62.6) 50(75.7) 4.113 .04*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03(64.6) 48(71.6) 1.201 .27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68(54.0) 43(66.1) 3.214 .07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204(64.9) 39(60.0) 0.577 .45 

증상을 가족에게 말한다 220(70.2) 45(68.1) 0.114 .73 

증상을 신장이식인 동호회에서 말한다 89(28.5) 15(22.7) 0.918 .34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293(92.7) 62(93.9) 1.00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접하지 않토록   노력한다 269(84.8) 53(80.3) 0.846 .36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172(54.9) 33(50.0) 0.538 .46 

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224(71.1) 37(56.9) 5.042 .02*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258(82.1) 62(93.9) 5.685 .02*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21(6.6) 2(2.99) .40 

한방치료를 받는다(예 :침/ 뜸) 13(4.1) 3(4.4) 1.00 

기타 해결방법(예 : 경락마사지 등) 27(8.6) 5(7.4) 0.092 .71 

*p < .05  n= ‘유’에 응답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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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연구에서는 신장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증상경험 및 자가관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별로 논의 및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연구의 전체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은 ‘멍’이었고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식욕 증가’ 순이었으며, 증상고통감은 ‘외모의 

변화’가 가장 괴롭다고 보고하였고, ‘멍’,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 

순으로 높게 경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도구에 포함된 증상외에 기타 경험하는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부 환자들이 사마귀, 습진, 종기 같은 감염성 질환과 손발저림, 

경련, 안면홍조, 통풍등의 증상을 보고하였다. 

김금순 등(2002)이 심장이식, 신장이식, 간이식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증상빈도와 불편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식환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피로’, ‘모발의 증가’, ‘집중력 감소’, ‘시력 감퇴’의 순이었으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은 ‘피로’, ‘시력감퇴’, ‘집중력 감소’, ‘근육약화’, ‘두통’등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금순 등(2002)의 연구가 본연구와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본연구에서는 대상을 

신장이식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평균 이식 후 경과기간이 68.77개월인데 

비해 그들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간이식, 신장이식, 심장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이식후 경과기간도 30.53개월이어서 질환별이나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라 증상경험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에서 가장 증상빈도가 높은 증상이 가장 괴롭다고 보고한 증상과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Moons(1998)등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증상 경험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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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의 증상빈도 점수와 고통감 

점수가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oley, 1989 ; Jalowiec, 1997 ; Lanuza, 1999 ; Moons, 

1998). 

증상경험에 대한 성별비교에서 남자들은 주로 ‘멍’, ‘외모의 변화’, ‘털의 증가’, 

‘근육약화’, ‘만월형 얼굴’ 순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고 여자들은 ‘멍’,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식욕증가’, ‘털의 증가’ 순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증상빈도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식욕증가’.’여드름’,’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멍’, ‘위장장애’, ‘우울’, ‘미각변화’, ‘요통’, ‘심계항진’의 10개 

항목으로 여드름만 남자의 빈도가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가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상고통감의 경우도 남자들은 ‘멍’, ‘외모의 변화’, ‘근육약화’, ‘만월형 

얼굴’, ‘여드름’ 순으로 괴롭다고 하였고, 여자들은 ‘만월형 얼굴’, ‘외모의 변화’, 

‘멍’, ‘털의 증가’, ‘집중력 감소’ 등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고통감 항목 중 남녀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피로’, ‘털의 증가’, ‘식욕증가’, 

‘집중력 감소’, ‘여드름’,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성욕감소’, ‘우울’, ‘미각 

변화’의 10개 항목이었으며 이중 남자의 고통감이 높은 항목은 ‘여드름’, 

‘성욕감소’ 2가지 항목이었고 나머지 8개 항목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nuza 등(1999)의 연구에서도 여자들은 주로 신체상이나 기분과 

관련된 증상들은 불편해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주로 성적활동과 관련된 

증상들을 불편해 하는 것으로 드러나 본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식후 경과기간에 따른 분석에서 이식후 경과기간을 1년미만, 1년∼3년, 

3년이상 대상자군 세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이식후 기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면역억제제를 많이 그리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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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수록 그에 대한 부작용 경험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식 환자들을 36개월 미만과 36개월 이상의 두 군으로 구분하여 

증상빈도와 증상불편감 점수를 조사한 김금순 등(2002)의 연구에서도 3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증상빈도 점수와 증상불편감 점수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3년이상의 대상자들에서만 이식후 기간이 더 

장기적으로 오래 경과할수록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의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식후 3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의 대상자군으로 다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년∼10년 대상자군에서 증상빈도 점수가 나머지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증상빈도 점수의 경우 3년∼5년 보다 

5년∼10년 대상자가 가장 높게 경험하였고 이후로는 10년∼15년, 15년이상 

대상자군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상빈도 점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Moons(1998)의 연구에서는 이식후 기간을 1,2,3,4,5,6년으로 구분하여 

증상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증상빈도의 경우 이식후 6년의 대상자가 

증상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기간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밝혀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3년이상 대상자들의 증상고통감의 경우도 5년∼10년 

대상자군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이후로는 고통감 점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신장이식환자들은 이식수술후 5년∼10년 기간 까지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상빈도와 고통감이 커지나 10년이후로는 증상빈도와 고통감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식 후 10년이상의 장기 

환자들의 경우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양이 이식초기보다는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최근 다양한 종류의 병합면역억제 

요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약물종류와 투여량, 병합요법 등은 현재 각 

이식센터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통의 유지면역억제요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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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로스포린이나 프로그랍 중의 하나와, 이뮤란이나 셀셉트중의 하나와,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3자요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새롭고 

강력한 면역억제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유지기부터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중단하는 면역억제제 요법도 사용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중 싸이크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 

두군으로 구분하여 증상경험을 비교하였는데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이 프로그랍 

복용군보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을 통계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클로스포린을 복용하는 군에서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멍’, ‘털의 

증가’,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등이 었고 프로그랍을 복용하는 

대상자군에서 자주 경험하는 증상은 ‘모발의 감소’, ‘식욕증가’, ‘멍’, ‘여드름’, 

‘근육약화’의 순이었다.  

이 증상들 중 ‘만월형 얼굴’, ‘식욕증가’, ‘외모의 변화’, ‘근육약화’, ‘털의 증가’, 

‘멍’, ‘피부손상’ 그리고 ‘감정의 기복’등은 스테로이드 복용과 관련 있는 증상들 

인데 싸이클로스포린이나 프로그랍을 복용하는 대상자들도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병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나온것으로 보여진다.  

증상고통감 측면에서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에서는 ‘멍’,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의 순으로 괴로움을 호소하였고 프로그랍 

복용군에서는 ‘모발의 감소’,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손떨림’, ‘여드름’ 등의 

순으로 고통감을 높게 호소하였다. 

프로그랍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대상자군과 싸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대상군의 두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김금순(2002)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랍에 비해 싸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의 

증상빈도와 불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랍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면역억제제여서 

프로그랍복용군이 대부분 이식후 3년미만의 대상자들이므로 이식후 기간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 중 이식후 3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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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만으로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싸이클로스포린군이 프로그랍 복용군보다 증상빈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나 증상고통감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최근 새로운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등장으로 유지기부터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중단하는 면역억제요법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 대상자군을 

스테로이드(피디나 캘코트)를 복용하는 군과 스테로이드 비복용군으로 나누어 

증상빈도와 고통감을 비교한 결과 스테로이드 복용군이 비복용군보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모두 더 통계적으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경험에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장이식환자들의 자가관리행동여부를 점수화 하여 

자가관리점수를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로 비교한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가 가장 많이 하는 자가관리행동은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 순으로 행동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행동은 ‘한방치료를 

받는다’,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기타 해결방법을 사용한다’, ‘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복용한다’, ‘건강보조식품 등을  먹는다’ 등의 행동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신장이식환자들은 대체로 의료인의 치료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자가관리 행동은 

‘경락마사지’, ‘뜸’, ‘발지압’, ‘맛사지’, ‘제모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 성별 자가관리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자가관리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자가관리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정을 취한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끼 식사량을 조절한다’,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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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극성 있는 음료나 주류,커피, 홍차등을 피한다’,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증상을 신장이식 동호회에서 말한다’, ‘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등의 항목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후 기간별 자가관리 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식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1년미만, 1년∼3년, 3년이상의 대상군으로 구분하여 자가관리점수를 파악한 결과, 

이식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자가관리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신장이식후 자가관리를 잘하는 것은 치료지시이행을 잘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므로 이는 이영선(1997)의 연구에서 이식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지시이행정도가 낮아 졌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식후 기간이 오래 경과한 대상자들에서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면역억제제 종류별 자가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과 

프로그랍 복용군간의 자가관리 점수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자가관리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로 자가관리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자환자들과 이식후 3년이상 경과한 대상자들에게는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자가관리 행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장이식후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면역억제제로 인한 대상자들의 증상경험을 이해하고 신장이식 환자들의 실제 

자가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대상자들의 간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식후 추후 관리기간 동안 의료인이 인식하는 부작용과 환자가 인식하는 

부작용은 다르다. 특히 의료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망률과 관련된 부작용에는 

환자들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식환자 들에게 어떤 

증상이 더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고 이러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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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이식 후 건강수준 변화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점점 증가하는 국내 신장이식 환자들의 

면역억제 요법과 관련된 환자교육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신장이식후 

추후관리 기간동안 환자들의 증상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에 사용될 수 있고, 

환자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증상경험에 대해 의료인이 먼저 질문할 수 있고, 

자가관리 실태조사 결과로 치료지시불이행의 위험에 있는 환자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환자교육프로그램은 

면역억제제의 객관적인 부작용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경험에 대한 정보 둘 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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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연구는 신장이식후 면역억제제 사용환자들의 증상경험과 자가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면역억제제 사용환자의 올바른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과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서울시내 소재 

S종합병원과 Y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외래를 방문중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39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장이식후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을 조사하기 위해 Adapted Transplant Symptom Frequency and 

symotom Distress scale (Moons, 1998)을 본연구자가 번역하고 

신장이식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후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증상빈도 측정도구’와 ‘증상 고통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신장이식환자의 자가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 문헌고찰, 

신장이식환자와의 면담을 기초로 본연구자가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친 후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자가관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ver 8.0)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증상빈도와 고통감, 자가관리 실태 및 효과 정도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증상빈도와 

고통감, 자가관리 실태 비교는 t-test,  ANOVA,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전체 대상자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증상빈도 1위가 ‘멍’,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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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식욕증가’ 순이었으며 증상고통감은 

1위가 ‘외모의 변화’, ‘멍’,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의 순서로 

나타났다. 

9) 성별로 여자의 증상빈도(t=-1.82, p=.07)와 고통감 점수(t=-1.27, p=.20)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10)이식후 기간별로 증상빈도와 고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식후 

3년이상 경과한 군의 증상빈도(F=46.55, p=.00)와 고통감(F=25.79, p=.00)이 

이식후 1년미만군과 1년∼3년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1)면역억제제 종류별로 증상빈도와 고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싸이클로스포린 복용군이 프로그랍복용군 보다 증상빈도(t=7.28, p=.00)와 

고통감(t=3.98, p=.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복용군이 스테로이드 비복용군 보다 증상빈도(t=3.79, p=.00)와 고통감(t=3.53, 

p=.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2)전체 대상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가관리 행동은 ‘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의 순이었다.  

13)성별로 자가관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의 자가관리점수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73, p=.01). 

14)이식후 경과한 기간이나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른 자가관리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의 제한점 

 

1) 본연구는 2개 종합병원의 신장이식 수술후 외래 방문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본연구에서 사용된  자가관리 측정 도구는 표준화 된 것이 아니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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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하여 약물종류만 확인했을 뿐 현재 투여용량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4) 분석을 위한 성별, 이식후 기간별, 면역억제제 종류별 표본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제언 

 

본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많은 병원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실무측면에서 여자 환자일수록, 이식후 기간이 오래 경과된 환자일수록 더 

적극적인 증상관리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간호중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남자 환자일수록 이식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가관리 행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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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신장이식환자의 증상경험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사과정 학생으로 신장이식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신장이식을 받으신 분들에게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과 그에 대한  자기 관리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제공해 주시는 자료는 오직 학문적인 목적과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컴퓨터에 의해 통계 처리되어 

순수하게 연구목적만으로 사용됩니다. 

 

귀하의 협조가 신장이식환자의 간호에 많은 보탬이 되므로 어려운 

여건이겠으나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박미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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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래 증상들에   대하여  귀하께서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계신지 

빈도를 골라 그 칸에    " √ "표를 해 주십시오.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 

증상 
전혀없다

드물게 

있다 

때때로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1. 피곤하다 1 2 3 4 5 

2. 털이 증가한다. 1 2 3 4 5 

3. 식욕이 증가한다. 1 2 3 4 5 

4. 집중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5. 시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6.근육이 약해진다. 1 2 3 4 5 

7. 여드름이 생긴다. 1 2 3 4 5 

8. 원하지 않는 외모의 변화가 있다. 1 2 3 4 5 

9.동그란 달모양 얼굴형으로 변한다. 1 2 3 4 5 

10.멍이 쉽게 든다 1 2 3 4 5 

11.감정의 기복이 있다. 1 2 3 4 5 

12.잇몸이 자란다. 1 2 3 4 5 

13.두통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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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나타나는 빈도 

증상 

전혀없다
드물게 

있다 

때때로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 

14.성적인 욕구가 떨어진다. 1 2 3 4 5 

15.위염,위궤양 등 위장장애가 있다. 1 2 3 4 5 

16.우울하다. 1 2 3 4 5 

17. 【여자】 생리통이 심하다 

【남자】발기불능 등 성적 문제가 발생한다.

1 2 3 4 5 

18.피부가 얇아진다. 1 2 3 4 5 

19.입맛에 변화가 있다. 1 2 3 4 5 

20.불면증이 있다. 1 2 3 4 5 

21.발목관절이 붓는다. 1 2 3 4 5 

22.식욕이 없다. 1 2 3 4 5 

23.허리가 아프다. 1 2 3 4 5 

24.설사를 한다. 1 2 3 4 5 

25.심장이 빠르게 뛰는것이 느껴진다. 1 2 3 4 5 

26. 감기나 방광염에 잘 걸린다. 1 2 3 4 5 

27.모발이 감소한다. 1 2 3 4 5 

28.손이 떨린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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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래 증상들에 대하여 귀하께서  그 증상들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 

정도를 골라 그 칸에 " √ "표를 해 주십시오. 

 

증상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증상 
전혀 않 

괴롭다 

약간 

괴롭다 

보통 

괴롭다

많이 

괴롭다 

심하게 

괴롭다 

1. 피곤하다 1 2 3 4 5 

2. 털이 증가한다. 1 2 3 4 5 

3. 식욕이 증가한다. 1 2 3 4 5 

4. 집중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5. 시력이 떨어진다 1 2 3 4 5 

6.근육이 약해진다. 1 2 3 4 5 

7. 여드름이 생긴다. 1 2 3 4 5 

8. 원하지 않는 외모의 변화가 있다. 1 2 3 4 5 

9.동그란 달모양 얼굴형으로 변한다. 1 2 3 4 5 

10.멍이 쉽게 든다 1 2 3 4 5 

11.감정의 기복이 있다. 1 2 3 4 5 

12.잇몸이 자란다. 1 2 3 4 5 

13.두통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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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증상 전혀 않 

괴롭다 

약간 

괴롭다 

보통 

괴롭다

많이 

괴롭다 

심하게 

괴롭다 

14.성적인 욕구가 떨어진다. 1 2 3 4 5 

13.두통이 있다. 1 2 3 4 5 

14.성적인 욕구가 떨어진다. 1 2 3 4 5 

15.위염,위궤양 등 위장장애가 있다. 1 2 3 4 5 

16.우울하다. 1 2 3 4 5 

17. 【여자】 생리통이 심하다 

【남자】발기불능 등 성적 문제가 발생한다.

1 2 3 4 5 

18.피부가 얇아진다. 1 2 3 4 5 

19.입맛에 변화가 있다. 1 2 3 4 5 

20.불면증이 있다. 1 2 3 4 5 

21.발목관절이 붓는다. 1 2 3 4 5 

22.식욕이 없다. 1 2 3 4 5 

23.허리가 아프다. 1 2 3 4 5 

24.설사를 한다. 1 2 3 4 5 

25.심장이 빠르게 뛰는것이 느껴진다. 1 2 3 4 5 

26. 감기나 방광염에 잘 걸린다. 1 2 3 4 5 

27.모발이 감소한다. 1 2 3 4 5 

28.손이 떨린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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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귀하께서도 열거된 방법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 "없다"에 "√"표 해주십시오. 만약 "있다"에 표시하셨다면 

귀하께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결방법 사용경험 

증상 

있다 없다 있다면 구체적 사용방법은? 

1.안정을 취한다  (예:누워 있음, 낮잠을 잠) 유 무   

2.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피한다. 유 무   

3.오랫동안 걷거나 등산, 장시간의 여행을  피한다 유 무   

4.규칙적인 운동을 한다.(예:산책을 한다) 유 무   

5.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한다. 유 무   

6.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모자를 쓴다. 유 무   

7.축구,달리기 등 힘든운동을 하지 않는다 유 무   

8.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갈때는 주의하거나  마스크를 쓴다 유 무   

9.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한다. 유 무   

10.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끼식사량을  조절한다. 유 무   

11.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 무   

12.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한다. 유 무   

13.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예:홍화씨,포도즙)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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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사용경험 

증상 

있다 없다 있다면 구체적 사용방법은? 

14.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복용시간을 지켜 복용한다. 유 무   

15.처방된 약 이외의 약을 사용한다. 유 무   

16.자극성있는 음료나 주류,커피,홍차 등을 제한한다. 유 무   

17.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유 무   

18.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 무   

19.증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유 무   

20.증상을 가족에게 말한다. 유 무   

21.증상을 신장이식인 동호회에서 말한다. 유 무   

22.일상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도록 노력한다. 유 무   

23.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접하지 않토록   노력한다. 유 무   

24.증상을 의료인에게 전화로 문의한다. 유 무   

25.증상해결을 위해 해당 외래를 방문한다. 유 무   

26.병원에 오는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유 무   

27.민간요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 유 무   

28.한방치료를 받는다.(예 :침/ 뜸) 유 무  

29. 기타해결 방법을 사용하는지 ? (예:경락마사지 등)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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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에서 제시된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증상 외에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Ⅴ. 귀하께서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해 경험하는 증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알기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Ⅵ.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 :     만       세 

2. 성     별 :     남(     ), 녀 (   ) 

3. 결혼 상태 :  결혼(   ) 미혼(   ), 이혼(   )  사별 (   )   별거 (   ) 

4. 최종학력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      대학원이상 (    ) 

5. 귀하의 직업 :  전문직(    )  사무직(    ) 판매직(    )  생산직 (    )    

 자영업(  ) 주부(   )  무직(  )  학생(  ) 기타 (       ) 

6. 가족의 월수입 : 100만원 이하 (     )     101 ∼ 200만원 이하 (     )   

    201∼300만원 이하 (    ) 301∼400만원 이하 (     )     

401∼500만원 이하 (     )     501만원 이상 (     ) 

7. 언제 신장이식수술을 받으셨습니까? :      (        )년     (      ) 월 

8. 신장이식 받은 횟수 :       1회 (    )    2회(    )     2회이상 (   ) 

9.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 종류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피디(델타손,델타코테프)(   ) ,캘코트(데플라자코트)(   )  셀셉트 (      ) 

-싸이클로스포린(산디문, 싸이폴) (  )  FK506(프로그라프) ( )   이뮤란(    ) 

10. 거부반응 경험 여부 :     유 (     )     무 (     ) 

11. 가장 최근에 측정한 귀하의 크레아틴(creatinine) 수치는 얼마입니까? 

(        )mg/dl 

 

-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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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n Symptom Experience and Self Care 

in Patients with Kidney Transplants 

 

Park, Mi Ra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patients’ symptoms and self-

care after kidney transplants, and to provide baselines for a nursing care 

system and patient education program for those who must take 

immunosuppressive therapy.  

From October 21, 2002 to November 15, 2002, 398 outpatients, who had 

undergone renal transplants and were regularly followed in two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tient factors gender, time since transplant, and immunosuppressive 

drugs were considered in evaluating frequency of symptom and degree of 

patient distress. ‘The Adapted Transplant Symptom Frequency and Symptom 

Distress Scale’ (Moons,1998), translated by the author and adapted for use 

with this population and a ‘self car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author 

were the tools us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chi-square test, and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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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SAS program.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fined as 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 symptoms that the patients experienced was bruising 

on their bodies. Changes in appearance, moon face, and increased hair 

growth and appetite were also frequently reported. The most distressing 

symptom that they had reported was change in appearance. Bruises, moon 

face, muscle weakness, and poor vision were also reported as major factors 

causing patient distress.  

 

2. The frequency symptoms and distress scores were related to gender. 

The level and scores for women were higher than for men,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requency of symptoms and degree 

of patient distress according to length of time since transplant. The three-

year survival patient group had higher scores than the one-year survival 

group in frequency of symptoms and degree of patient distress.  

 

4. In the comparison of types of immunosuppressant drugs, significantly 

higher scores were found for frequency of symptoms and patient distress in 

the cyclosporine group compared to the tacrolimus group, and the steroid 

group had statistically higher scores than the non-steroid group.  

 

5. Self-care practices observed by most patients were ‘trying to enjoy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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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ves.’ ‘taking prescribed medications’, ‘practicing oral hygiene’, ‘eating 

a low-salt diet’, and ‘observing regular OPD follow-up dates’.  

 

6.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for self-care as women had 

higher scores on the self care questionnaire than men.  

 

7.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care according to length of 

time since transplant or type of immunosuppressant drug.  

 

It is concluded that gender, length of time since transplant and type of 

immunosuppressant drug influence the frequency of symptoms and symptom 

distress which patients with kidney transplants experience after taking 

immunosuppressant therapy. and that self-care is influenced by gender. 

From these results, alleviation of symptoms in patients with kidney 

transplants and effective care can be achieved through, concrete patient 

education programs and nursing interventions that consider patient 

characteristics.  

 

 

 

 

 

 

 

key words: kidney transplantation , immunosuppressive therapy,  

symptom frequency, symptom distress, sel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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