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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본 연구는 신장이식환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장이식 수혜자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 11일부터 2014년 3월 28일 까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전문종합

요양기관인 Y병원 이식외과 외래에 내원한 신장이식 수혜자 239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

식 설문지와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측정을

위하여 한국어판 Modified Medication Adherence Scale-8(Morisky DE., 2008), 증상경험

측정을 위하여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

(MTSOSD-59R)을 한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삶의 질 측정을 위하여 한국어판 SF-12

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Ridit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특성은 남자가 59.4%, 여자가 40.6%였으며, 평균연령은 46.8

세(±10.76)였다. 이식 후 경과기간은 중간값 48개월 이였다. 복용 중인 주 면역억제제는

Tacrolimus 64.9%, Cyclosporin 33.5%였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94.1%, 스테로이

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 5.9%였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은 평균 6.81

점(±1.15점)으로, 높은 복용이행군(8점 만점) 31.4%, 중간 복용이행군(6점 이상∼8점 미만)

45.2%, 낮은 복용이행군(6점 미만) 23.4%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 발생율은 증상빈도가 피로(83.7%), 멍 (78.7%), 근력

약화(75.7%), 기운 없음(75.7%), 과도한 식욕(71.5%),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71.5%),

피부가 약해짐(69.9%), 피부건조(67.8%), 시력저하(66.1%),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6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증상고통감은 피로(72.4%), 근력약화(70.7%), 기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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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64.4%), 멍(63.2%), 피부가 약해짐(60.7%), 시력저하

(59.8%), 피부건조(58.6%), 감정의 기복(55.6%),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55.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중,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3년 미

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증상빈도 점수

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3년 미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증상

고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재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 재입

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7)(p=.001).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보다 증상빈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

보다 증상고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넷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평균 80.3점(±14.65),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평균 80.8점(±14.09)으로, 삶의 질 총점은 평균 80.6점(±13.29)으로 나타났

다.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p<.001), 정신적 삶의 질(p=.012)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p=.026)(p=.002),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중’

인 경우(p<.001)(p=.005), 재입원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p=.004) (p=.003), 동반질환점수

가 2점 이하인 경우(p<.001)(p<.001)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다섯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빈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은 낮았고(r=-.516,

p<.001), 정신적 삶의 질이 낮았다(r=-.568, p<.001). 또한 증상고통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이 낮았고(r=-.499, p<.001), 정신적 삶의 질이 낮았다(r=-.532, p<.001).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은 낮은 삶의 질과 매우 유의한 관계

가 있었다. 또한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을수록 증상

경험 점수가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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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경험과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각 수혜자에게 맞는 개별적인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신장이식 수혜자, 증상경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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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신장이식 건수는 2012년 1783건으로 고형장기

이식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신장이식 수혜자의 1년 생존율 97.7%, 7년 생존

율 93.4%로 성공률도 매우 높다(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관리센타, 2012). 이는 최근 수술

기술의 발달 및 수술 전후 환자관리 경험의 축적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역억제제의 사

용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순애, 2009).

수혜자의 면역체계에서 공여자에게서 받은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이를 공격하려는

면역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선 면역억제제 복용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인 면역억제제 복용

은 면역억제제로 인한 다양한 증상 경험을 야기한다. 손 떨림, 탈모, 시력 저하, 여드름,

만월형 얼굴, 멍, 잇몸 비대, 두통, 위장장애, 우울, 불면증, 입맛의 변화, 설사, 빈맥 등의

증상이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수혜자들에서 보고되고 있으며(박미란, 2002; 김금순,

2003), 신장 수혜자의 90%가 신장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로 인한 신체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dmayr C. et al., 1998). 이러한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은 이식수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박찬남, 2009),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으로 인한 거부반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Vlaminck H., 2004; Butler A., 2004; Amanda Dew M., 2007; Fine RN. et al.,

2009; Gorevski E., 2013).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은 거부반응과 이식신장 소실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sen R., 2007; Chisholm MA., 2005; Dobbels F., 2009;

Fine RN., 2013). 이처럼 면역억제제와 관련된 증상경험은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에 영향주

고 낮은 삶의 질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0년 간 면역억제요법은 크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 면역억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Azathioprine과 Cyclosporin이 일반적으로 처방되어 오다가 이후 인터루킨-II

의 발현을 억제하여 T-림프구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Tacrolimus를 기반으로

하는 요법이 1999년 이후 점점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박미란(2002)의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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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yclosporin군이 81.2%, Tacrolimus군이 18.1%를 차지했었지만, 정주희(2009)의 연구

에서는 Cyclosporin군이 33.5%, Tacrolimus군이 61.9%를 차지하는 등 점점 Tacrolimus를

복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10년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처방하

지 않던 증식신호 억제제인 Sirolimus와 Everolimus 등의 면역억제제의 개발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화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병합 요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면역억제

요법의 변화에 따라 신장이식 수혜자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Cyclosporin을 복용하는 수혜자들은 다모증, 외모의 변화 등의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Tacrolimus를 복용하는 수혜자들은 모발의 감소, 식욕증가, 멍 등의 증상을 많이 경험하

는 등 처방된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증상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박미란, 2002; Moons P., 2003). 그러나 지금까지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있었지만, 주로 Cyclosporine을 기반으로 하는 요법을 복용하는 수혜자를 대상으

로 이루어진 연구였고(박미란, 2002; 김금순, 2002), 새로운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이 반영

되지 않은 1990년대의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전부였기에(정주희, 2009), 현재 다양한 병합

요법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수혜자들의 증상경험을 파악하기엔 부족한 실정이

다. 증상관리에 대한 효율적 결과나 환자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오의금, 2003).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 관련 증

상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이용한 증상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면역억

제제 관련 증상경험은 성별, 주 면역억제제의 종류,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증상경험이

달라지며(박미란, 2002; Moons P., 2003),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의 종류와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상경험은 빈도와 고통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Dobbels F., 2008; Kugler C., 2009).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증상경험은 낮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Matas AJ., 2002; Morales JM., 2011).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모형을 개발한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는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감이 낮은 삶의 질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현재 신장이식 수혜자들이

복용하는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의 빈도와 고통감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

인 간호중재를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과 삶의 질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증상관리 간호중재

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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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신장이식 수혜자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증상경험,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신장이식 수혜자

말기신부전으로 생체, 혹은 사체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은 자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는 생체, 혹은 사체로부터 국내에서 신장을 이식 받은 대상자를 의미한다.

2) 증상 경험

이론적 정의: 증상경험(symptom experience)이란 정상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각된 지표

로 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며, 대

개 강조, 시간성, 인지된 고통감, 질(quality)이라는 4가지 측면의 다차원적인 공통적 속성

을 지난다(Lenz ER. et al., 1997).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e Geest S.(2008)등이 개발한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MTSOSD-59R)를 본 연구자가 번역한 한국어

판 MTSOSD-59R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증상경험을 빈도와 고통감 측면에서 각각 59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경험의 빈도가 높고 고통감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 4 -

4) 삶의 질

이론적 정의 : 삶의 질은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의 만족과 불만족의 느낌을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의 상태이다(Ferrans & Powers,

199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SF-12(Short Form-12 Health Surve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8개 영역 12문항으로 구성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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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국내 신장이식 건수와 누적된 신장이식 수혜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

역억제제 복용이행과 이에 따른 증상경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고찰에서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 및 삶의 질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이행(adherence)은 보건의료제공자의 권고에 동의하여 약물복용,

식사요법, 생활양식의 변화를 실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WHO, 2003). 약물 복용 불이행

(Medication Non-adherence)은 환자가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지 않거나 충고나 지

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장, 간, 심장, 췌장, 폐 등의 고형장기 이식 중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다(Dew MA., 2007).

일반적으로 약물복용 불이행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약물복용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불이행의 요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약

물 복용 불이행의 요인은 크게 약물 관련 요인, 환자 관련 요인, 질병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물 관련 요인으로는 1일 복용 횟수 증가, 동시 복용 약물 종류 증가,

복잡한 처방전, 약물 이상반응 경험 등이 있고, 환자 관련 요인으로는 젊은 연령, 약물이

나 질병 치료에 대한 부정적 믿음,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 부족, 약물 남용, 신체적인 불편

함, 약물 구매력 부족, 문자 해독 능력 부족, 교육수준, 비만, 낮은 자기효능감, 불안, 우

울, 낮은 사회적 지지 등이 있으며, 질병관련 요인으로는 질병의 중증도, 치료기간 등의

요인이 있다(Dew MA., 2007; Prendergast MB., 2010; Fine RN. et al., 2013).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는 혈중

약물의 농도 측정, 거부반응 발생여부 측정, Pill count, Electronic Event Monitoring

System(MEMS)가 있고, 주관적인 측정방법으로는 자가보고식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이 있

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혈중 약물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환자마다의 약역동학적인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고,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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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측정이 병원에 방문할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으며(Shemesh E., 2010) 의도

적인 불이행과 혈중농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riva K., 2012). 거

부반응 발생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불규칙적인 복약으로 인한 만성 거부반응을 예상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Pill count, 즉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알약의 개수를 세는 방법

은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약의 일부만 가지고 외래를 방문한다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Lawrence K., 1988). Electronic Event Monitoring System

(MEMS)는 환자가 실제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

이 있다.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는 측정방법 중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에게 복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복약불이행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Stilley CS., 2010), 일부 연구에서는 혈중농도에 의한 복용 불이행율이 자가보고식 설문

조사법에 의한 불이행율 보다 높게 측정되기도 하였다(Griva K., 2012).

이처럼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율 측정 방법의 Gold standard는 없으며 한 가지 방법만으

로는 복용이행율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할 것

(Triangulation), 즉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객관적인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Dobbels F., 2010; Griva K., 2012; Shemesh E., 2012).

신장이식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전향적인 연구의 경우,

지난 1년간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하여 여러 번의 면역억제제를 복

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면역억제제를 중단한 적이 있는 것을 불이행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대상자의 22.6%가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군에 속하였다. 이들 중 21.2%가 급성거부

반응을 경험한 반면, 이행군에서는 8%가 급성거부반응을 경험하였다. 수술 후 1년이 경

과되더라도 면역억제제의 복용 불이행은 급성거부반응을 3.2배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

다(Vlaminck H., 2004). 2001년까지의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에 관한 325개의 관련논문

중 조건을 충족하는 36개의 논문의 메타 분석 결과 이식신장 소실의 36%가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복용이행군에 비해 복용 불이행군에서 이식신장 소실이

7배 높게 보고되었다(Butler JA., 2004). Electronic Event Monitoring System(MEMS)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약 26.6%의 환자가 처방된 약의 80%이하를 복용하고 있으며, 약

제의 복용 횟수에 따라 이행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용횟수를 줄여 복용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Weng FL., 2005). 그 밖에도 신장이식 수혜자에게 있어서 불이행은 15

∼73%로 다양하지만, 심층 면접, 설문지법, MEMS, 혈중농도 등의 측정방법과 불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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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연구마다 다르므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Burra P., 2011). 또한

이행에 대한 분류체계의 부재가 그 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불명확

하게 디자인되었다는 지적도 보고되었다(Butler JA., 2004).

2.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

  면역억제제는 종류 또는 작용기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Moons P. et al.,

2003). 임상에서 가장 먼저 면역억제제로 이용되기 시작한 스테로이드는 면역단계 중 싸

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을 방해함으로써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에도

수술 후 급성기와 유지 면역요법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상반응이 가장 심한 약제이기도

하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 시 멍, 여드름, 점상 출혈, 감염, 당뇨병, 고지혈증, 골 감

소, 무혈관성 골괴사, 상처 치유 지연, 피부가 얇아지며, 쿠씽 신드롬을 보이게 된다

(Kasiske BL. et al., 2009). Cyclosporin은 1976년에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강력한 면역억제제로 보조T-cell의 항원 인지 과정에서 인터루킨-Ⅱ 생

산을 억제하며, 신독성, 고지혈증, 두통, 고혈압, 진전, 잇몸 증식, 피부 착색, 다모증, 감각

이상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Tacrolimus는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T-cell의

활성화 및 인터루킨-Ⅱ생산을 억제하며, 신독성, 고지혈증, 두통, 고혈압, 진전, 당뇨병 유

발, 탈모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Cyclosporin에 비해 피부발진이나 소양증, 탈

모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Nankivell BJ. et al., 2003; Ekberg H. et al., 2007).

Mycophenolate mofetil은 T-림프구의 DNA, RNA 합성을 억제하여 T-림프구의 활성화

를 막는 기능을 하는데, 바이러스, 세균 및 곰팡이 감염,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빈혈 등의 혈액학적 부작용과 피부과적으로 사마귀, 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등의 위

장관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 작용기전은 비슷하지만 위장관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하

여 장내에서 흡수되도록 제작된 Mycophenolate acid도 Mycophenolate mofetil과 함께 병

용 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증식신호 억제제인 Sirolimus와 Everolimus는 T세포의 증식

유도물질인 인터루킨-Ⅱ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고지

혈증, 상처치유 지연, 림프류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Schena FP. et al., 2009).

이러한 이상반응들은 신장이식 수혜자로 하여금 다양한 증상경험을 하게 되는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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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도와 고통감은 면역억제제의 종류, 성별, 이식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100명의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시력 감퇴, 만월형 얼굴, 식욕 과

다, 외모 변화 순으로 증상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만월형 얼굴, 외모

변화, 어깨에 지방이 쌓이는 것, 잇몸 증식, 초조함과 불안함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Lin YH., 2007). 4247명의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면역억제제의 이상반응은 다모

증(69.6%), 멍이 잘 드는 것과 상처치유 지연(66.2%), 성적인 관심과 성생활 저하(61.2%),

손발 부종(55.6%), 신체상 변화(55.5%), 손 떨림(47.8%), 얼굴 모양 변화, 두통, 여드름, 피

부 발진, 잇몸의 증식과 출혈, 탈모로 나타났다(Matas AJ., 2002). 그러나 이상의 두 연구

는 면역억제요법을 조사하지 않았기에 특정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임을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356명의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Koller A.(2010)의 연구에서는 면역억제

요법으로 Cyclosporin(64%), Tacrolimus(17.9%), Sirolimus(7%), 스테로이드(26.1%)를 복

용하고 있었다. 면역억제제 이상반응을 빈도와 고통감의 정도에 따라 4등분으로 나누었

고, 피곤함, 관절통, 수면장애, 발기부전, 시력저하, 허리 통증, 피부가 약해짐 등이 빈도가

높으면서도 높은 고통감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나타났다. 412명의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Cheng CY.(2012)의 연구에서 면역억제요법으로 Cyclosporin(21.6%),

Tacrolimus (67.2%), Sirolimus(18.9%), 스테로이드(74.3%)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면역억

제제의 이상반응은 기억력 감퇴(28.4%), 불면증(26%), 위장관 장애(21.4%), 쉽게 피로함

(22.1%), 손 떨림(23.8%), 시력감퇴(29.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398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미란(2002)의 연구에서는 면역억제

요법으로 Cyclosporin(81.2%), Tacrolimus(18.1%), 스테로이드(91.5%)를 복용하고 있었다.

증상빈도는 멍, 외모의 변화, 만월형 얼굴, 털의 증가, 식욕증가 순이었고, 증상고통감은

외모의 변화, 멍,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 시력감퇴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

해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한 군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1년 미만 군, 1∼3년 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고, 이식 후 3∼5년, 5∼10년, 10∼15년, 15년 이상의 대상자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10년 대상자 군에서 증상빈도가 나머지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10∼15년, 15년 이상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상빈도가 점차 낮아졌다.

또한 Cyclosporin군이 Tacrolimus군 보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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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경우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이처럼 신장이식 수혜자들이 겪게 되는 증상경험의 종류는 면역억제제의 종류, 성별,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조사되었고, 증상경험의 정도와 고통감 또한 연구 결

과마다 차이가 있었다.

3.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에 질에 관한 연구에는 다양한 결과가 존재한다. 말기 신부전 환

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었으며

(Mahdavi R., 1995; Andreas L., 1996; Lazzaretti CT., 2004; Aikawa A., 2005; Yildirim

A., 2006), 2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환자와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오

숙희(2006)의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수혜자(3.74±.51)가 혈액투석환자(3.00±.57)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F=92.911, <p=.001). 108명의 신장이식 수혜자와

46명의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김명희(2009)의 연구에서 신장이식 수혜자가 투석환

자보다 정서상태, 사회적 활동, 신체적 증상, 삶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인식의 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134명의 신대체요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

찬남(2009)의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수혜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기분상태, 삶의 질, 일상생

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장이식 수혜자 역시 약물 부작용, 거부반응,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삶

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White MJ., 1990; Reynold JM., 1991; Rebollo

P., 2000). 3462명의 신장,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Morales JM.(2011)의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면역역제제가 낮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80명의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박현진(2007)의 연구에서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현재 건강상태, 성별, 월수입,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현재의 건강상태, 종교 유무, 동거가족 수 등으로 나타났으나 질병관련 특징에 따

른 요인들은 삶의 질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이식 수혜자

의 삶의 질에 대한 모형을 개발한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 면역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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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감, 사회적 지지, 이식 후 경과기간, 자기효능감, 이행, 지각된 스트

레스가 삶의 질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감

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간호중재를 통하여 치료지시 이행을 성공적으로 시행

하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신장이식 수혜자가 투석환자에 비해 삶의 질이

높다는 반복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기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중재 개발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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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과 삶의 질과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

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 본 연구의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2014년 1월 11일∼2014년 4월 4일까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전문종합 요양기관인 Y병원

이식외과 외래에 내원한 신장이식 수혜자 239명 이었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만 20세 이상인 자

(2) 신장이식 수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외래에 내원한 자

(3) 설문지 응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1)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2) 현재 거부반응 치료중인 자

(3) 최근 3개월 이내 면역억제제의 종류가 변경된 자

(4) 정신과 질환이 있는 자

(5) 2차, 3차 이식을 받은 자

(6) 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가 있는 자

(7) 현재 울혈성 심부전, 루프스 등 결체조직질환, 만성간염 및 간경화, 고형암,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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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자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표본의 크기는 Cohen(1992)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05, 검정력 1-β=0.8, 효과크기 0.3 수준에서

필요한 대상자는 220명이었으며, 탈락 가능성 15%을 고려하여 260명의 대상자를 편의표

집 하였고, 최종 239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일반적 특성, 증상경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삶의 질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병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1)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율은 Modified Medication Adherence Scale-8(MMAS-8; Morisky

DE., 2008)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자인 Morisky로부터 한국어판 MMAS-8을 구

입하여 항고혈압제 문구를 면역억제제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총 8문항 중 7문항은 ‘예’ 0점, ‘아니요’ 1점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5번째 문항은 역문

항으로 ‘아니요’ 0점, ‘예’ 1점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8번 문항은 ‘전혀/거의 없음’ 1점,

‘어쩌다가’ 0.75점, ‘때때로’ 0.5점, ‘평상시에’ 0.25점, ‘항상’ 0점으로 구성한 5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한다. 최저 0점, 최고 8점으로 6점 미만은 낮은 복용이행, 6점 이상 8점 미만은

중간 복용이행, 8점은 높은 복용이행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Morisky DE.(2008)

에 의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61∼.83, 민감도는 93%, 특이도는 53%였으며, 신동

수와 김춘자(2013)의 연구에서는 KR-20=.709로 측정되었다.

2) 증상 경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MTSOSD-45; Moons P., 2001)를 바탕으로 De Gees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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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Dobbels F.(2008)등이 개발한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MTSOSD-59R)을 한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TSOSD-59R은

Original 45-문항 MTSOSD가 개발 된 이후(Moons P., 2001), 새로운 면역억제제들이 개

발되어 처방됨에 따라서 기존의 도구가 다양한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을 모두 측정할 수

없다는 필요성에 의해 2008년 문헌고찰, 약물이상반응 확인, 국제적 전문가들의 견해, 예

비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도구를 개정하여 개발 된 도구이다. Original MTSOSD-59R을

본 연구를 위하여 임상전문 간호사 1인, 이식외과 전문의 1인, 국문학자 1인, 총 3인에 의

해 한글번역본으로 번역-역번역 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본 도구의 개발자인 De Geest S.

와 Dobbels F.의 한글 번역본에 대한 허락을 얻어서 사용하였다. 증상경험을 빈도와 고통

감 측면에서 측정하는 도구로 증상빈도 59문항, 증상고통감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증상빈도는 ‘항상 그랬다’ 4점, ‘전혀 그렇지 않았다’ 0점으로 구성한 5점 척도이고, 증

상고통감은 ‘대단히 괴로웠다’ 4점, ‘전혀 괴롭지 않았다’ 0점으로 구성한 5점 척도이며 최

저 0점에서 최고 2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글번역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이식외과 전문의 4인, 임상전문 간호

사 3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2인, 총 9명의 전문가에게 2차 자문을 의뢰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3점 이상으로 측정된 비율을 조사하였을 때, 59문항 모두 내용타당도 지

수 0.8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3) 삶의 질

삶의 질은 SF-12(Short form-12 Health Surve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SF-12는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로 개발한 이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언어

로 번역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도구이고, SF-36(Ware, 1992)에서 12

개의 문항을 추출한 것으로, 8개 영역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보다 짧은 시간에 응답

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개발된 도구이다. 8개 영역은 신

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통증, 일반적 건강, 활력, 사회적 기능, 감정적 역할제한, 정

신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분포는 0∼100점이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

태가 좋고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SF-12의 8개 영역은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

(PCS-12: 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 6문항과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

(MCS-12: 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 6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5점 척도 10

문항과 3점 척도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 12점, 최고 56점이고, 이 점수는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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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산될 수 있다. 고상백(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51

∼.85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875로 측정되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서울시내 소재 Y대학교 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IRB 승인번호:

4-2013-0114) 해당 병원의 이식외과 의료진을 만나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월 11일부터 2014년 4월 4일까지

였다. 신장이식 후 이식외과 외래를 내원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와 일대일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본 연구

의 목적, 자유로운 참여 원칙과 익명성, 설문 내용, 주지사항을 전달한 후 참여를 허락한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연구자가 옆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설문 작성을 어려워하는 대상자는 대면 면접법을 통하여 함께 작성하였다. 배

부한 설문지 총 260부 중에서 256부를 수거하였으며, 전자 의무기록 자료 중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신부전 원인질환, 이식 후 경과기간, 재입원 횟수, 거부반응 치료 경험, 혈액

검사결과, 처방된 약의 종류와 용량, 병력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7부

와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10부를 제외하고 총 239부의 설문과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

용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versio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삶의 질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15 -

3) 대상자의 증상경험은 빈도, Ridit Analysis 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삶의 질은 Ridit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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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최종학력, 현재 직업상태,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59.4%로 많았고, 연령은 30대 이하 27.6%, 40대 29.3%, 50대 30.1%로 평

균연령은 46.83세였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71.5%였고,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28.5%였다. 현재 직업 상태는 ‘있음’ 55.6%, ‘없음’ 43.9%였다.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

43.5%, 대졸 이상 56.1%로 나타났다.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는 중(71.5%), 하(21.8%), 상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5.9%,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18.8%로 나타났다.

2)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신부전 원인질환, 체질량 지수, 이식 후 경과기간, 재입

원 횟수, 거부반응 치료 경험, 사구체여과율, 주 면역억제제 혈중농도, 동반질환점수

(Charlson Comorbidity Index),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신장이식 수술의 원인 질환은 ‘모름’ 36.8%, 사구체신염

25.1%, 고혈압 22.2%, 당뇨 7.1%, 기타 8.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는

66.1%가 23kg/㎡ 미만이고, 평균 22.2kg/㎡였다. 이식 후 경과기간은 평균 79.5±84.9개월

(중간값 48개월)였고, 1년 이상 3년 미만 인 대상자가 23.4%로 가장 많았다. 이식 수술

이후 재입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6.9%로 나타났으며, 재입원 횟수는 중간값 1.0회였

다. 거부반응 치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3.4%로 나타났다. 사구체여과율은

60ml/min/1.73㎡이상 48.5%, 60ml/min/1.73㎡미만 51.5%로 나타났다. 주 면역억제제는

Tacrolimus 64.9%. Cyclosporin 33.5%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를 처방 받는 경우 94.1%,



- 17 -

스테로이드를 처방 받지 않는 경우 5.9%로 나타났다. 당뇨가 있는 경우 17.2%, 당뇨가

없는 경우 82.8%로 나타났다. 동반질환 점수는 2점 이하 49.4%, 3점 이상 50.6%로 평균

2.8점(±1.0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평점을 산출하였다. 면역

억제제 복용이행 측정도구는 ‘예’ ’아니요’ 로 응답하는 7문항과 최고값이 1점이고 최저값

이 0점인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는 1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8

점으로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의 평균평점은 6.81점(±1.15)으로 조사

되었다.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점수를 기준으로 3개의 군으로 구분한 결과 높은 복용이행(8

점 만점) 31.4%, 중간 복용이행(6점 이상∼8점 미만) 45.2%, 낮은 복용이행(6점 미만)

23.4%으로, 중간 복용이행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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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 M ± SD

성별 남 142 59.4

여 97 40.6

연령 30대 이하 66 27.6 46.83 ± 10.76

40대 70 29.3

50대 72 30.1

60대 이상 31 13.0

배우자 있음 171 71.5

없음 68 28.5

교육 정도 고졸 이하 104 43.5

대졸 이상 134 56.1

현재 직업 있음 133 55.6

없음 105 43.9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 상 15 6.3

중 71 71.5

하 52 21.8

흡연 예 14 5.9

아니요 224 93.7

음주 예 45 18.8

아니요 193 80.8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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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 M ± SD

신부전 원인질환 † 당뇨 17 7.1

고혈압 53 22.2

사구체신염 60 25.1

모름 88 36.8

기타 21 8.8

체질량지수 ‡ 23 미만 (저체중, 정상) 158 66.1 22.23 ±3.22

(kg/㎡) 23 이상 (과체중, 비만) 81 33.9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46 19.2 79.5 ±84.9

(month) 1∼3년 미만 56 23.4 median=48

3∼5년 미만 40 16.7

5∼10년 미만 42 17.6

10년 이상 55 23.0

재입원 경험 있다 160 66.9

없다 79 33.1

재입원 횟수 1∼2회 이하 93 38.9 median=1.00

(회) 3회 이상 67 28.0

거부반응 치료 경험 있다 56 23.4

없다 183 76.6

사구체여과율 § 60 이상 116 48.5 56.39 ±19.82
(mL/min/1.73m

2
) 60 미만 123 51.5

주 면역억제제 Tacrolimus 155 64.9

Cyclosporin 80 33.5

스테로이드 처방 있음 225 94.1

없음 14 5.9

당뇨병 있음 41 17.2

없음 198 82.8

동반질환 점수 2점 이하 118 49.4 2.83 ±1.00
(Charlson Comorbidity Index) 3점 이상 121 50.6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높은 복용이행 (8점 만점) 75 31.4 6.81 ±1.15

중간 복용이행 (6∼8점 미만) 108 45.2

<표 1-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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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복용이행 (6점 미만) 56 23.4

†신부전 원인질환 ‘기타’ 에는 다낭신, 임신중독증 등이 포함

†사구체신염에는 IgA신증, 급성 감염 후 사구체신염, 막 사구체신염, 막증식 사구체신염, 초점분절성 사구

체경화증, 초승달 사구체신염 등이 포함

‡체질량지수는 아시아인 비만지수 기준으로 표기 함

§ 사구체여과율은 자료를 수집한 기관의 정상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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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증상경험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측면에서 조사하였으며, 증상경험의 발생

율(Prevalence)은 점수를 0점과 0점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Zero versus Non-zero Score)

계산하였다(Moons P., 1998). 또한 각각의 증상경험은 Ridit analysis을 통해 Ridit 점수를

구하였는데, Ridit은 Relative to an Identified Distribution의 이니셜 “Rid"와 probits와

logits의 어원에서 유래한 “it"의 합성어이다. Ridit은 특성 상황에 대한 응답변수의 경험

적 분포를 의미하는데, Ridit 점수가 .50에 가까울수록 대상자의 50%정도의 사람들이 그

럴만한 범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Ridit 점수가 1.0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분포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Bross Irwin DJ., 1958; 최인숙, 2003). 본 연구에서는 Ridit 점수를 통

하여 각 증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수 정도를 알 수 있다.

증상경험 발생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증상빈도 발생율의 1∼10순위는 피

로(83.7%), 멍 (78.7%), 근력약화(75.7%), 기운 없음(75.7%), 과도한 식욕(71.5%), 머리카

락이 가늘거나 탈모(71.5%), 피부가 약해짐(69.9%), 피부건조(67.8%), 시력저하(66.1%), 집

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63.6%)의 순서로 나타났다. 증상고통감 발생율의 1∼10순위는 피

로(72.4%), 근력약화(70.7%), 기운 없음(67.8%),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64.4%), 멍

(63.2%), 피부가 약해짐(60.7%), 시력저하(59.8%), 피부건조(58.6%), 감정의 기복(55.6%),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55.6%)의 순서로 나타났다.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성별, 이

식 후 경과기간, 주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Ridit 분석한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 22 -

순위 증상빈도 문항 n (%) 증상고통감 문항 n (%)
1 피로 200 (83.7) 피로 173 (72.4)

2 멍 188 (78.7) 근력약화 169 (70.7)

3 근력약화 181 (75.7) 기운 없음 162 (67.8)

4 기운 없음 181 (75.7)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 154 (64.4)

5 과도한 식욕 171 (71.5) 멍 151 (63.2)

6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 171 (71.5) 피부가 약해짐 145 (60.7)

7 피부가 약해짐 167 (69.9) 시력저하 143 (59.8)

8 피부건조 162 (67.8) 피부건조 140 (58.6)

9 시력저하 158 (66.1) 감정의 기복 133 (55.6)

10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152 (63.6)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133 (55.6)

11 감정의 기복 151 (63.2) 수면 장애 132 (55.2)

12 동그란 얼굴 147 (61.5) 과도한 식욕 131 (54.8)

13 얼굴 모양의 변화 144 (60.3) 동그란 얼굴 130 (54.4)

14 수면 장애 144 (60.3) 어지러움 125 (52.3)

15 손 떨림 141 (59.0) 얼굴 모양의 변화 125 (52.3)

16 어지러움 140 (58.6) 손 떨림 118 (49.4)

17 가슴 두근거림 133 (55.6) 발목이나 발의 부종 118 (49.4)

18 발목이나 발의 부종 132 (55.2) 두통 117 (49.0)

19 두통 132 (55.2) 가슴 두근거림 116 (48.5)

20 요통 129 (54.0) 관절 통증 115 (48.1)

21 숨이 참 128 (53.6) 숨이 참 112 (46.9)

22 눈부심 127 (53.1) 눈부심 110 (46.0)

23 관절 통증 125 (52.3) 요통 108 (45.2)

24 우울 122 (51.0) 성욕감소 107 (44.8)

25 성욕감소 120 (50.2) 우울 104 (43.5)

26 잇몸 비후 114 (47.7) 잇몸 비후 103 (43.1)

27 월경불순 또는 성기능장애 112 (46.9) 월경불순 또는 성기능장애 101 (42.3)

28 불안 111 (46.4) 불안 100 (41.8)

29 설사 110 (46.0)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 99 (41.4)

30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 110 (46.0) 입술이나 입안의 궤양 96 (40.2)

31 다모증 110 (46.0) 설사 95 (39.7)

32 입술이나 입안의 궤양 105 (43.9) 다모증 88 (36.8)

33 가스 참 104 (43.5) 소변을 참기 어려움 86 (36.0)

34 피부색변화 104 (43.5) 오심 또는 구토, 위장 장애 85 (35.6)

35 땀 증가 103 (43.1) 입맛의 변화 84 (35.1)

36 입맛의 변화 103 (43.1) 변비 84 (35.1)

37 변비 101 (42.3) 가스 참 82 (34.3)

38 소변을 참기 어려움 100 (41.8)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81 (33.9)

39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94 (39.3) 피부 발진 76 (31.8)

40 피부 발진 93 (38.9) 근육 경련 74 (31.0)

41 오심 또는 구토, 위장 장애 91 (38.1) 피부색변화 73 (30.5)

42 지성 피부 87 (36.4) 땀 증가 71 (29.7)

43 갈증 85 (35.6) 지성 피부 70 (29.3)

44 손톱이 잘 부러짐 84 (35.1) 악몽 70 (29.3)

45 악몽 84 (35.1) 손톱이 잘 부러짐 65 (27.2)

46 손발의 열감 81 (33.9) 손발의 사마귀 65 (27.2)

<표 2> 대상자의 증상경험 발생율 순위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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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근육 경련 80 (33.5) 갈증 63 (26.4)

48 안절부절못하거나 초조 77 (32.2) 안절부절못하거나 초조 62 (25.9)

49 청력 감소 77 (32.2) 청력 감소 62 (25.9)

50 얼굴과 목이 붉어짐 77 (32.2) 얼굴과 목이 붉어짐 58 (24.3)

51 손발의 사마귀 74 (31.0)
생식기 주변에 궤양이나 사

마귀
55 (23.0)

52 가슴 통증 65 (27.2) 가슴 통증 53 (22.2)

53 가려움 63 (26.4) 식욕 저하 51 (21.3)

54 목소리변화 63 (26.4) 손발의 열감 50 (20.9)

55 식욕 저하 63 (26.4) 가려움 49 (20.5)

56
생식기 주변에 궤양이나 사

마귀
62 (25.9) 목소리변화 47 (19.7)

57 얼굴과 등의 반점 55 (23.0) 얼굴과 등의 반점 40 (16.7)

58 가슴이 커짐 48 (20.1) 가슴이 커짐 36 (15.1)

59 림프절 증대 28 (11.7) 림프절 증대 2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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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삶의 질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평균평점으로 산출하였다.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PCS-12: 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 6문항과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MCS-12: 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 6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질 측정도구는

총 12문항이며, 5점 척도 10문항과 3점 척도 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최저 12점, 최고 56

점이고, 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을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5점 척도 10문항 중 ‘지난 4주 동안에, 귀하는 몸의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하는 데 얼마나 지장이 있었습니까?’ 문항이 4.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귀하여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문항이 3.17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2개의 세부영역 별 삶의 질 점수의 평균평점은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 80.28점(±14.65),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 80.78점(±14.0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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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 ± SD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

(6 문항)

전반적으로 귀하여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3.17 ±0.86

귀하의 건강상태 때문에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

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까?

다소 힘든 활동 (예: 탁자 옮기기, 비로 방 쓸기, 한두 시간 산보하기, 자전거 타

기) †
2.66 ±0.60

계단으로 여러 층 걸어 올라가는 것 † 2.57 ±0.61

지난 4주 동안에,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귀하의 일이나 일상적인 활

동을 하는 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일을 했다. 3.92 ±1.22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4.12 ±1.15

지난 4주 동안에, 귀하는 몸의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일(집 밖의 일과 집안

일을 포함해서)을 하는 데 얼마나 지장이 있었습니까? §
4.43 ±0.89

소계 20.87 ± 3.81

100점 만점 환산 80.28 ±14.65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

(6 문항)

지난 4주 동안에, 정서적인 문제(예: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귀하의 일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

나 자주 있었습니까?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일을 했다. 4.24 ±1.05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평소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4.34 ±0.95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느꼈던 것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답해 주

십시오. 지난 4주 동안에, 얼마나 자주

귀하는 차분하고 평온하다고 느끼셨습니까? § 3.83 ±0.91

귀하는 활력이 넘쳤습니까? § 3.56 ±0.98

귀하는 마음이 많이 상하고 우울했었습니까? 4.03 ±0.98

지난 4주 동안에,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귀하의 사회 활동 (예: 친구나 친지 방문하는 것)에 얼마나 자주 지장이 있

었습니까?

4.23 ±1.02

소 계 24.23 ± 4.22

100점 만점 환산 80.78 ±14.09

<표 3> 대상자의 삶의 질 n=239

§ 역 환산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됨 : 1(항상 그랬다)∼ 5(전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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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1) 일반적 특성과 증상경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남자의 증

상빈도는 0.492점( ±0.132), 여자의 증상빈도는 0.512점(±0.121)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증상

고통감은 0.492점(±0.137), 여자의 증상고통감은 0.512점(±0.132)으로 나타났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병관련 특성과 증상경험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빈도(p<.001),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고통감

(p<.001), 재입원경험에 따른 증상빈도(p=.007), 재입원경험에 따른 증상고통감(p=.001), 면

역억제제 복용이행에 따른 증상빈도(p<.001), 증상고통감(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빈도의 평균점수는 1년 미만인 경우 0.434점(±0.092), 1∼

3년 미만인 경우 0.463점(±0.115), 3∼5년 미만인 경우 0.494점(±0.134), 5∼10년 미만인 경

우 0.542점(±0.122), 10년 이상인 경우 0.565점(±0.128)으로,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1∼3년 미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

우 증상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고통감의 평균점수는 1년 미만인 경우 0.420점(±0.092), 1

∼3년 미만인 경우 0.462점(±0.000), 3∼5년 미만인 경우 0.501점(±0.146), 5∼10년 미만인

경우 0.562점(±0.125), 10년 이상인 경우 0.558점(±0.141)으로,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

만이거나 1∼3년 미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증상고통감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식 후 재입원경험이 있는 경우 증상빈도의 평균점수는 0.523점(±0.133), 재입원 경험

이 없는 경우 0.453점(±0.103)으로 재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재입원경험이 없는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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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상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7). 또한 이식 후 재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 증상고통감의 평균점수는 0.525점(±0.141), 재입원경험이 없는 경우

0.448점(±0.105)으로 재입원경험이 있는 경우가 재입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증상고통감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높은 이행군의 평균 증상빈도는 0.456점(±.126), 중간 이행군의 증상빈도는 0.490점

(±.112), 낮은 이행군의 증상빈도는 0.578점(±.128)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높거나 중

간인 대상자의 증상빈도보다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대상자의 증상빈도가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높은 이행군의 평균 증상고통감은 0.459점(±.135), 중간 이행군의 증상고통감은 0.486점

(±.122), 낮은 이행군의 증상고통감은 0.581점(±.140)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높거나

중간인 대상자의 증상고통감보다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대상자의 증상고통감이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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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증상경험

증상빈도 증상고통감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성별 남 142 0.492 ±0.132 -1.169 .055 0.492 ±0.137 -1.121 .249

여 97 0.512 ±0.121 0.512 ±0.132

연령 30대 이하 66 0.498 ±0.110 0.556 .645 0.501 ±0.116 0.598 .617

40대 70 0.496 ±0.132 0.495 ±0.145

50대 72 0.494 ±0.125 0.491 ±0.130

60대 이상 31 0.528 ±0.159 0.529 ±0.161

배우자
유 171 0.502 ±0.131 0.320 .571 0.499 ±0.138 -0.014 .368

무 68 0.496 ±0.122 0.500 ±0.127

교육

정도

고졸 이하 104 0.492 ±0.124 -0.845 .487 0.489 ±0.137 -1.037 .884

대졸 이상 134 0.506 ±0.131 0.508 ±0.133

현재

직업상태

있음 133 0.484 ±0.124 -2.167 .994 0.485 ±0.125 -1.953 .088

없음 105 0.520 ±0.131 0.519 ±0.145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

상 15 0.497 ±0.168 2.298 .103 0.503 ±0.161 1.396 .250

중 71 0.490 ±0.131 0.491 ±0.137

하 52 0.533 ±0.102 0.527 ±0.120

흡연 예 14 0.524 ±0.132 0.735 .813 0.523 ±0.147 0.673 .822

아니요 224 0.498 ±0.128 0.498 ±0.134

음주 예 45 0.556 ±0.130 3.337 .793 0.566 ±0.138 3.741 .571

아니요 193 0.487 ±0.125 0.484 ±0.130

<표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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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증상경험

증상빈도 증상고통감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체질량지수

(kg/㎡)

23 미만 158 0.489 ±0.126 -1.865 .297 0.490 ±0.132 -1.567 .224

23 이상 81 0.521 ±0.130 0.519 ±0.138

이식 후

경 과 기 간

‡

1년 미만
a

46 0.434 ±0.092 10.446 <.001 0.420 ±0.092 11.772 <.001

1∼3년 미만
b

56 0.463 ±0.115 (a,b <d,e) 0.462 ±0.000 (a,b <d,e)

3∼5년 미만
c

40 0.494 ±0.134 0.501 ±0.146

5∼10년미만
d

42 0.542 ±0.122 0.562 ±0.125

10년 이상
e

55 0.565 ±0.128 0.558 ±0.141

재입원

경험

있다 160 0.523 ±0.133 -4.461 .007 0.525 ±0.141 -4.780 .001

없다 79 0.453 ±0.103 0.448 ±0.105

재입원

횟수

2회 이하 93 0.497 ±0.122 -2.933 .214 0.503 ±0.133 -2.466 .492

3회 이상 67 0.559 ±0.140 0.557 ±0.146

거부반응

치료 경험

있다 56 0.499 ±0.126 0.036 .758 0.507 ±0.119 -0.467 .098

없다 183 0.500 ±0.129 0.498 ±0.140

사구체여과

율 (mL /min

/1.73m2)

60 이상 116 0.489 ±0.120 -1.354 .147 0.486 ±0.130 -1.593 .527

60 미만 123 0.511 ±0.135 0.513 ±0.138

주

면역억제제

Tacrolimus 155 0.479 ±0.125 -3.250 .937 0.482 ±0.129 -2.566 .450

Cyclosporin 80 0.536 ±0.127 0.529 ±0.140

스테로이드

처방

있음 225 0.495 ±0.127 -2.402 .767 0.494 ±0.133 -2.600 .790

없음 14 0.579 ±0.130 0.590 ±0.140

당뇨병 있음 41 0.535 ±0.130 1.918 .979 0.537 ±0.139 1.953 .534

없음 198 0.493 ±0.127 0.492 ±0.133

동반질환

점수

2점 118 0.495 ±0.123 -0.576 .377 0.494 ±0.129 -0.686 .327

3점 이상 121 0.505 ±0.133 0.506 ±0.141

면역억제제 높은
a

75 0.456 ±0.126 17.232 <.001 0.459 ±0.135 15.935 <.001

복 용 이 행

‡
중간

b
108 0.490 ±0.112 (a,b<c) 0.486 ±0.122 (a,b<c)

낮은
c

56 0.578 ±0.128 0.581 ±0.140

<표 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n=239

‡Scheffe 사후검정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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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연령이 신체적 삶의 질(F=8.373, p<.001), 정신적 삶의 질(F=3.715, p=.012) 모두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현재 직업상태가 신체적 삶의 질(t=5.038, p=.026),

정신적 삶의 질(t=3.635, p=.002)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스로 느

끼는 경제상태가 신체적 삶의 질(F=8.189, p<.001), 정신적 삶의 질(F=5.499, p=.005) 모두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 여부는 신체적 삶의 질(t=1.852, p=.00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은 69.1점으로 30대 이하 81.1점, 40대 84.0점, 50대

80.6점으로 60대 이상인 경우가 30대 이하, 40대, 50대인 경우에 비하여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낮았다(p<.001). 60대 이상인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이 73.5점으

로 40대 83.0점, 50대 82.1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12).

직업이 있는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84.4점, 직업이 없는 경우 75.0점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26). 직업이 있

는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이 83.7점, 없는 경우 77.0점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2).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85.6점, ‘중’인 경우 81.9점,

‘하’인 경우 73.4점으로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하’인 경우 ‘상’과 ‘중’인 경우 보다 신

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낮았다(p<.001).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이 84.2점, ‘중’인 경우 82.2점, ‘하’인 경우 75.2점으로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 ‘하’인 경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음주를 하는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83.3점,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79.6

점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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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표 5-2>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재입원 횟수가 신체적 삶의 질(t=3.715, p=.004), 정신적 삶의 질(t=2.578, p=.003)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당뇨병은 신체적 삶의 질(t=-3.936,

p<.001), 정신적 삶의 질(t=-2.110, p=0.044)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질환점수는 신체적 삶의 질(t=3.650, p<.001), 정신적 삶의 질

(t=1.608, p<.001)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구체여

과율(t=2.562, p=.033)은 신체적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면역억제제 복용이행(F=3.910, p=.021)은 정신적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81.5점, 3회 이상인 경우 신체적 삶

의 질이 72.9점으로 재입원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4). 재입원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정신적 삶

의 질이 81.5점, 3회 이상인 경우 75.8점으로 재입원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가 3회 이상

인 경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

사구체여과율이 정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82.7점, 비정상인 경우 77.9점으로 사구

체여과율이 정상인 경우가 비정상인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p=.033). 당뇨가 있는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72.3점, 없는 경우 81.9점으로 당뇨가

없는 경우가 당뇨가 있는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으

며(p<.001), 당뇨가 있는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이 76.5점, 없는 경우 81.6점으로 당뇨가 없

는 경우가 당뇨가 없는 경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44).

동반질환점수가 2점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이 83.7점, 3점 이상인 경우 78.2점으로 동반

질환점수가 2점인 경우가 3점 이상인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하게 높았으며(p<.001) 동반질환점수가 2점인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이 82.23점, 3점 이상인

경우 79.3점으로 동반질환점수가 2점인 경우가 3점 이상인 경우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높은 경우 정신적 삶의 질이 83.8점, 중간인 경우 80.7점,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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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성별 남 142 81.7 ± 14.0 1.906 .087 81.1 ± 13.7 0.489 .314

여 97 78.1 ± 15.3 80.2 ± 14.6

연령 ‡ 30대이하
a

66 81.1 ± 11.4 8.373 <.001 80.2 ± 11.9 3.715 .012

40대
b

70 84.0 ± 14.5 (d<a,b,c) 83.0 ± 12.4 (d<b,c)

50대
c

72 80.6 ± 14.9 82.1 ± 14.8

60대이상
d

31 69.1 ± 15.4 73.5 ± 17.8

배우자
유 171 79.7 ± 15.4 -0.848 .075 81.2 ± 14.2 0.811 .812

무 68 81.5 ± 12.5 79.6 ± 13.7

교육

정도

고졸 이하 104 79.6 ± 15.5 -0.642 .492 81.2 ± 13.6 0.390 .695

대졸 이상 134 80.8 ± 14.0 80.4 ± 14.5

현재

직업상태

있음 133 84.4 ± 12.9 5.038 .026 83.7 ± 12.4 3.635 .002

없음 105 75.0 ± 15.1 77.0 ± 15.2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

‡

상
a

15 85.6 ± 14.5 8.198 <.001 84.2 ± 16.1 5.499 .005

중
b

71 81.9 ± 14.1 (c<a,b) 82.2 ± 13.7 (c<b)

하
c

52 73.4 ± 14.5 75.2 ± 13.6

흡연 예 14 83.7 ± 13.4 0.913 .201 82.1 ± 11.7 0.363 .488

아니요 224 80.0 ± 14.7 80.7 ± 14.2

음주 예 45 83.3 ± 11.0 1.536 .002 79.4 ± 12.0 -0.702 .142

아니요 193 79.6 ± 15.3 81.1 ± 14.5

경우 76.9점으로,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높은 경우가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경우

보다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21).

<표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n=239

‡ Scheffe 사후검정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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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체질량지수

(kg/㎡)

23 미만 158 79.6 ± 14.8 -0.974 .649 80.9 ± 14.6 0.290 .158

23 이상 81 81.5 ± 14.3 80.4 ± 12.9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46 82.5 ± 14.2 2.143 .076 84.4 ± 13.4 2.086 .083

1∼3년 미만 56 81.5 ± 14.8 81.4 ± 14.2

3∼5년 미만 40 83.4 ± 12.7 82.0 ± 14.0

5∼10년 미만 42 78.4 ± 12.4 76.3 ± 12.9

10년 이상 55 76.1 ± 16.8 79.4 ± 14.7

재입원

경험

있다 160 77.9 ± 15.0 3.662 .083 79.1 ± 14.1 2.550 .141

없다 79 85.1 ± 12.6 84.0 ± 13.4

재입원

횟수

2회 이하 93 81.5 ± 12.2 3.715 .004 81.5 ± 12.1 2.578 .003

3회 이상 67 72.9 ± 17.0 75.8 ± 16.0

거부반응

치료 경험

있다 56 77.4 ± 14.8 1.610 .665 78.1 ± 13.5 1.560 .644

없다 183 81.0 ± 14.5 81.5 ± 14.1

사구체여과

율 (mL /min

/1.73m2)

60 이상 116 82.7 ± 12.9 2.562 .033 83.1 ± 13.0 2.597 .070

60 미만 123 77.9 ± 15.7 78.5 ± 14.6

주

면역억제제

Tacrolimus 155 80.7 ± 15.0 0.664 .406 80.7 ± 14.2 0.066 .921

Cyclosporin 80 79.3 ± 13.9 80.6 ± 14.0

스테로이드

처방

있음 225 80.5 ± 14.5 1.103 .481 81.0 ± 14.0 0.996 .553

없음 14 76.0 ± 16.3 77.1 ± 15.0

당뇨병 있음 41 72.3 ± 18.8 -3.936 <.001 76.5 ± 15.9 -2.110 .044

없음 198 81.9 ± 13.0 81.6 ± 13.5

동반질환

점수

2점 118 83.7 ± 11.7 3.650 <.001 82.2 ± 11.7 1.608 <.001

3점 이상 121 76.9 ± 16.3 79.3 ± 15.9

면역억제제 높은
a

75 80.3 ± 14.4 1.186 .307 83.8 ± 14.7 3.910 .021

복용이행‡ 중간
b

108 80.5 ± 14.7 80.7 ± 13.5 (c<a)

낮은
c

56 77.9 ± 14.8 76.9 ± 13.7

<표 5-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n=239

‡Scheffe 사후검정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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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증상 빈도 증상 고통감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증상 빈도 1

증상 고통감
.919

(p<.001)
1

신체적 삶의 질
-.516

(p<.001)

-.499

(p<.001)
1

정신적 삶의 질
-.568

(p<.001)

-.532

(p<.001)

.716

(p<.001)
1

6.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빈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

은 낮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516, p<.001), 증상고통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은 낮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99, p<.001). 증상빈도가 높을수록 정신

적 삶의 질은 낮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568, p<.001), 증상고통감이 높을수

록 정신적 삶의 질은 낮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32, p<.001). 또한 증상빈도

가 높을수록 증상고통감은 높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919, p<.001).

<표 6>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n=239



- 35 -

Ⅴ. 논 의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관리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식외과 외래에 내원한 신장 이식 수혜자 총 239명을 대상으로 증상

경험과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 삶의 질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1.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 피로, 멍, 근력약화, 기운 없음, 과도한 식욕,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

피부가 약해짐, 피부건조, 시력저하, 피부건조, 감정의 기복,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등

의 증상이 높은 비율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으로 나타났는데, 박미란(2002)의 연구결과

와 비교했을 때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감정의 기복 등의

증상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증상들은 유사한 결과로 나

타났다. 반면 과거의 연구 결과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던 잇몸 증식, 피부 착색, 다모

증 등의 Cyclosporin 관련 증상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과거의 연구들이 주 면역억제제로 Cyclosporin를 처방 받는 수혜자들을 대상으

로 주로 이루어졌지만(Matas AJ., 2002; Moons P., 2003; 박미란, 2002; Rosengerger J.,

2005), 현재는 주 면역억제제로 Tacrolimus를 처방 받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소화불량, 구역, 구토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과거의 연구결과(김금순,

2002; 박미란, 2002)에 비하여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조 면역억제

제로써 Mycophenolate mofetil 또는 Mycophenolate acid의 처방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

라 생각되며 대상자의 21.4%에서 위장관 장애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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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eng CY., 2012). 또한 5∼10년 전 까지만 해도 보험급여 관계로 일반적으로 처방하

지 않았던 Everolimus, Sirolimus등의 보조면역억제제를 현재는 일반적으로 처방하고 있

으며,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Bortezomib과 같은 항 거부반응 약제가 추가 처방되면서

무력증, 어지러움, 말초신경병증, 청각장애, 입맛의 변화, 가려움 등의 다양한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들이 본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고 생각된다(Dobbels F., 2008).

그 밖에 멍, 여드름, 피부 얇아짐, 만월형 얼굴, 지방 축적, 식욕 증가, 얼굴 모양의 변

화, 감정의 기복 등의 스테로이드 관련 증상이 모두 높은 빈도와 고통감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증상경험에 관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였는데(Kugler C. et al., 2009), 본 연구의 대

상자 중 94.1%인 대부분의 대상자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었기에 스테로이드 관련

증상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스테로이드 처방 유무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

상경험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Moons P., 2003), 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5.9% 밖에 되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증상경험은 신체적인 증상경험 외에도 우울, 수면장애, 집중 또

는 기억에 어려움, 성욕 감소, 감정의 기복 등의 정신적 증상경험이 나타났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증상경험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한다. 과거 면역억제제 증상경험 측정도구들(Lough ME. et al., 1987; Moons P. et

al., 1998; Winsett RP. et al., 2001, Moons P. et al., 2001)은 신체적 증상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지만 앞으로의 연구결과에는 정신적 증상경험들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성별, 이

식 후 경과기간, 주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Ridit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증상경험을

분석한 결과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증상경험 측정 시 여

자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다(박미란, 2002; Lough ME. et al., 1987; Moons P., 1998; De geest S. et

al. 1995; de Barros CT. et al., 1999; Moons P. et al., 2003; Rosenberger J.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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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ett RP., 2001; Launza DM. et al., 1999; Kugler C. et al., 2007). 하지만 성별에 따

라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증상경험의 종류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증상빈도는 피부 발

진, 지성 피부, 설사, 성욕 감소, 땀 증가, 얼굴과 등의 반점, 성기능 장애, 청력감소, 눈부

심, 근력약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증상빈도는 어지러움, 동그란 얼굴,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과도한 식욕, 요통, 얼굴 모양의 변화, 오심 또는 구토 위장장애, 우울, 수면

장애, 가슴 두근거림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증상고통감은 지성 피부, 피부 발진, 성

욕 감소, 설사, 성기능 장애, 갈증, 청력 감소, 소변을 참기 어려움, 얼굴과 등의 반점, 근

력 약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증상고통감은 동그란 얼굴, 과도한 식욕, 수면 장애,

요통,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가슴 두근거림, 우울, 피부 건조, 오심 또는 구토 위장장애,

얼굴 모양의 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자에서는 동그란 얼굴,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얼굴 모양의 변화 등 외모의 변화와 관련된 증상경험과 과도한 식욕, 우울, 수면 장

애 등의 정신적인 증상경험이 높다는 점에서 남자와 차이점이 있었다. 반면 남자에서는

피부발진, 지성피부 등 피부 관련 증상과 성욕 감소, 성기능장애, 소변을 참기 어려움 등

의 비뇨기계 관련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자와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여자들은 주로 신체상이나 기분과 관련된 증상들을 불편해하고 남자들은 주로 성적

활동과 관련된 증상들을 불편해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anuza DM., et al.

1999; 박미란, 2002). 또한 남녀 모두 가장 증상빈도가 높은 증상이 가장 증상고통감이 높

은 증상과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Moons P.(1998)등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자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중 월경불순은 비교적 낮은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

자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46.6세이고 63.4%가 5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실제 신장이식 후 다수의 수혜자들이 월경불순을 경험하며, 신장

이식 후 월경회복의 가능성이 높아 임신 가능성, 피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 후 월경변화에 관한 조사연구인 김정현(1997)의 연구 이후 이루어진

연구가 없어 가임기 신장이식 여성 수혜자를 위한 간호중재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추후 여자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월경변화와 임신경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주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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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sporin군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또한 Tacrolimus가 비교적 나중에 도입된 면역억제제인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Tacrolimus군의 이식 후 경과기간이 45개월, Cyclosporin군의 이식 후 경과기간이 141개

월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식 후 경과기간이 증상경험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측정되었

다는 점에서 이는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 면역억제제에 따른 증상경험의 순위를 살펴보면 Tacrolimus군의 증상빈도는 손 떨림,

땀 증가,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과도한 식욕, 감정의 기복,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

가슴 통증, 우울, 어지러움, 수면장애의 순으로 나타났고 Cyclosporin군의 증상빈도는 다

모증, 멍, 잇몸 비후, 발목이나 발의 부종, 손발의 사마귀, 숨이 참, 피부가 약해짐, 얼굴

모양의 변화, 피부색 변화, 얼굴과 등의 반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Tacrolimus군의 증상고

통감은 손 떨림, 땀 증가, 가슴 통증, 눈 부심, 우울, 설사, 청력 감소, 머리카락이 가늘거

나 탈모, 감정의 기복, 수면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고 Cyclosporin군의 증상고통감은 다모

증, 잇몸 비후, 숨이 참, 발목이나 발의 부종, 손발의 사마귀, 멍, 피부색 변화, 피부가 약

해짐,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지성 피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른 분석 시에도 과도한 식욕, 감정의 기복, 멍, 피부

가 약해짐, 수면 장애 등 스테로이드와 관련 있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Tacrolimus 또는 Cyclosporin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병합하여 쓰는 요법이 대부분이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Tacrolimus군에서 증상빈도가 모발의 감소, 식욕증

가, 멍, 여드름, 근육약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Cyclosporin군에서 멍, 털의 증가, 외모의 변

화, 만월형 얼굴, 근육약화의 순으로 나타나 면역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증상경험의 빈도

와 고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박미란,

2002). 또한 Tacrolimus군에서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이 증상빈도의 3순위로 나타났는

데, 이는 412명의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증상경험 측정도구를 사

용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28.4%가 기억력 감퇴가 있었으며 시력저하, 기억력저하, 수면장

애 이 3가지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했다(Cheng CY., 2012).

기억력 저하는 비의도적인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적극적인 중재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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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증상경험을 분석한 결과 이식 후 경과기간이 1

년 미만이거나 1∼3년 미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

상인 경우 증상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3년 미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

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증상고통감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선행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식 후 경과기간을 1년 미만, 1∼3년, 3년 이상

대상자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식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증상빈도와 증상

고통감이 높아졌으며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한 군의 증상빈도와 고통감이 이식 후 1년

미만 군과 1∼3년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박미란, 2002)와 비슷

하게 나타났으며, 이식 후 3∼5년, 5∼10년, 10∼15년, 15년 이상의 대상자 군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5∼10년 대상자 군에서 증상빈도가 나머지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10∼15년, 15년 이상 대상자 군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상빈도가 점

차 낮아졌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박미란, 2002). 또한 이식 후 경과기간을 1, 2,

3, 4, 5, 6년으로 구분하여 증상경험을 분석하였을 때 이식 후 6년 이상 대상자의 증상경

험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Moons P., 1998). 이는 이식 후 10년 이상 경과된 수혜자들이 과거 선행연구를 할

당시보다 많아졌고,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테로이드 누적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쿠싱신드롬이 나타나게 되어 증상경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경험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인 대상

자의 증상빈도는 과도한 식욕, 땀 증가, 손 떨림, 소변을 참기 어려움, 두통의 순으로 나

타났고 이식 후 경과기간 1∼3년 미만 인 경우 입술이나 입안의 궤양, 가려움, 청력 감소,

피부 발진, 근육 경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식 후 경과기간 3∼5년인 경우 가슴 두근거

림, 가스 참, 두통, 요통, 눈 부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식 후 경과기간 5∼10년인

경우 멍, 발목이나 발의 부종, 우울, 피로, 피부가 약해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식 후 경

과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손발의 사마귀, 피부가 약해짐, 다모증, 멍, 얼굴 모양의 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고통감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멍, 피부가 약해짐, 얼

굴 모양의 변화 등의 증상은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1∼3년 군에서는 높은 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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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지만 5∼10년, 10년 이상 군에서는 높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테로이드 누적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이식 수혜자들의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임상에서는

이식 수술 직후의 수혜자들만을 위하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증상경험으로 인

한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과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선 이식 후 장기간 경과된 환자

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증상경험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군에서는 과도한 식욕과 손 떨림이 가장 높은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으로 나타났지만 3년 이후 군에서는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이식 초기 정맥으

로 투여된 다량의 스테로이드와 경구 스테로이드 감량 요법으로 인해 식욕이 증가하였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식 수술 후 급성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3개월∼

12개월)동안 Tacrolimus와 Cyclosporin의 혈중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약물

이상반응으로 손 떨림이 높은 증상경험으로 측정되었으리라 생각된다(Kataro SR. et al.,

1997; Paul F. et al., 2004). 그 밖에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군에서만 ‘소변을 참기

어려움’이 높은 순위로 나타난 점은 신장이식 수술 전까지의 장기간의 투석과 소변량 감

소로 인해 방광이 위축된 경우가 많은데 그 상태에서 요관-방광 문합술을 시행하게 되고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식 초기 방광의 용적이 다시 늘어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

므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Tsunoyama K., 2012). 이식 후

경과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으로 나타나는 손발의 사마

귀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양성 피부질환으로 냉동요법, 소작요법 등의 치료가 가능하

지만 재발이 흔하며 수혜자로 하여금 높은 증상고통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나중

에 도입된 면역억제제인 증식신호억제제(Sirolimus or Everolimus)로의 적극적인 면역억

제제 변경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chena FP. et al., 2009)

이처럼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은 연구결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증상빈도와

고통감이 면역억제제의 종류, 성별,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수술기술의 발달 및 수술 전후 환자관리 경험의 축적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해 향후 이식 후 경과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Principles of

Surgery 9th Ed, 2009). 누적된 신장이식 수혜자와 이식 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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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많아짐에 따라 향후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경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장이식 수혜자를 담당하는 전문간호사는 대상자의 성별, 주 면

역억제제의 종류,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파악하고, 각 수혜자에게 적절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은 이식수혜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박찬남, 2009), 면역억제제 복

용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으로 인한 거부반응

을 초래하게 된다(Vlaminck H., 2004; Amanda Dew M., 2007; Gorevski E., 20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용이행 측정도구의 개발자인 Morisky DE.(2008)등의 1,367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복용이행을 6점 미만은 낮은 이행, 6∼8점미만은

중간 이행, 8점은 높은 이행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

은 평균 6.8점(±1.15)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이행군 31.4%, 중간 이행군 45.2%, 낮은 이행

군 23.4%로 나타났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불이행은 측정방법과 불이행의 정의가 연구마

다 다르므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에(Burra P., 2011),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장암 환자들의 경구용 항암제 복용이

행 연구에서는 평균 7.38점(±.80)으로 나타났고(김정혜, 2012), 고혈압 환자들의 항고혈압

제 복용이행 연구에서는 평균 7.4점(±0.9)로 나타났다(Morisky DE., 2009). 이상의 두 연

구에서의 복용이행은 본 연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질환 노인 312명을

대상으로 한 약물복용이행 연구에서는 평균 5.9점으로 나타났고(Min SH., 2012), 223명의

2형 당뇨 환자의 당뇨약 복용이행 연구에서는 평균 6.1점(±1.72)로 나타났으며(Al-Qazaz

HKh. et al., 2010), 2180명의 노인 고혈압 환자의 항고혈압제 복용이행 연구에서는 높은

이행군 19%, 중간 이행군 28%, 낮은 이행군 55%로 나타났고(Marie A., 2009), 1517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복용이행 연구에서는 높은 이행군 28.5%, 중간 이행군

36.2%, 낮은 이행군 35.3%로 나타나(Wilke T., 2011),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비하여 본 연

구에서의 복용이행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고혈압, 당뇨, 기타 만성질환

자들에 비하여 복용이행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들이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 시 거

부반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문항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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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이행은 ‘어제 면역억제제를 드셨습니까?’ 문항이 99.2%로 가장 높았고, ‘귀하는 때때

로 면역억제제 드시는 것을 깜박 잊을 때가 있습니까?’ 문항이 43.5%로 가장 낮게 측정

되었으며, ‘귀하의 거부반응 예방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이 35.6%로 두 번째, ‘여행이나 외출 시, 때때로 면역억제제를 챙기는 것을 깜박 잊

습니까?’ 문항이 13.4%로 세 번째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약을 빠뜨리는 이유 중 ‘잊어

서’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수영, 1998), 복용장애요소 중 ‘나는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항목이 불이행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정주희, 2009), 불이행의

가장 흔한 이유는 ‘잊어서’라는 연구결과(Chisholm A., 2012), 복용 불이행 중 시간

(Timing)이 가장 많은 불이행으로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Lennerling A., 2012). 따라서 복용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핸드폰이나 시계 알람 기능을

활용, Pill box 활용, 여유분의 약을 갖고 다니기 등 약 복용을 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복용시간을 놓친 지 6시간이 넘지 않았으면 생

각난 즉시 복용을 하고, 6시간이 지났으면 건너뛰고 다음 복용시간을 지키라는 등의 복용

시간을 놓쳤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면역억제제는 다른 약

과는 달리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2시간 혹은 24시간 간격으로 공복

에 복용해야 하므로 규칙적인 복용시간과 식사와의 간격을 지키기 위하여 입원 중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시간대로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간, 학생의 경우 등하교 시간)에 따라 복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환자의 일

과를 확인하고 복용시간을 약속하는 등의 전문간호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울혈성 심부전 등의 만성질환에서 약물복용이행 증가가 입원

률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약물복용이행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높은 약품비

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복용이행 증가는 전체 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Sokol

MC., 2005). 선행연구들에서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의 예측인자로 젊은 연령, 가족의 지

지 부족, 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경제 수준, 비만, 낮은 자기 효능감, 교육수준 등이 환자

와 관련된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의 예측인자로 지적을 한 바 있다. 현재 임상에서는 이

식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시점에서 전문간호사를 통한 집단교육 및 개별교육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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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퇴원 후에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외래 방문

시 짧은 진료시간 동안 주치의가 환자의 불이행을 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

문간호사가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의 예측인자를 감안하여 각 수혜자에게 맞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면 면억억제제 복용 불이행을 예방하고 조기 예측함으로써 불이행으로

인한 이식신장 소실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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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PCS; 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측면과 정신적 건강관련 삶의 질(MCS; 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신체적 삶의 질

80.28점(±14.65), 정신적 삶의 질 80.78점(±14.09)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삶의 질 평균은

80.55점(±13.29)으로 나타났다. 이는 SF-36 도구를 이용하여 심방세동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52.67점(±6.13)에 비하여 높았고(이선정, 2012), SF-12 도구를 이용하여 폐색

성 동맥경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신체적 삶의 질 40.77점(±7.18), 정신적 삶의

질 46.15점(±10.40)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서도 높았으며(권현수, 2014). SF-36 도구를

이용하여 인공심박동기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신체적 삶의 질 45.17점, 정신적

삶의 질 46.51점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윤소영, 2005). 또한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이 남자 70.1점, 여자 62.0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김금희,

2003),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평균이 69.3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났다(유혜진, 2012). 그 밖에도 SF-36 도구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77.10점(±13.49)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조성명, 2014), 신

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이 일반 미국인의 삶의 질에 비교했을 때 정상수준 이였다는 선행연구, 신장이식 전후

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을 때 신장이식 후 87.5%가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선

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Johnson JP. et al., 1982; Witzke O. et al., 1997). 국내 신장

이식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일관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는 어려웠다(조윤수, 1999; 오숙희, 2006; 박현진, 2007; 김명희,

2009; 박찬남, 2009).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낮은 연령, 현재 직업 상태, 스스로 느끼는 경제

상태가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음주 여부는 신체

적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수혜자인 경우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긴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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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내과적 합병증과 장기간 복용한 면역억제제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

졌으리라 생각된다(Teixeira de Barros C., 1999).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보

다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 신장, 심장

이식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직업이 있는 이식 수혜자

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Forsberg A. et al.., 1999).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중’과 ‘하’인 경우보다 신체적 삶의 질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 ‘하’인 경우보다 정신적 삶

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현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신장이식 수술이 투석에 비해 치료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김순일 외, 2010), 경제수준이 높은 환자들의 경

우 낮은 환자들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넓게 때문에, 장기간의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을 덜

경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동반질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즉 신장이식의 병력 이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이 매우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입원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박

현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Bissonnette J. 등(2013)의 연구에서 신장이식 수혜

자를 대상으로 40회의 외래 방문 시 기존처럼 의사 주도의 중재를 제공한 대조군과 전문

간호사와의 협업을 통한 중재를 제공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중재를 제공하였을 때 치료목

표 달성율(p=.0001), 응급실 내원율(p=.02), 재입원율(p=.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처럼 신장이식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은 신장이식 수술을 할 당시 뿐 만이 아니

라 외래 방문 시와 재입원 시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과 관계된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

며, 전문간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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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

이전까지는 투석 환자에 비하여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이 높다는 측면이 주목 받

았었지만(오숙희, 2006; 김명희, 2009; 박찬남, 2009), 신장이식 수술이 만성신부전의 일반

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누적 이식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장이

식 수혜자의 증상경험과 삶의 질에 점차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증상경험은 낮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Matas AJ., 2002; Morales JM., 2011). 또한 이식 후 수혜자의 90%가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신체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문제가 스트레스와 관련된다고 하였다(Reidmayr

MI., 1998).

본 연구에서는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과 정신적 삶의 질이

매우 유의하게 낮아,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이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의 예측인자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에 대한 모형을 개발한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면역억제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감, 사회적 지지, 이식 후 경과

기간, 자기효능감, 이행, 지각된 스트레스가 삶의 질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측정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홍은자와 탁영란(2002)의 연구에서 신장이식 수혜자들의 면역억

제제 사용과 관련된 불편감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식되어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r=-.39, p<.01). 그 밖에도 간, 신장, 심장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금순 등(2003)의 연구에서 복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의 수가 많을수록 증상을

경험하는 불편감 점수가 높아서 증상경험 불편감과 삶의 질 간에는 중증도의 역 상관관

계가 있고(r=-.57, p<.001), 증상경험 불편감은 삶의 질의 35% 변량을 설명해 주는 변인

이라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렇듯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은 이식수혜자의 신체, 심

리, 사회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박찬남, 2009). 더 나아가 이로 인한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적으로는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으로 인한 거부반응과 이식신장 소실을 초래하게 된다

(Vlaminck H., 2004; Butler A., 2004).

본 연구에서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을수록 증상빈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고(p<.001),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을수록 증상고통감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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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았는데(p<.001), 이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상경험이 심할

수록 복용이행이 감소되는 결과(김정혜, 2012), AIDS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경험이 심할수

록 복용이행이 감소되는 결과(Gay C., 2011),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경험이 심할수

록 복용이행이 감소되는 결과와 비슷하였다(Chen SL., 2011). 이처럼 면역억제제 관련 증

상경험은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경험을 줄여주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증상경험은 수혜자 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경험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 주 면역억제제의 종류, 이식 후 경과기간

에 따라 증상경험이 차이가 있었다. 남녀 신장이식 수혜자들의 평균 증상빈도와 증상고통

감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 수혜자들에 있어서

는 피부문제와 비뇨기계 관련 증상들이 높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수혜

자들에 있어서는 외모와 관련된 문제와 정신적인 증상들이 높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신장이식 수혜자의 상담 시 성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 면역억제제에 따른 평균 증상빈도와 고통감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acrolimus군에서 높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난 증상들과

Cyclosporin군에서 높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난 증상들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장이식 수혜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은 각 면역억제제의 이상반응과 차이점에 대

하여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증상빈도와 증

상고통감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의 군 마다 높은 빈도와 고통감으로 나타난 증상들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지식 전달

위주 또는 일방적인 교육 보다는 각각의 수혜자들에게 맞는 증상경험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중재 방법을 모색하며 하며, 그로 인한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증진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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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신장이식환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장이식 수혜자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특성은 남자가 59.4%, 여자가 40.6%였으며, 평균연령은 46.8세

(±10.76)였다. 이식 후 경과기간은 중간값 48개월 이였다. 복용 중인 주 면역억제제는

Tacrolimus 64.9%, Cyclosporin 33.5%였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94.1%, 스테로이

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 5.9%였다.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은 평균 6.81

점(±1.15점)으로, 높은 복용이행군(8점 만점) 31.4%, 중간 복용이행군(6점 이상∼8점 미만)

45.2%, 낮은 복용이행군(6점 미만) 23.4%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 발생율은 증상빈도가 피로(83.7%), 멍 (78.7%), 근력

약화(75.7%), 기운 없음(75.7%), 과도한 식욕(71.5%),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71.5%),

피부가 약해짐(69.9%), 피부건조(67.8%), 시력저하(66.1%),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6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증상고통감은 피로(72.4%), 근력약화(70.7%), 기운 없음

(67.8%), 머리카락이 가늘거나 탈모(64.4%), 멍(63.2%), 피부가 약해짐(60.7%), 시력저하

(59.8%), 피부건조(58.6%), 감정의 기복(55.6%),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55.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중,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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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증상빈도 점수

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이식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3년 미만인 경우보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5∼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 증상

고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재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 재입

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증상빈도와 증상고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7)(p=.001). 신장이식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보다 증상빈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1),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은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

보다 증상고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1).

넷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신체적 건강관련 삶의 질은 평균 80.3점(±14.65),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은 평균 80.8점(±14.09)으로, 삶의 질 총점은 평균 80.6점(±13.29)으로 나타났

다.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신체적 삶의 질(p<.001), 정신적 삶의 질(p=.012)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p=.026)(p=.002), 스스로 느끼는 경제상태가 ‘중’

인 경우(p<.001)(p=.005), 재입원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p=.004)(p=.003), 동반질환점수가

2점 이하인 경우(p<.001)(p<.001)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섯째,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빈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은 낮았고(r=-.516,

p<.001), 정신적 삶의 질이 낮았다(r=-.568, p<.001). 또한 증상고통감이 높을수록 신체적

삶의 질이 낮았고(r=-.499, p<.001), 정신적 삶의 질이 낮았다(r=-.532, p<.001).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은 낮은 삶의 질과 매우 유의한 관계

가 있었다. 또한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이 낮을수록 증상

경험 점수가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장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상경험과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각 수혜자에게 맞는 개별적인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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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기관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증상경험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2)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식 후 경과기간, 면역억제제의 종

류, 성별에 따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

구를 제언한다.

3) 신장이식 수혜자의 증상경험으로 인한 면역억제제 복용 불이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래 방문 시 정기적으로 면역억제제 관련 증상경험을 조사할 것과, 그 결과를 면역억제

제 복용에 관한 교육 및 상담에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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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142) 여자 (n=97)

순

위
증상빈도

Ridit

점수

Prevale

nce of

sympto

m(%)

Prevale

nce of

distress

(%)

순

위
증상빈도

Ridit

점수

Prevale

nce of

sympto

m(%)

Preval

e n c e

o f

distres

s(%)

1 피부 발진 0.537 45.8 38.0 1 어지러움 0.664 64.9 58.8

2 지성 피부 0.533 43.7 35.9 2 동그란 얼굴 0.582 72.2 64.9

3 설사 0.528 50.7 44.4 3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0.558 49.5 41.2

4 성욕 감소 0.519 55.6 50.7 4 과도한 식욕 0.554 78.4 67.0

5 땀 증가 0.514 46.5 30.3 5 요통 0.549 60.8 52.6

6 얼굴과 등의 반점 0.513 25.4 18.3 6 얼굴 모양의 변화 0.546 66.0 57.7

7 성기능 장애 0.513 50.0 46.5 7 오심 또는 구토, 위장장애 0.546 46.4 43.3

8 청력 감소 0.512 33.8 28.9 8 우울 0.543 58.8 51.5

9 눈 부심 0.509 54.2 45.8 9 수면 장애 0.542 66.0 62.9

10 근력 약화 0.508 76.1 71.8 10 가슴 두근거림 0.540 60.8 54.6

남자 (n=142) 여자 (n=97)

순

위
증상고통감

Ridit

점수

Preval

e n c e

o f

distres

s(%)

Preval

e n c e

o f

sympt

om(%)

순

위
증상고통감

Ridit

점수

Preval

e n c e

o f

distres

s(%)

Preval

e n c e

o f

sympt

om(%)

1 지성 피부 0.532 35.9 43.7 1 동그란 얼굴 0.568 64.9 72.2

2 피부 발진 0.531 38.0 45.8 2 과도한 식욕 0.561 67.0 78.4

3 성욕 감소 0.526 50.7 55.6 3 수면 장애 0.553 62.9 66.0

4 설사 0.521 44.4 50.7 4 요통 0.549 52.6 60.8

5 성기능 장애 0.521 46.5 50.0 5 목과 등에 지방이 쌓임 0.548 41.2 49.5

6 갈증 0.517 30.3 34.5 6 가슴 두근거림 0.544 54.6 60.8

7 청력 감소 0.515 28.9 33.8 7 우울 0.543 51.5 58.8

8 소변을 참기 어려움 0.510 37.3 42.3 8 피부 건조 0.543 62.9 71.1

9 얼굴과 등의 반점 0.508 18.3 25.4 9 오심 또는 구토, 위장장애 0.542 43.3 46.4

10 근력 약화 0.505 71.8 76.1 10 얼굴 모양의 변화 0.537 57.7 66.0

<부록 1> 성별, 주 면역억제제,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경험

<부록 1-1> 성별에 따른 증상빈도 순위 n=239

<부록 1-2> 성별에 따른 증상고통감 순위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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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lolimus군 (n=155) Cyclosporin군 (n=80)

순

위
증상빈도

Ridit

점수

Preval

e n c e

o f

sympt

om(%)

Preval

e n c e

o f

distres

s(%)

순

위
증상빈도

Ridit

점수

Preval

e n c e

o f

sympt

om(%)

Preval

e n c e

o f

distres

s(%)

1 손 떨림 0.529 62.6 54.2 1 다모증 0.687 80.0 62.5

2 땀 증가 0.513 45.2 30.3 2 멍 0.616 93.8 76.3

3
집중 또는 기억에

어려움
0.511 65.2 54.8 3 잇몸 비후 0.613 66.3 61.3

4 과도한 식욕 0.510 72.9 54.8 4 발목이나 발의 부종 0.611 73.8 66.3

5 감정의 기복 0.509 63.9 55.5 5 손발의 사마귀 0.610 52.5 45.0

6
머리카락이 가늘거

나 탈모
0.504 71.0 63.9 6 숨이 참 0.599 71.3 63.8

7 가슴 통증 0.504 27.1 21.9 7 피부가 약해짐 0.580 81.3 70.0

8 우울 0.500 52.3 45.2 8 얼굴모양의 변화 0.578 70.0 60.0

9 어지러움 0.500 57.4 51.6 9 피부색변화 0.575 56.3 43.8

10 수면 장애 0.500 60.0 54.8 10 얼굴과 등의 반점 0.575 36.3 27.5

Taclolimus군 (n=155) Cyclosporin군 (n=80)

순

위
증상고통감

Ridit

점수

Preva

lence

o f

distre

ss(%)

Preval

e n c e

o f

sympt

om(%)

순

위
증상고통감

Ridit

점수

Preval

e n c e

o f

distres

s(%)

Preval

e n c e

o f

sympt

om(%)

1 손 떨림 0.527 54.2 62.6 1 다모증 0.639 62.5 80.0

2 땀 증가 0.505 30.3 45.2 2 잇몸 비후 0.603 61.3 66.3

3 가슴 통증 0.504 21.9 27.1 3 숨이 참 0.597 63.8 71.3

4 눈부심 0.503 45.2 51.0 4 발목이나 발의 부종 0.596 66.3 73.8

5 우울 0.503 45.2 52.3 5 손발의 사마귀 0.590 45.0 52.5

6 설사 0.503 39.4 44.5 6 멍 0.580 76.3 93.8

7 청력 감소 0.502 25.8 29.7 7 피부색 변화 0.576 43.8 56.3

8
머리카락이 가늘거

나 탈모
0.502 63.9 71.0 8 피부가 약해짐 0.565 70.0 81.3

9 감정의 기복 0.502 55.5 63.9 9
목과 등에 지방이 쌓

임
0.563 45.0 52.5

10 수면 장애 0.500 54.8 60.0 10 지성 피부 0.562 40.0 46.3

<부록 1-3> 주 면역억제제에 따른 증상빈도 순위 n=235

<부록 1-4> 주 면역억제제에 따른 증상고통감 순위 n=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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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Ridit 점수
Prevalence of

symptom(%)

Prevalence of

distress(%)

1 과도한 식욕 0.641 89.1 60.9

2 땀 증가 0.562 54.3 26.1

3 손 떨림 0.516 58.7 45.7

4 소변을 참기 어려움 0.510 43.5 34.8

5 두통 0.486 54.3 45.7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1∼3년 Ridit 점수
Prevalence of

symptom(%)

Prevalence of

distress(%)

1 입술이나 입안의 궤양 0.553 53.6 42.9

2 가려움 0.523 30.4 21.4

3 청력 감소 0.510 33.9 28.6

4 피부 발진 0.508 41.1 30.4

5 근육 경련 0.506 33.9 32.1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3∼5년 Ridit 점수
Prevalence of

symptom(%)

Prevalence of

distress(%)

1 가슴 두근거림 0.569 65.0 57.5

2 가스 참 0.565 60.0 47.5

3 두통 0.554 62.5 55.0

4 요통 0.551 65.0 55.0

5 눈 부심 0.541 62.5 55.0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5∼10년 Ridit 점수
Prevalence of

symptom(%)

Prevalence of

distress(%)

1 멍 0.629 97.6 85.7

2 발목이나 발의 부종 0.620 73.8 73.8

3 우울 0.616 71.4 66.7

4 피로 0.591 92.9 90.5

5 피부가 약해짐 0.580 85.7 85.7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10년 이상 Ridit 점수
Prevalence of

symptom(%)

Prevalence of

distress(%)

1 손발의 사마귀 0.707 69.1 60.0

2 피부가 약해짐 0.692 90.9 83.6

3 다모증 0.676 78.2 58.2

4 멍 0.672 96.4 85.5

5 얼굴 모양의 변화 0.649 81.8 72.7

<부록 1-5> 대상자의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빈도 순위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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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Ridit 점수
Prevalence of

distress(%)

Prevalence of

symptom(%)

1 과도한 식욕 0.506 60.9 89.1

2 손 떨림 0.485 45.7 58.7

3 땀 증가 0.481 26.1 54.3

4 소변을 참기 어려움 0.481 34.8 43.5

5 갈증 0.471 21.7 32.6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1∼3년 Ridit 점수
Prevalence of

distress(%)

Prevalence of

symptom(%)

1 입술이나 입안의 궤양 0.518 42.9 53.6

2 청력 감소 0.514 28.6 33.9

3 근육 경련 0.507 32.1 33.9

4 가려움 0.503 21.4 30.4

5 변비 0.502 33.9 41.1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3∼5년 Ridit 점수
Prevalence of

distress(%)

Prevalence of

symptom(%)

1 가스 참 0.565 47.5 60.0

2 가슴 두근거림 0.560 57.5 65.0

3 두통 0.556 55.0 62.5

4 요통 0.552 55.0 65.0

5 눈 부심 0.544 55.0 62.5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5∼10년 Ridit 점수
Prevalence of

distress(%)

Prevalence of

symptom(%)

1 멍 0.640 85.7 97.6

2 발목이나 발의 부종 0.636 73.8 73.8

3 피로 0.630 90.5 92.9

4 우울 0.626 66.7 71.4

5 피부가 약해짐 0.614 85.7 85.7

순위 이식 후 경과기간 10년 이상 Ridit 점수
Prevalence of

distress(%)

Prevalence of

symptom(%)

1 손발의 사마귀 0.672 60.0 69.1

2 피부가 약해짐 0.667 83.6 90.9

3 멍 0.661 85.5 96.4

4 근력 약화 0.637 89.1 90.9

5 발목이나 발의 부종 0.630 70.9 76.4

<부록 1-6> 대상자의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증상고통감 순위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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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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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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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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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pto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LEE, Sun Young

Dept. of Adult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study is a cross-sectional research study that attempts to provide a basic data

of nursing intervention for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munosuppressants related symptom experience and the quality

of life among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 and medical record

query targeting 239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who visited Y hospital, the outpatient

clinic of the tertiary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in Seoul, from 11th January, 2014 to

March 28th, 2014. As research tools, a Korean version of Modified Medication

Adherence Scale-8(Morisky DE., 2008) was used to measure immunosuppressant

adherence; Modified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and Distress Scale

(MTSOSD-59R) was adapted in Korean to measure symptom experience; and Korean

version of SF-12 was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19.0 program using technical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Ridit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ANOVA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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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the characteristics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were 59.4% male and

40.6% female, and the average age was 46.8(±10.76) years old. Graft survival after

transplantation was the mean of 48 months. The main administering

immunosuppressants were Tacrolimus 64.9%, Cyclosporin 33.5%; steroid administration

was 94.1% and non-steroid administration was 5.9%. The immunosuppresants

adherence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was 6.81 points(±1.15) in average with 31.4%

high adherence group(8 points in total); 45.2% medium adherence group(6 points or

greater∼less than 8 points) and 23.4% low adherence group(less than 6 points).

Secondly, the symptom occurrence of transplant symptom prevalence was

fatigue(83.7%), bruises(78.7%), muscle weakness(75.7%), lack of energy(75.7%), high

appetite(71.5%), thinning of hair or hair loss(71.5%), brittle skin(69.9%), dry

skin(67.8%), difficulty seeing well(66.1%), difficulty concentrating and/or memory

problems(63.6%) in order and transplant symptom distress was fatigue(72.4%), muscle

weakness(70.7%), lack of energy(67.8%), thinning of hair or hair loss(64.4%),

bruises(63.2%), brittle skin(60.7%), difficulty seeing well(59.8%), dry skin(58.6%), mood

swings(55.6%), difficulty concentrating and/or memory problems(55.6%) in order.

Thirdly,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the

transplant symptom occurrenc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 statistically when graft

survival was between 5∼10 years or 10 years or greater than when graft survival

was less than a year or between 1∼3 years(p<.001). In addition, transplants recipients

with rehospitalization experience had significantly greater symptom occurrence score

and symptom distress score statistically than ones with no rehospitalization

experience(p=.007)(p=.001). Low adherence group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symptom occurrence score than high or medium

adherence groups statistically(p<.001), and low adherence group had a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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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symptom distress score than high or medium adherence groups

statically(p<.001).

Fourthly, the physic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as 80.3(±14.65) in average;

psychologic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was 80.8(±14.09) in average 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was 80.6(±13.29) in average. In case of 60 years of age or greater had

a significantly low physical(p<.001) and psychological(p=.012) quality of life

statistically.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greater

statistically in cases of presence of occupation(p=.026)(p=.002); when self-observed

financial status is medium(p<.001)(p=.005); when rehospitalization is twice or less

p=.004) (p=.003); or when comorbidity index is 2 or less(p<.001)(p<.001).

Fifthly, as the symptom occurrence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re high,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was low(r=-.516, p<.001),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r=-.568, p<.001). And as the symptom distress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re high,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was low(r=-.499, p<.001),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r=-.532, p<.001).

In the study, there was a ver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mmunosuppressants

related symptom experience and a low quality of life. Also, it was observed that the

longer the graft survival and the lower the immunosuppressants adherence score, the

greater the symptom experience scor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 continuous attention is needed in regards to

symptom experience and immunosuppressants adherence, and an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must be provided to each recipient based on the study res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