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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의 시간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교실 선생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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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두고 사랑할 나의 친구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든든한 지지자,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사무치게 그립고 그리운 아버님과

네가 편해야 내가 편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바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합니다.

2004년 겨울

문연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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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FFFF----33336666을을을을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와와와와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비비비비교교교교

배배배배 경경경경:::: 신대체 요법으로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질병을 지닌 채 살아가야하는 투

석환자들에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매우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투석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에 혈액투석환

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는 적다. 또한 삶의 질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마다 삶의 질 측정 도구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

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삶의 질 측정 도구 Medical Outcome Survey

36-Item Short Form(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삶의 질을 비교하고, 투석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목목목목 적적적적:::: SF-36을 이용해서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각각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연연연연구구구구설설설설계계계계::::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된 면

접조사를 이용한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연연연연구구구구대대대대상상상상:::: 연구대상은 2004년 5월 24일부터 2004년 6월 12일까지 A종합전문요

양기관과 B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80명과 A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39명이었다.

연연연연구구구구에에에에 사사사사용용용용된된된된 변변변변수수수수::::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

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족 한달 평균수입, 직업)과 임상적 특성(투석기간, 합병

증 유무, 만성신부전 주원인, 투석형태)이었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질이었다.

결결결결 과과과과::::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

역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높았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혈액투석환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투석기간이 길수록, 직업이 있는 환자

가 삶의 질이 높았다. 복막투석환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한달 평균수입

이 많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환자, 합병증이 없

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

는 요인은 혈액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합병증 유무였고, 복막투석

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교육수준, 투석기간이었다.

결결결결 론론론론::::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역에서 삶

의 질이 높았고, 삶의 질 관련 요인은 혈액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합병증 유무였고, 복막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교육수준, 투석기간

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별로 차별화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삶의 질, 혈액투석, 복막투석, S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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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배배배배경경경경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질

병의 양상도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되어 만성질환자

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는 그들의 건강 문제가 통제는 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정서적인 부담감과 통증, 활동의 제한을 가지며 여러 가지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살게 된다(Klerman, 1981).

만성질환의 하나인 만성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신대체

요법에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다(Luckman 등, 1993).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12월 신대체 요법을

받는 환자가 38,790명으로 이는 인구 100만 명당 794.5명에 해당하며 이중 혈액투

석환자는 478.2명, 복막투석환자는 139.4명, 신장이식환자는 176.9명이었다. 이는

2002년 12월 신대체 요법을 받는 환자 33,993명(인구 100만 명당 700.6명에 해당하

며 이중 혈액투석환자는 412.4명, 복막투석환자는 117.7명, 신장이식환자는 170.5

명)에 비하여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대한신장학회, 2003).

신대체 요법 중에 혈액투석은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투석기를 이용해 걸러

내는 방법으로 1회에 4시간 이상 주 2-3회를 받아야 한다. 혈액투석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대체 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나(Cecarelli, 1981), 혈액투석에 드는 비용

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무력감, 자살 등의 심리

적 문제(Levy 등, 1975), 직업을 상실하거나 능률이 오르지 못함으로 인한 사직 혹

은 실직을 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지니게 된다(방병기 등, 1985). 또한

신체적으로는 오심, 구토, 두통,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의 합병증세를 경험하고(방

병기 등, 1979), 지속적으로 기계에 생명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Strauss 등,

1984). 그리고 투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으며(Gurk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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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88), 치료에 적응하는 동안 환자는 퇴행, 불안, 적대감, 가족간의 역할 변화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며, 음식과 수분의 제한, 약물복용 등의 문제를 가진다

(O'Brien, 1990).

복막투석은 투석기 대신에 복강 속에 유치카테타를 삽입하여 1일에 4회 투석

액을 교체함으로서 혈액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혈관접근이 불가

능하고 혈액투석이 적합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복막투석은 투

석액 교환 시 오염으로 인한 복막염이 유발 될 위험이 있고(이시래 등, 1991), 저

혈압과 같은 합병증세를 경험한다(방병기, 1983). 또한 자가 관리가 곧 자신의 생

명, 건강, 안녕과 직결되므로 심리적, 신체적 위축감을 느끼며(전정자, 2000), 투석

기간의 장기화로 생기는 좌절감과 경제적 부담감, 역할의 위축 등의 문제를 가지

게 된다(Schreiber 등, 1985).

이와 같이 투석환자들은 신대체 요법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지지만, 치료의 중단은 곧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석환자들은 지

속적으로 신대체 요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대체 요법으로 생명은 연장되었지

만, 질병을 지닌 채 살아가야하는 투석환자들에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Quality of Life)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투석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진

행되어 왔다. 국외의 투석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삶의 질 연구(Levy 등, 1975; Gutman 등, 1981; Theorell 등, 1991; Mingardi

등, 1999; Mittal 등, 2001; Sesso 등, 2003)와 투석환자와 신장이식환자의 삶의 질

을 비교한 연구(Bonney 등, 1978; De-Nour 등, 1980; Johnson등, 1982; Evans 등,

1985; Parfrey 등, 1989; Simmons 등, 1990; Barrett 등, 1990; Fujisawa 등, 2000),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Wolcott 등, 1988;

Rydholm 등, 1991; Tucker 등, 1991; Griffin 등, 1994; Merkus 등, 1997;

Diaz-Buxo 등, 2000; Majkowicz, 2000; Mittal 등, 2001; Harris 등, 2002; Manns

등, 2003)등 다양하였다. 하지만,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 연

구는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Griffin 등, 1994;

Mittal 등, 2001, WU 등, 2004)가 있는 반면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삶



---- 3333 ----

의 질이 높다는 연구(Wolcott 등, 1988; Rydholm 등, 1991; Merkus 등, 1997;

Diaz-Buxo 등, 2000; Majkowicz, 2000),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Tucker 등, 1991; Harris 등, 2002; Manns 등, 2003) 등 연구결

과가 일관성이 없었다.

국내의 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연

구(노유자, 1988; 김인희, 1988; 정영숙, 1989; 양승희, 1989; 김옥수, 1993; 김주현

등, 1995; 김경희, 1996; 서미례, 1997; 민현조, 1998; 홍은희, 1999)가 많았고, 혈액

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전정자, 2000; 박미경, 2003; 민

경애, 2003)는 비교적 적었으며, 국외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이들의 연구결과도 혈

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전정자, 2000)가 있는 반면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박미경, 2003; 민경애,

2003) 등 일관성이 없었다.

삶의 질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이고 다

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마다 삶의 질 측정 도구로 여러 가지를 사

용하여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Simmons 등, 1990; Khan 등, 1995; Merkus, 1997, WU 등, 2004)

Medical Outcome Survey 36-Item Short Form(SF-36)을 이용하여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도구로 검

증된 바 있으며(Mingardi 등, 1999; Neto 등, 2000),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을 대

상으로 한 고상백 등(1997)의 연구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고, 혈

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홍은희(1999)의 연구에서도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

할 때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기대

되지만,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적은 실정이었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SF-36을 이용하여 삶

의 질을 측정한 연구는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

계를 조사 한 홍은희(1999)의 연구와 신장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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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김수현(1998)의 연구가 있었을 뿐, 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

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는 국내에는 없었다.

따라서, 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목목목목적적적적

다차원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인 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

자의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다.

2)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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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보면, Dalkey 등(1973)

은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로 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라고 하였고, Dobos(1976)는 일상생활에서 얻는 심오한

만족으로 이는 매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라 하였다.

Campbell(1977)은 삶의 질은 행복에 달려 있으며, 행복이란 만족과 동의어로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라고 하였으며, George 등(1980)은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 건강상태와 기

능 및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객관적인 평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측면에 경제적인 측면을 더 포함시켜 삶의 질을 정의하였고, De-Nour 등(1980)

은 정서적인 면에서의 삶의 질을 강조하였다.

Alexander 등(1981)은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육체적 안녕, 다

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 개인적 발전과 성취, 여가활동, 안전이라고 하였

으며, Johnson 등(1982)은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표현하거나 경험한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Young 등(1983)은 삶의 질을 현대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면서 신

체적, 정신적 측면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시켰으며, Padilla 등

(1984)은 삶의 질을 정신적 안녕, 신체적 안녕, 신체상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Calman(1987)은 삶의 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묘사되고 측정될 수 있는 개

념으로 과거와 현재의 경험, 미래의 희망, 꿈과 야망 사이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

므로 시간에 따라 다르며 성장의 잠재성에 대한 평가 시 개인의 삶과 경험의 모

든 영역 즉, 질병과 치료의 영향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Smart 등(198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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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기능이나 질병과 치료에 나타나는 증상들, 직업적․사회적 상호작용, 행복

이나 만족과 같은 안녕에 대한 평가, 정서를 포함하는 정신적 변수들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노유자(1988)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안녕, 행복, 만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

였으며 삶의 질을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하였다.

방활란(1991)은 삶의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이라고 정의하

였으며, 김옥수(1993)는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

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상과 같이 삶의 질은 각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

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

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22.... 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과과과과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관관관관련련련련 요요요요인인인인

투석환자들의 삶에 질에 대한 국외의 선행 연구를 보면, 18명의 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Levy 등(197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제

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보다 여자가 혈액투석 적응도는 높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높았다.

투석환자와 신장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방법과 심리 검사를 이용

하여 삶의 질을 비교한 Bonney 등(1978)의 연구에서는 투석환자들이 신장이식환

자보다 직업, 생활능력, 성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투석환자 20명과 신장이식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De-Nour 등

(1980)의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투석환자가 신장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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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다 높았고, 신체적 증상이나 경제적 문제의 발생은 낮았다.

투석환자들의 신체적 활동을 조사한 Gutman 등(1981)의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연령이 투석환자들의 신체적 활동과 관련 있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Johnson 등(1982)의 연구에서

는 혈액투석환자들이 신장이식환자보다 육체적 활동 능력과 취업상태가 낮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면습관, 직업, 운동, 우정관계, 가정관계와

환자의 주관적 건강지각을 포함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Evans 등(1985)의 연구에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주관

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투석환자가 신장이식환자보다 객관적 삶의 질은

낮았고, 연령, 교육정도, 치료방법, 결혼상태가 삶의 질과 관련 있었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Wolcott 등(1988)의 연구에

서는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높았고, 스트레스가 삶

의 질과 관련 있었다.

투석환자와 신장이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Parfrey 등(1989)의 연구에서는

신장이식환자가 투석환자보다 신체적 증상이 적었고 삶의 질도 높았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한 Simmons 등

(1990)의 연구에서는 신장이식환자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혈액투석환자가 가

장 낮았으며,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신체적 안녕과 감정적 통제에서

높았다.

Barrett 등(1990)의 연구에서는 투석환자가 겪는 신체적인 증상(피로감, 수면장

애, 근육경련, 두통, 오심, 관절통)의 심각성과 삶의 질이 상호관련성이 있었고, 투

석환자가 신장이식환자보다 신체적 증상이 낮았다.

Rydholm 등(1991)의 연구에서는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무력감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으나, Tucker 등(1991)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삶의 질 차이가 없었다.

Theorell 등(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 혈액투석환자가 센터 혈액투석환자보다

사회 심리적 상태가 좋았고, 직업이 있는 투석환자가 직업이 없는 투석환자보다

정신적 건강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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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n 등(1994)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신체적 상태

와 심리적 상태에서 삶의 질이 높았으나, Merkus 등(1997)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과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일반 인구집단보다 낮았으며,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신체적 기능, 통증에서 삶의 질이 높았고, 합병증의 수가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다.

Mingardi 등(1999)의 연구에서는 투석환자가 일반 인구보다 삶의 질이 낮았고,

성, 연령, 당뇨병 유무가 삶의 질과 관련 있었으며, Fujisawa 등(2000)의 연구에서

는 혈액투석환자가 신장이식환자보다 신체적 기능과 통증, 일반 건강, 사회적 기

능에서 낮았다.

Diaz-Buxo 등(2000)의 연구에서는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정신적 측

면에서 높았고, 연령과 당뇨병 유무가 삶의 질과 관련 있었으며, Majkowicz(2000)

의 연구에서도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기능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혈액투석환자와 일반 인구집단, 만성질환자(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우울증

환자, 협심증 환자 등)와 삶의 질을 비교한 Mittal 등(2001)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가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이 일반 인구집단과 만성질환자보다 낮았고,

연령, 성, 합병증 유무가 삶의 질과 관련 있었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한 Mittal 등(2001)의 다른 연구에

서는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 한 Harris 등

(2002)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차이가 없었고,

Manns 등(2003)의 연구도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합병증 유무와 교육수준이 삶의 질과 관련 있었다.

투석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삶의 질을 조사한 Sesso 등(2003)의 연구에서

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환자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환자보다 활력 영

역과 정신건강 영역에서 삶의 질이 높았고, 연령, 성, 교육수준, 직업, 합병증의 수

가 삶의 질과 관련 있었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투석시작 시점과 투석시작 1년 후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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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한 WU 등(2004)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모두 투석 시

작 1년 후의 삶의 질이 높았고, 신체적 기능 영역과 일반건강 영역은 혈액투석환

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국내의 투석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투석환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한 김인희(1988)의 연구에서는 투석환자가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보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았는데, 특히 경제생활, 신체상태와 기능, 가족

관계 요인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 성, 교육수준, 직업, 가정 월수입 등이 투석환자

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고, 노유자(1988)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신장이식환자보다 낮았다.

혈액투석환자와 그 배우자의 삶의 질 정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

기 위해 실시된 정영숙(1989)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와 그 배우자의 삶의 질

이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보다 낮았으며, 혈액투석환자와 그 배우자의

삶의 질은 혈액투석환자가 배우자보다 낮았으며, 의료보험 혜택유무, 가정 월수입,

주택 소유여부, 투석과 관련된 입원횟수 등이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다.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한 양승희(1989)의 연구에서는 성, 건강지

각수준, 가정 월수입이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하는 가족 및 의료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김옥수(1993)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발병 전 후의 직업의 변화 여부였다.

김주현 등(1995)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자존감,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압박감이라 하였고,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적응상태, 사회적지지 및

자가간호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김경희(1996)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교육수준이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다.

서미례(1997)의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서 투석환자는 정서상태, 사회적

활동, 신체적 증상이 낮았고, 민현조(1998)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가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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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직업, 경제적 상태, 교육수준, 영양상태가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다.

혈액투석환자가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홍은희

(1999)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병의 진단시기와

발병 전 직업이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비교한 전정자 등

(2000)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자아존

중감과 가정 월수입이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

이었다.

투석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시도 된 박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혈

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높았고, 혈액투석환자에서는 가정 월수

입, 가족지지, 복막투석환자에서는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민경애(2003)의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복막투석환자가 혈액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이상의 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투석환자들

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고(표 1),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정 월수입, 직업, 치료방법, 합병증 유무, 당뇨병 유무 등이 투석환자

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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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

연구자 (연도) 제 목 삶의 질 비교

국

외

Bonney 등(1978) Treatment of end-stage renal failure in defined geographic area 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Johnson 등(1982) The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and transplant patient 혈액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Evans 등(1985)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ESRD 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Wolcott 등(1988) Quality of life in chronic dialysis patient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Parfrey 등(1989) Development of a health questionnaire specific for ESRD 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Simmons 등(1990) Quality of life and rehabilitation differences among four ESRD therapy groups 혈액투석<복막투석<신장이식

Barrett 등(1990) Clin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omatic symptoms in patients on dialysis 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Rydholm 등(1991) Contrasting feeling of helpless in peritoneal and hemodialysis patient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Tucker 등(1991) Quality of life of patients on in-centre hemodialysis versus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Therello 등(1991) The role of paid work in Swedish chronic dialysis patient 가정혈액투석>센터혈액투석

Griffin 등(1994)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in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Merkus 등(1997) Quality of life in patients on chronic dialysis: self-assessment 3 month after the start of treatment 혈액투석<복막투석<일반인구

Mingardi 등(1999) Health-related qualtiy of life in dialysis patients 투석환자 < 일반인구

Fujisawa 등(2000) Assess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renal transplant and hemodialysis patients
using the SF-36 health survey

혈액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Diaz-Buxo등(2000) Quality of life evaluation using SF-36:Comparison in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Majkowicz 등(2000)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life in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using the EORTC-C30 questionaire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Mittal 등(2001) Self-assessed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of hemodialysis patients 혈액투석환자 < 일반인구

Mittal 등(2001) Self-assessed quality of life in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Harris 등(2002) Clinical outcome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on peritoneal dialysis versus hemodialysi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Manns 등(2003) Quality of life in pateints treated with hemodialysis or peritoneal dialysis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WU 등(2004) Change in quality of life during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treatment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국

내

김인희(1988) 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투석환자 < 서울지역 성인

정영숙(1989) 혈액투석환자와 그 배우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혈액투석환자 < 서울지역 성인

노유자(1993)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연구 혈액투석환자 < 신장이식환자

민현조(1998)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혈액투석환자 < 일반 인구

전정자 등(2000)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비교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박미경(2003) 혈액 및 복막투석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민경애(2003)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 혈액투석환자 < 복막투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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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석환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연구자 (연도) 제 목 삶의 질 관련 요인

국

외

Levy 등(1975) Quality of life on maintenance hemodialysis 성, 경제적 상태, 스트레스

Bonney 등(1978) Treatment of end-stage renal failure in defined geographic area 직업

De-Nour 등(1980) Quality of life of dialysis and transplanted patients 경제적 상태, 신체적 증상

Gutman 등(1981) Physical acitvity and employment status of patients on maintenance dialysis 연령, 당뇨병 유무

Johnson 등(1982) The quality of life of hemodialysis and transplant patient 직업

Evans 등(1985)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ESRD 연령, 교육정도, 치료방법, 결혼상태

Wolcott 등(1988) Quality of life in chronic dialysis patients 스트레스

Parfrey 등(1989) Development of a health questionnaire specific for ESRD 신체적 증상

Barrett 등(1990) Clin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omatic symptoms in patients on dialysis 신체적 증상

Therello 등(1991) The role of paid work in Swedish chronic dialysis patient 직업

Merkus 등(1997) Quality of life in patients on chronic dialysis 합병증 수

Mingardi 등(1999) Health-related qualtiy of life in dialysis patients 성. 연령, 당뇨병 유무

Diaz-Buxo등(2000) Quality of life evaluation using sf-36:Comparison in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연령, 당뇨병 유무

Mittal 등(2001) Self-assessed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of hemodialysis patients 성, 연령, 합병증 유무

Manns 등(2003) Quality of life in pateints treated with hemodialysis or peritoneal dialysis 합병증 유무, 교육수준

국

내

김인희 (1988) 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성, 교육수준, 직업, 가정 월수입

정영숙 (1989) 혈액투석환자와 그 배우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가정 월수입, 의료보험 혜택 유무

양승희 (1989)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성, 가정 월수입

김옥수 (1993)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발병 전후의 직업, 사회적 지지

김주현 등(1995)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존감, 사회적 지지도

김경희 (1996)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스트레스, 교육수준

민현조 (1998)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직업, 경제적 상태, 교육수준, 영양상
태

홍은희 (1999) 혈액투석환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 연구 발병 전 직업, 가정 월수입

전정자 등 (2000)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비교 자아존중감, 가정 월수입

박미경 (2003) 혈액 및 복막투석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가족지지, 가정 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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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측측측측정정정정도도도도구구구구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첫 시도는 Sheldon 등(1935)의 Disability Index를 비롯

하여 Moskowitz 등(1957)의 PULSES profile 등이 5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도구들은 대부분 임상의들이 신체 기능 및 특정 질병에 국한된 삶의 질을 파악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이후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Beck 등(1961)

의 우울 척도, Ware 등(1979)의 Mental Health Inventory, Goldberg 등(1979)의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등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삶의 질 측

정 도구들은 의료 결과의 측면에서 건강수준은 잘 반영하지만(Geigle 등, 1990),

일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였다(김수현, 1998).

다른 한편으로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의 공급과 이용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Bush 등(1973)의

Quality of Well-being Scale, Bergner(1981)의 Sickness Impact Profile(SIP), RAND

의 General Health Measure 등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이

도구들은 설문 항목이 너무 많아 조사 및 분석 시 실제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었

다(Jenkison 등, 1993; Ware, 199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Hunt 등(1981)의 Nottingham Health Profile,

Stewart(1988)의 Medical Outcome Survey 26-Item Short Form(SF-20) 등의 간단

한 삶의 질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SF-20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Ware(1990)는 Medical Outcome Survey 36-Item Short Form(SF-36)

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9개 영역의 3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적, 정

신적 상태를 비롯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었고, 일반

인구집단, 심장질환, 신장질환, 정신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였다

(Ware 등, 1992; Ware 등, 1993; Lowrie 등, 1998; Mingardi 등, 1999; Note 등,

2000).



---- 11114444 ----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일반지표(generic index)와 질

병 특이 지표(disease specific index)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지표 중에

서는 SIP와 SF-36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 된 도구이

다.

Johhson 등(1982)은 SIP를 이용하여 투석환자와 신장 이식환자의 삶의 질을 측

정하였고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했으나, 변화하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였다(Stromborg, 1988).

Mingardi 등(1999)은 SF-36을 이용하여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도구의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SF-36은 투석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 타당도를 검증받았

으며, 최근 여러 연구(Simmons 등, 1990; Kurtin 등, 1993; Meyer 등, 1994 ;

DeOreo, 1997; Khan 등, 1995; Merkus, 1997; Diaz-Buxo 등, 2000; Mittal 등,

2001; WU 등, 2004)에서도 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질병 특이 지표로는 Karnofsky index와 Parfrey' index 등이 알려져 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Simmons 등(1985), Evans 등(1991)의 연구에서

삶의 질 측정도구로 Karnofsky index를 이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육체적 기능상태

만 표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다.

Parfrey 등(1989)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Parfrey'

index를 만들었는데, 이 도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건강상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

하였다.(김수현,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차

원적인 삶의 질 측정 도구인 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들의

신체적 활동, 감정적 안정, 사회적 생활, 전반적인 안녕 상태에 대한 삶의 질을 비

교하여 투석환자의 삶의 질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1115555 ----

제제제제 3333장장장장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틀틀틀틀

인인인인구구구구사사사사회회회회학학학학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족 한달 평균수입

직업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

임임임임상상상상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투석기간, 합병증 유무

만성신부전 주원인

투석형태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

그림1. 연구의 틀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설설설설계계계계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각각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시도된 면

접조사를 이용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 11116666 ----

3333.... 연연연연구구구구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자자자자료료료료 수수수수집집집집

연구 대상은 2004년 5월 24일부터 2004년 6월 12일까지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

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119명이었다.

혈액투석환자는 인공신장실과 복막투석실을 갖추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의한 A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인공신장실을 갖추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B

의원에서 각각 50명, 30명을 조사하였고, 이는 의료기관급별로 혈액투석치료를 받

는 환자 간에 질병의 중증도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복막투석환자는 의원에서는 복막투석치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만 39명을 조사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에 의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현재 투석환자

2) 만 18세 이상의 투석환자

3)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투석환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투석환자

위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혈액투석환자는 총 80명, 복막투석환자는 총 39

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은 훈련된 연구원이 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여 면접 설문조사하였다. 면담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였고, 연구원 훈련은 설문

의 목적과 설문내용, 설문방법, 설문 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임상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A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의무기록사가 임상 설문지에 기록하였고,

B의원에서는 환자 담당간호사가 직접 임상 설문지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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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연연연연구구구구에에에에 사사사사용용용용된된된된 변변변변수수수수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이었으며 종속변수는 삶

의 질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족 한달 평균수입, 직업

을 조사하였고, 임상적 특성은 투석기간, 합병증 유무, 만성신부전 주원인, 투석

형태를 조사하였다.

삶의 질 측정은 Ware 등(1990)이 개발하고, 고상백 등(1997)에 의해 번역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 된 SF-36을 이용하였다. 이는 9개 영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의 8개 영역과 건강상태의 변화를 조사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변화를 제외한 8개 영역을 사용하였고,

이 8개 영역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가장 나쁜 삶의 질을 1

점으로 하여 문항에 따라 가장 좋은 삶의 질은 2점에서 6점으로 하였고, 이렇게

점수화된 각 문항을 영역별로 합산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0점부터 100

점까지 계산하였고,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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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 수 설 명

인

구

사

회

적

특

성

성 1. 남자 2. 여자

연령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이상

결혼상태 1. 결혼 2. 미혼(이혼, 사별 포함)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 고졸이하 3. 대졸이상(2년제 이상)

가족 한달 평균수입(만원) 1. 150미만 2. 150-300미만 3. 300-450미만 4. 450이상

직업 1. 유 2. 무(가정주부, 은퇴 포함)

임

상

적

특

성

투석기간 1. 1년미만 2. 1-5년미만 3. 5-10년미만 4. 10년이상

합병증 1. 유 2. 무

만성신부전 주원인 1. 당뇨 2. 비당뇨

투석 형태 1. 혈액투석 2. 복막투석

삶

의

질

SF-36으로 측정한

영역별 점수:

신체적 기능(10)

신체적 역할제한(4)

감정적 역할제한(3)

활력(4)

정신건강(5)

사회적 기능(2)

통증(2)

일반건강(6)

총 36문항

Likert 척도로 구성

각 문항당 가장 나쁜 삶의 질을 1점으로 하여 문항에 따라 가장

좋은 삶의 질은 2점에서 6점으로 하였음

점수화된 각 문항을 영역별로 합산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여 0점부터 100점까지 계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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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자자자자료료료료 분분분분석석석석 방방방방법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 8.1(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의 기술통계

량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2)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비교는 t 검정과 ANOVA(일요인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ANOVA 분석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tukey 검정을 실시하였다.

3)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

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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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와와와와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인인인인구구구구사사사사회회회회학학학학적적적적․․․․임임임임상상상상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남자 40명(50.0%), 여자 40명(50.0%)으로 같았고, 복

막투석환자는 남자가 17명(43.6%)으로 여자 22명(56.4%)보다 적었다.

연령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60세 이상이 23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복막

투석환자는 50-59세 12명(30.8%), 60세 이상 12명(30.8%)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

은 혈액투석환자가 51.2세(12.8)로 복막투석환자의 52.4세(12.0)보다 적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결혼이 65명(81.3%)으로 미혼 15명(18.7%)보

다 많았고, 복막투석환자도 결혼이 31명(79.5%)으로 미혼 8명(20.5%)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고졸이 33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복막투

석환자도 고졸이 18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한달 평균수입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150-300만원 미만이 24명(30.8%)으

로 가장 많았고, 복막투석환자도 150-300만원 미만이 14명(41.1%)으로 가장 많았으

며, 가족 한달 평균수입의 평균은 혈액투석환자가 333.4만원(289.8)으로 복막투석환

자의 191.2만원(136.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5).

직업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63명(78.7%)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 17명(21.3%)보다 많았고, 복막투석환자도 직업이 없는 경우가 26명(66.7%)으

로 직업이 있는 경우 13명(33.3%)보다 많았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임상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투석기간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1-5년 미만이 31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복막투석환자는 5-10년 미만이 12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석기간의 평균은

혈액투석환자가 4.9년(4.2)으로 복막투석환자의 6.0년(4.1)보다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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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유무를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65명(81.3%)으로 합

병증이 없는 경우 15명(18.7%)보다 많았고, 복막투석환자도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25명(64.1%)으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 14명(35.9%)보다 많았다.

만성신부전 주원인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당뇨인 경우 21명(29.6%)보다 비당

뇨인 경우가 50명(70.4%)으로 많았고, 복막투석환자도 당뇨인 경우 3명(9.1%)보다

비당뇨인 경우가 30명(90.9%)으로 많았으며,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만성

신부전 주원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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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

구 분
전체

(n=119)

혈액투석환자
(n=80)

복막투석환자
(n=39) χ2 p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57 40(50.0) 17(43.6) 0.213 0.644

여 자 62 40(50.0) 22(56.4)

연 령

20-29세 8 6(7.7) 2(5.1) 0.627 0.960

30-39세 10 7(9.0) 3(7.7)

40-49세 32 22(28.2) 10(25.6)

50-59세 32 20(25.6) 12(30.8)

60세이상 35 23(29.5) 12(30.8)

평균 117 51.2(12.8)* 52.4(12.0) -0.52 0.606**

결혼상태
결 혼 96 65(81.3) 31(79.5) 0.000 1.000

미 혼 23 15(18.7) 8(20.5)

교육
수준

중졸이하 34 22(27.5) 12(31.6) 1.330 0.514

고졸이하 51 33(41.3) 18(47.4)

대졸이상 33 25(31.2) 8(21.0)

가족 한달
평균수입
(만원)

150미만 29 17(21.8) 12(35.3) 7.626 0.544

150-300미만 38 24(30.8) 14(41.1)

300-450미만 22 16(20.5) 6(17.7)

450이상 23 21(26.9) 2(5.9)

평균 112 333.4(289.8)* 191.2(136.7) 3.53 0.001**

직업
유 30 17(21.3) 13(33.3) 1.440 0.230

무 89 63(78.7) 26(66.7)

임
상
적
특
성

투석기간

1년미만 7 4(6.2) 3(9.1) 4.448 0.217

1-5년미만 41 31(47.7) 10(30.3)

5-10년미만 35 23(35.4) 12(36.4)

10년이상 15 7(10.7) 8(24.2)

평균 98 4.9(4.2)* 6.0(4.1) -1.18 0.239**

합병증
유 90 65(81.3) 25(64.1) 3.304 0.069

무 29 15(18.7) 14(35.9)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24 21(29.6) 3(9.1) 4.235 0.040

비당뇨 80 50(70.4) 30(90.9)

* 평균(표준편차) ** t-test로부터 얻은 p값



---- 22223333 ----

2222....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와와와와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비비비비교교교교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은 SF-36 영역인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신체적 역할제한(Role limitation-Physical), 감정적 역할제한(Role

limitation-Emotion), 활력(Vitality), 정신건강(Mental health),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통증(Bodily pain), 일반건강(General health)의 8개 영역 점수와 8개

영역을 합산한 총점 영역의 점수로 계산하였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t 검정을 실시

하고,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단계적 다중회

귀 분석(Mulit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 한 결

과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은 활력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활력

영역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p<0.05)(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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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

혈액투석환자
(n=80)

복막투석환자
(n=39)

t p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기능 10 59.7 29.1 50.3 24.4 1.75 0.083

신체적 역할제한 4 24.4 34.7 26.3 27.5 -0.30 0.763

감정적 역할제한 3 43.2 43.4 45.3 37.8 -0.26 0.794

활력 4 42.4 22.3 30.8 16.7 2.86 0.005

정신건강 5 60.2 19.8 55.6 20.5 1.18 0.240

사회적 기능 2 55.8 26.9 55.1 28.6 1.12 0.903

통증 2 54.0 27.6 50.3 28.9 0.68 0.495

일반건강 6 44.1 21.6 37.1 16.5 1.80 0.074

총점 36 48.4 20.4 44.0 17.4 1.13 0.261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 분

석(Mulit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의 삶의 질은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기능 영

역과 활력 영역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5)(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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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비교(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 통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 총점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성 (남자) -13.797 0.108

연령 -0.356 0.106

결혼 (미혼)

교육수준 (중졸이하) -12.287 0.035 -12.831 0.022

교육수준 (고졸이하)

직업 (유) 10.927 0.024

가족 한달

평균수입(만원)
0.040 0.001 0.030 0.065 0.012 0.116 0.0144 0.051

투석기간

합병증 (무) 18.732 0.015

만성신부전 주원인(당뇨) -11.710 0.070

투석 형태(혈액투석) 13.200 0.026 12.432 0.005

R2 0.117 0.156 0.059 0.112 0.028 0.055 0.027 0.042

F 3.96 8.34 2.81 5.66 2.67 5.39 2.51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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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와와와와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인인인인구구구구사사사사회회회회학학학학적적적적․․․․임임임임상상상상적적적적 특특특특

성성성성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정정정정도도도도

1111))))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인인인인구구구구사사사사회회회회학학학학적적적적․․․․임임임임상상상상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정정정정도도도도

혈액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정신건강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신체적 역할제한 영역은 대졸이상 환자가 고졸이하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족 한달 평균수입은 모든 영역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감정적 역할제한 영역은 수입이 300-450만원미만의 환자가 150만원미만의 환자

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직업은 모든 영역에서 직업이 있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신체적 기

능 영역, 신체적 역할제한 영역, 활력 영역, 통증 영역, 일반건강 영역, 총점 영역

에서는 직업이 있는 환자가 직업이 없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5).

혈액투석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다음과 같다.

투석기간은 모든 영역에서 투석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신

체적 기능 영역은 투석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보다 1-5년 미만, 5-10년 미만인 환

자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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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혈액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

구 분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63.6 31.7 -1.22

(0.228)

25.6 33.7 -0.32
(0.749)

40.4 41.9 0.56
(0.580)

43.3 20.9 -0.32
(0.746)여 자 55.8 26.0 23.2 36.0 45.8 45.1 41.6 23.8

연령

20-29세 75.8 17.7

1.92
(0.116)

29.2 24.6

1.46
(0.223)

38.9 44.3

0.08
(0.989)

53.3 26.8

0.90
(0.468)

30-39세 52.1 43.3 46.4 41.9 38.1 35.6 48.6 32.8

40-49세 70.2 26.8 31.8 38.7 45.5 46.6 45.7 17.2

50-59세 53.0 27.7 18.8 30.2 41.7 43.1 38.3 21.1

60세이상 54.6 24.9 15.9 33.2 46.0 46.5 39.1 23.2

결혼
상태

결 혼 59.5 29.1 -0.09
(0.925)

25.0 35.9 0.33
(0.740)

44.4 44.0 0.53
(0.596)

43.3 21.2 0.73
(0.470)미 혼 60.3 30.2 21.7 29.7 37.8 41.5 38.7 27.0

교육
수준

중졸이하 55.2 23.2
0.82

(0.446)

21.4 31.9 3.16
(0.048)
②-③

47.6 46.6
0.35

(0.705)

43.0 24.7
0.09

(0.916)
고졸이하 58.2 30.8 15.9 28.5 38.4 40.9 41.2 22.2

대졸이상 65.6 31.4 38.0 40.9 45.8 44.8 43.6 21.0

가족
한달
평균
수입

150미만 57.1 31.7

0.50
(0.687)

11.8 21.9

2.69
(0.052)

15.7 33.6
3.43

(0.021)
①-③

36.5 18.4

1.28
(0.287)

150-300미만 60.4 24.4 17.4 28.6 49.3 42.5 39.2 20.8

300-450미만 67.2 28.3 31.3 37.1 56.3 48.3 48.8 22.2

450이상 55.5 32.9 39.3 43.0 50.8 40.3 46.2 24.3

직업
유 76.8 31.8 2.85

(0.006)

41.2 38.5 2.32
(0.023)

43.1 42.1 -0.00
(0.998)

53.8 21.8 2.45
(0.016)무 55.1 26.7 19.8 32.4 43.2 44.0 39.4 21.5

임
상
적
특
성

투석
기간

1년미만 21.3 23.3 5.65
(0.002)
①-②
①-③

31.3 23.9

0.30
(0.828)

33.3 47.2

0.10
(0.958)

40.8 27.9

0.24
(0.867)

1-5년미만 61.9 28.9 20.0 35.0 45.6 42.4 45.2 21.1

5-10년미만 72.4 21.4 28.3 37.2 43.9 45.3 42.4 20.3

10년이상 45.0 22.9 25.0 35.4 47.6 46.6 35.0 18.5

합병증
유 64.0 31.9 0.63

(0.527)

35.0 38.7 1.33
(0.189)

51.1 45.2 0.79
(0.433)

47.7 23.4 1.01
(0.316)무 58.7 28.6 21.9 33.5 41.3 43.1 41.2 22.0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54.1 27.4 1.45
(0.151)

22.5 33.3 0.37
(0.711)

38.3 46.2 0.92
(0.361)

40.2 20.7 0.52
(0.606)비당뇨 64.3 27.1 26.0 36.4 49.0 42.6 43.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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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혈액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계속)

구 분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 총점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60.4 20.9 -0.09

(0.928)

54.7 26.1 0.36
(0.719)

56.6 27.8 -0.83
(0.409)

47.8 21.1 -1.51
(0.135)

49.9 19.8 -0.65
(0.517)여 자 54.7 26.1 56.9 28.0 51.4 27.4 40.5 21.8 46.9 21.0

연령

20-29세 66.0 8.3

0.39
(0.812)

58.3 27.0

0.73
(0.573)

62.5 25.9

1.64
(0.173)

48.3 14.4

1.33
(0.267)

54.0 16.4

0.95
(0.442)

30-39세 59.4 26.5 64.3 30.1 60.4 35.8 59.3 17.7 53.6 26.5

40-49세 62.9 19.3 61.9 25.7 63.5 22.5 44.6 22.5 53.2 19.3

50-59세 60.0 15.0 51.3 20.6 47.1 23.4 38.8 18.2 43.7 15.9

60세이상 57.0 22.3 52.2 30.8 47.2 30.2 43.3 23.1 45.5 22.3

결혼
상태

결 혼 61.2 19.3 0.91
(0.364)

56.7 27.5 0.65
(0.515)

56.1 26.8 1.41
(0.162)

44.3 22.0 0.16
(0.876)

49.3 20.3 0.86
(0.394)미 혼 56.0 21.7 51.7 24.5 45.0 29.8 43.3 20.6 44.3 20.7

교육
수준

중졸이하 62.2 20.1
0.49

(0.614)

58.5 30.5
1.17

(0.316)

46.8 28.4
2.12

(0.127)

41.1 20.0
0.40

(0.675)

47.5 20.8
1.52

(0.225)
고졸이하 57.6 18.2 50.4 23.3 52.2 24.9 44.1 21.8 44.7 18.2

대졸이상 61.9 21.8 60.5 27.9 62.7 28.9 46.8 23.3 54.1 22.3

가족
한달
평균
수입

150미만 52.9 21.1

1.58
(0.201)

45.9 27.2

2.34
(0.080)

49.1 25.8

1.67
(0.181)

40.3 24.2

0.39
(0.759)

38.8 18.4

2.48
(0.068)

150-300미만 80.5 16.4 55.2 23.9 50.4 24.7 42.9 20.2 47.4 16.4

300-450미만 67.8 20.5 69.5 28.1 67.3 28.9 46.3 23.4 56.8 21.3

450이상 61.3 21.0 56.0 26.1 56.1 27.7 47.4 21.6 51.6 23.0

직업
유 64.0 20.1 0.89

(0.375)

61.0 26.8 0.91
(0.368)

65.9 26.6 2.04
(0.044)

53.8 21.0 2.13
(0.036)

57.5 20.8 2.13
(0.037)무 59.2 19.7 54.4 27.0 50.8 27.1 41.5 21.2 45.8 19.7

임
상
적
특
성

투석
기간

1년미만 54.0 38.4

0.91
(0.442)

59.4 35.9

0.37
(0.778)

46.3 27.4

1.21
(0.315)

51.3 17.5

1.58
(0.202)

42.2 19.3

0.73
(0.536)

1-5년미만 64.7 15.4 54.8 26.8 53.0 26.4 43.6 19.4 49.0 18.5

5-10년미만 56.2 18.5 61.4 26.1 64.2 24.9 50.7 20.0 53.5 20.6

10년이상 58.9 24.5 51.8 27.4 50.0 28.4 32.9 26.9 43.3 20.9

합병증
유 60.5 19.5 0.07

(0.943)

52.5 26.4 -0.52
(0.603)

55.2 24.3 0.18
(0.857)

40.7 19.6 -0.68
(0.496)

50.8 19.3 0.52
(0.605)무 60.1 20.0 56.5 27.2 53.7 28.4 44.9 22.1 47.8 20.7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60.4 20.5 0.09
(0.930)

56.6 26.7 0.21
(0.835)

52.4 24.1 0.67
(0.502)

42.9 22.3 0.47
(0.640)

46.4 18.1 0.85
(0.400)비당뇨 60.8 17.3 58.0 26.8 57.1 28.0 45.4 20.2 50.9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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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인인인인구구구구사사사사회회회회학학학학적적적적․․․․임임임임상상상상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정정정정도도도도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다음과 같다.

성에서는 일반건강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그 중 감

정적 역할제한 영역은 여자가 남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연령은 모든 영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았고, 그 중 신체적 기능

영역은 60세 이상의 환자가 40-49세 환자보다, 50-59세 환자가 40-49세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0.05), 총점 영역은 60세 이상의 환자가

40-49세 환자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교육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신체

적 기능 영역, 사회적 기능 영역은 중졸이하의 환자보다 대졸이상의 환자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족 한달 평균수입은 모든 영역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역, 정신건강 영역, 사회적 기능 영역은 150-300미

만의 환자가 150미만의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직업은 신체적 기능 영역, 신체적 역할제한 영역, 활력 영역, 일반건강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직업이 없는 환자가 직업이 있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감정적 역할제한 영역은 직업이 없는 환자가 직업이 있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복막투석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다음과 같다.

합병증 유무는 신체적 기능 영역과 사회적 기능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합병

증이 없는 환자가 합병증이 있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고, 그 중 감정적 역할

제한 영역은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합병증이 있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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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

구 분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47.4 21.2 0.65

(0.520)

22.1 19.5 0.89
(0.378)

29.4 35.1 2.45
(0.019)

29.1 16.5 0.55
(0.586)여 자 52.5 26.9 29.6 32.4 57.6 35.9 32.1 17.1

연령

20-29세 60.0 28.3
4.00

(0.005)
③-④
③-⑤

25.0 35.4

1.88
(0.136)

33.3 47.1

0.60
(0.664)

37.5 3.5

2.82
(0.041)

30-39세 61.7 16.1 25.0 25.0 55.6 50.9 41.7 2.9

40-49세 70.5 21.3 40.0 37.6 46.7 42.2 38.0 18.3

50-59세 44.2 21.2 31.3 24.1 55.6 38.5 32.7 19.2

60세이상 35.0 19.8 10.4 12.9 33.4 31.8 19.2 9.5

결혼
상태

결 혼 49.7 23.2 -0.29
(0.775)

23.4 24.7 -1.31
(0.199)

40.9 36.2 -1.46
(0.152)

29.2 17.3 -1.17
(0.252)미 혼 52.5 30.0 37.5 37.8 62.5 41.6 36.9 16.6

교육
수준

중졸이하 34.6 19.6 5.07
(0.012)
①-③

16.7 19.5
0.95

(0.398)

44.4 35.8
1.15

(0.327)

25.9 15.1
0.73

(0.488)
고졸이하 54.7 25.4 29.2 33.5 53.7 38.2 33.1 17.9

대졸이상 65.0 17.9 31.3 22.2 29.2 41.6 33.8 17.1

가족
한달
평균
수입

150미만 34.6 17.0
3.30

(0.034)
①-②

16.7 16.3

0.42
(0.741)

33.3 31.8

2.10
(0.121)

20.0 11.3
4.47

(0.011)
①-②

150-300미만 58.2 25.3 25.0 29.4 45.2 38.3 40.4 12.5

300-450미만 60.8 20.4 29.2 24.6 33.3 42.2 38.3 24.4

450이상 47.5 10.6 25.0 35.4 100. 0 30.0 0

직업
유 55.8 21.7 1.00

(0.324)

28.9 28.6 0.41
(0.686)

28.2 35.6 -2.08
(0.045)

33.1 19.6 0.60
(0.550)무 47.5 25.5 25.0 27.4 53.9 36.6 29.6 15.3

임
상
적
특
성

투석
기간

1년미만 68.3 10.4

1.57
(0.219)

25.0 25.0

0.44
(0.724)

55.6 16.3

1.51
(0.233)

25.0 15.8

0.60
(0.619)

1-5년미만 47.5 25.5 35.0 29.3 36.7 39.9 32.5 22.2

5-10년미만 42.9 23.7 20.8 20.9 38.9 34.3 30.5 14.1

10년이상 61.3 24.2 28.1 38.8 70.8 45.2 36.6 14.0

합병증
유 53.9 25.4 0.70

(0.488)

23.2 28.5 -0.52
(0.608)

28.6 31.6 -2.16
(0.037)

30.0 15.3 -0.22
(0.827)무 48.2 24.0 28.0 27.3 54.7 38.4 31.3 17.8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38.3 23.6 1.00
(0.326)

8.3 14.4 1.27
(0.214)

22.2 19.3 1.23
(0.229)

20.0 7.1 1.13
(0.269)비당뇨 52.8 24.0 30.0 28.9 51.1 39.9 33.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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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계속)

구 분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 총점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53.2 15.0 0.64

(0.526)

55.2 26.9 -0.00
(0.997)

47.7 28.7 0.49
(0.627)

39.4 13.1 -0.78
(0.439)

40.4 13.4 1.16
(0.255)여 자 57.5 24.1 55.1 30.5 52.3 29.6 35.2 18.8 46.9 19.9

연령

20-29세 54.0 2.8

1.11
(0.368)

75.0 00

0.93
(0.460)

72.5 7.1

2.61
(0.052)

35.0 00

1.47
(0.232)

49.0 14.6

2.94
(0.035)
③-⑤

30-39세 58.7 10.1 66.7 14.4 55.8 29.3 36.7 5.8 50.2 10.0

40-49세 63.6 17.0 62.5 23.6 69.5 19.4 47.5 14.2 54.8 16.2

50-59세 58.0 27.1 53.1 35.0 40.4 29.1 33.8 20.0 44.2 19.6

60세이상 46.0 17.2 44.8 28.9 39.0 29.9 32.1 15.1 32.5 12.0

결혼
상태

결 혼 54.8 21.6 -0.45
(0.659)

52.8 30.1 -0.99
(0.329)

48.1 29.3 -0.93
(0.359)

37.7 18.3 0.88
(0.387)

42.3 17.4 -1.22
(0.230)미 혼 58.5 16.4 64.1 21.6 58.8 27.5 34.4 5.6 50.6 16.8

교육
수준

중졸이하 51.0 26.4
0.39

(0.677)

40.6 32.9 3.28
(0.049)
①-③

39.0 26.5
1.21

(0.309)

30.8 18.7
1.95

(0.158)

35.3 17.5
1.99

(0.152)
고졸이하 56.2 16.7 55.6 23.6 54.6 31.9 38.6 16.1 47.0 18.2

대졸이상 59.0 20.6 71.9 23.9 55.0 25.1 45.0 10.7 48.8 13.6

가족
한달
평균
수입

150미만 46.0 24.2
3.30

(0.034)
①-②

41.7 32.1
5.13

(0.005)
①-②

44.2 30.2

1.76
(0.175)

36.3 16.7

0.77
(0.521)

34.1 17.9

2.87
(0.053)

150-300미만 67.4 12.3 75.0 17.0 54.3 26.6 41.1 13.2 51.8 13.5

300-450미만 52.7 13.7 52.1 20.0 73.3 13.5 45.8 14.6 48.2 15.8

450이상 58.0 2.8 31.3 8.8 43.8 15.9 32.5 10.6 46.0 6.5

직업
유 53.5 16.4 -0.44

(0.665)

53.9 24.7 -0.20
(0.846)

49.0 30.5 -0.18
(0.855)

38.5 17.5 0.37
(0.711)

42.6 16.3 -0.36
(0.721)무 56.6 22.5 55.8 30.9 50.9 28.7 36.4 16.3 44.8 18.2

임
상
적
특
성

투석
기간

1년미만 54.7 2.3

1.13
(0.354)

75.0 12.5

1.22
(0.321)

74.2 5.8

1.31
(0.289)

46.7 10.4

0.27
(0.848)

54.7 5.0

1.18
(0.334)

1-5년미만 54.8 14.1 46.3 26.4 57.5 29.4 41.0 12.9 43.9 18.6

5-10년미만 57.7 24.1 55.2 28.9 47.9 28.1 38.3 19.8 42.0 16.9

10년이상 69.5 14.5 64.1 25.4 65.3 13.7 38.8 10.6 54.2 15.1

합병증
유 51.1 19.7 -1.01

(0.318)

57.1 29.7 0.32
(0.747)

39.8 32.1 -1.73
(0.092)

35.4 15.4 -0.48
(0.638)

39.9 17.5 -1.12
(0.269)무 58.1 21.0 54.0 28.6 56.1 25.8 38.0 17.3 46.4 17.2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65.3 16.7 -0.63
(0.535)

66.7 31.5 -0.70
(0.491)

36.7 35.9 1.53
(0.137)

35.0 20.0 0.49
(0.625)

47.5 16.7 0.84
(0.408)비당뇨 57.7 20.2 55.0 27.4 59.5 23.7 39.8 15.9 37.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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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와와와와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관관관관련련련련 요요요요인인인인

1111)))) 혈혈혈혈액액액액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관관관관련련련련 요요요요인인인인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Mulit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하였다.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기능 영역은 직업이 있는 환자가 직업이 없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R2=0.110).

신체적 역할제한 영역은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고,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R2=0.200).

활력 영역은 직업이 있는 환자가 직업이 없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R2=0.075)(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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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 총점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성 (남자)

연령

결혼 (미혼)

교육수준 (중졸이하)

교육수준 (고졸이하) -10.355 0.138

직업 (유) 23.408 0.018 14.685 0.030 10.804 0.095

가족 한달

평균수입(만원)
-0.025 0.052 0.041 0.004

투석기간

합병증 (무) 27.405 0.016 22.949 0.127

만성신부전 주원인(당뇨)

R2 0.110 0.200 0.038 0.075 0.036 0.046

F 3.69 7.36 2.40 4.95 2.26 2.87

*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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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복복복복막막막막투투투투석석석석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삶삶삶삶의의의의 질질질질 관관관관련련련련 요요요요인인인인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Mulit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하였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역할제한 영역은 투석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R2=0.237).

감정적 역할제한 영역은 직업이 있는 환자가 직업이 없는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R2=0.333).

통증 영역은 중졸이하의 환자가 대졸이상의 환자보다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R2=0.200).

총점 영역은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의 환자가 대졸이상의 환자의 삶의 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R2=0.167)(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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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 총점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β p

성 (남자)

연령 -0.551 0.109

결혼 (미혼)

교육수준 (중졸이하) -17.459 0.052 -16.420 0.055 -18.807 0.068 -23.659 0.012 -10.364 0.065 -13.949 0.025

교육수준 (고졸이하) 23.219 0.066

직업 (유) -37.126 0.007

가족 한달

평균수입(만원)
0.107 0.027 0.036 0.119

투석기간 -2.227 0.029 1.293 0.118

합병증 (무)

만성신부전 주원인(당뇨)

R2 0.330 0.237 0.333 0.086 0.082 0.110 0.200 0.113 0.167

F 6.90 4.35 4.48 2.62 2.59 3.59 7.25 3.69 5.62

*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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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장장장장 고고고고찰찰찰찰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역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

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Griffin 등(1994)의 연구, 전정자 등(2000)의

연구, 신체적 기능 영역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Mittal 등(2001)의 연구, 신체적 기능 영역과 일반건강 영역에서 혈액투석

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WU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그러나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Wolcott 등(1988)의 연구, 박미경(2003)의 연구, 심리적 측면에서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민경애(2003)의 연구, 신체적 안녕과 감

정적 통제에서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Simmons 등(1990)의 연구, 신체적 기능 영역, 감정적 역할제한 영역, 정신건강 영

역, 통증 영역에서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Merkus 등(1997)의 연구, 통증 영역, 정신건강 영역, 감정적 역할제한 영역, 사회

적 기능 영역에서 혈액투석환자보다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Diaz-Buxo 등(200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차이

가 있는 것은 연구들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이 다르고 삶의 질 측정도구가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구대상자에게

동일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혈액투석환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투

석기간이 길수록, 직업이 있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고, 복막투석환자도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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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직업이 없는 환자,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Manns 등(2003)의 연구, 방활란(1991)의 연구, 김인희(1988)의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교육이 사실

상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 확보가 용이하며, 이에 따르는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삶의 질

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모두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는데,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영숙(1989)의 연구, 양승희(1989)의

연구, 김옥수(1993)의 연구, 김경희(1996)의 연구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생활, 자아 존중감 요

인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입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한 Burckhardt(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는 직업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혈액

투석환자는 직업이 있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고, 이는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승희(1989), 김옥수(1993), 김경희(1996)의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고, 직업이 있는 환자가 우울이 감소되고, 정

신적 건강이 증진된 결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Theorell(199)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복막투석환자는 직업이 없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는

데, 이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민경애(2003)의 연구에

서 직업이 있는 복막투석환자가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 이는 치료방법에서 투석을 하면서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복막투석의 특이성

과 최근의 기술의 발달로 기계를 이용한 야간 복막투석만으로도 투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복막투석 방법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있는 복막투석

환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결과는 이 연구에서의 복막투석환자들 연령이 대부분

50세 이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의 삶의 질은 직업 유무에 따라 상이한데, 이는 직업이 단순히 소득원으로서의 의

미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태도 및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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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직업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

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는 성, 연령, 합병증 유무, 투석기

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성에서는 혈액투석환자는 삶의 질 차이가 없는 반면

에 복막투석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투

석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Levy 등(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이에 따른 복막투석환자들에게 있어서 남자에 대한 차별적 보건 서비

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서도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은 차이가 없는 반면에 복막투석환자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낮았는데, 이는 Mingardi 등(1999)의 연구, Diaz-Buxo

등(2000)의 연구, Mittal 등(2001)의 연구, Gutman 등(1981)의 연구, 민현조(1998)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합병증 유무에서도 혈액투석환자는 삶의 질이 차이가 없는 반면에 복막투석환

자는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Manns 등(2003)의 연구, 김경

희(1996)의 연구에서 신체적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직장

생활 상태가 좋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Merkus 등 (1997)의 연구에서는

합병증의 수가 적은 환자가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합병증

이 있는 환자보다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은 이유는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상태의 저하, 혈당 조절을 위한 영양공급의 부족, 만성신부전증 발생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석기간에 따른 삶의 질은 혈액투석환자는 투석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

았는데, 이는 민현조(1998)의 연구와 김옥수(1993)의 연구에서 투석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투석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적응하고 치료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인정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그러나 복막투석환자는 투석기간과 삶의 질은 차이가 없었고, 이는

양승희(1989)의 연구에서 투석기간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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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은 혈액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합병

증 유무였고, 복막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교육수준, 투석기간이었

다. 이는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박미경(2003)의 연구에

서는 혈액투석환자는 직업, 가정 월수입, 복막투석환자는 투석기간이 삶의 질과

관련 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모두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교육수준이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었다. 이는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민현조(1998)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 교육정

도, 치료방법, 결혼상태라고 보고한 Evans 등(1985)의 연구, 합병증 유무, 교육수준

이 삶의 질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 Manns 등(2003)연구, 교육수준, 직업이 삶의 질

과 관련 있다고 보고한 김인희(1988)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이 차이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른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별로 차별화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혈액투석환자의 보건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회적인 지원

(고용의 기회), 합병증 예방과 관리 측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복막투석환자의 보건 서비스 계획 수립 시에는 경제적인 지원, 교육수

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여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살필 수 있으나, 시간의

선후성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고, 연구 대상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 병원의 투석환자들이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의 제약이 따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투석환자들에게 일

반화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투석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이들 각각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명한 것은 보건학적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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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SF-36을 이용하여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

고,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시도된 면접조사를 이용한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은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

역에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높았다.

둘째,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혈액투석환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투석기간이 길수록, 직업이 있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고, 복막투석환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한달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을

수록, 직업이 없는 환자, 합병증이 없는 환자가 삶의 질이 높았다.

셋째,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은 혈액투석환

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합병증 유무였고, 복막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

달 평균수입, 교육수준, 투석기간 이었다.

결론적으로 혈액투석환자가 복막투석환자보다 신체적 기능 영역과 활력 영역

에서 삶의 질이 높았고, 삶의 질 관련 요인은 혈액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

균수입, 합병증 유무였고, 복막투석환자는 직업, 가족 한달 평균수입, 교육수준, 투

석기간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별로 차별화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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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1

부표 1. 전체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

구 분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감정적 역할제한 활력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58.8 29.4 -0.82

(0.417)

25.6 30.0 0.14
(0.888)

37.0 39.9 1.71
(0.090)

39.0 20.6 -0.17
(0.864)여 자 54.6 26.1 25.4 34.6 50.0 42.1 38.4 22.1

연령

20-29세 71.9 19.8
4.53

(0.002)
③-④
③-⑤

28.1 24.8

2.31
(0.062)

37.5 41.6

0.13
(0.971)

49.4 23.8

2.18
(0.076)

30-39세 55.0 36.4 40.0 37.6 43.3 38.7 46.5 27.0

40-49세 70.3 24.8 34.4 38.0 45.8 44.6 43.3 17.6

50-59세 49.7 25.5 23.4 28.4 46.9 41.4 36.3 20.3

60세이상 47.9 24.8 14.0 27.7 41.4 41.7 32.3 21.7

결혼
상태

결 혼 56.4 27.6 -0.19
(0.847)

24.5 32.4 -0.36
(0.721)

43.3 41.4 -0.32
(0.748)

38.8 21.0 0.16
(0.873)미 혼 57.6 29.7 27.2 32.8 46.4 42.3 38.0 22.8

교육
수준

중졸이하 47.9 23.9 3.43
(0.036)
①-③

19.7 27.8
3.04

(0.052)

46.5 42.4
0.11

(0.899)

37.3 23.2
0.30

(0.738)
고졸이하 57.0 28.8 20.6 30.7 43.8 40.3 38.3 20.9

대졸이상 65.5 28.5 36.4 37.0 41.7 44.0 41.2 20.3

가족
한달
평균
수입

150미만 48.6 29.6

1.73
(0.164)

13.8 19.6
3.14

(0.029)
①-④

23.0 33.5
3.47

(0.019)
①-④

29.7 17.7 3.56
(0.017)
①-③
①-④

150-300미만 59.6 24.4 20.3 28.8 47.8 40.5 39.6 18.1

300-450미만 65.5 26.1 30.7 33.6 50.0 46.9 45.9 22.7

450이상 54.8 31.5 38.0 41.9 55.1 41.0 44.8 23.6

직업
유 67.7 29.4 2.58

(0.011)

35.8 34.5 2.16
(0.033)

36.7 39.5 -1.11
(0.271)

44.8 23.1 1.85
(0.067)무 52.9 26.5 21.3 30.9 46.4 42.0 36.6 20.4

임
상
적
특
성

투석
기간

1년미만 41.4 30.9

1.28
(0.285)

28.6 22.5

0.06
(0.980)

42.9 37.1

0.72
(0.544)

40.0 22.4

0.47
(0.707)

1-5년미만 58.4 28.5 23.8 33.9 43.3 41.5 42.1 21.8

5-10년미만 62.3 26.1 25.7 32.4 42.2 42.3 38.5 19.2

10년이상 53.7 24.2 26.7 35.9 60.0 45.8 35.3 15.6

합병증
유 55.8 27.6 0.56

(0.575)

23.6 31.8 0.82
(0.411)

45.1 42.0 -0.54
(0.587)

38.5 21.3 0.13
(0.896)무 59.1 28.9 29.3 34.1 40.2 40.2 39.1 21.5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52.1 27.0 1.28
(0.204)

20.7 31.7 0.87
(0.356)

36.2 43.7 1.37
(0.175)

38.5 20.6 0.23
(0.822)비당뇨 60.0 26.5 27.5 33.7 49.8 41.3 39.6 20.3

투석
형태

혈액투석 59.7 29.1 1.75
(0.083)

24.4 34.7 -0.30
(0.763)

43.2 43.4 -0.26
(0.794)

42.4 22.3 2.86
(0.005)복막투석 50.3 24.4 26.3 27.5 45.3 37.8 30.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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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전체투석환자의 인구사회학적․임상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계속)

구 분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 통증 일반건강 총점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평균
표준
편차

t, F
(p)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
남 자 58.3 19.4 0.23

(0.818)

54.9 26.1 0.28
(0.778)

53.9 28.1 -0.42
(0.674)

45.3 19.3 -0.80
(0.075)

47.0 18.4 -0.02
(0.985)여 자 59.1 20.7 56.3 28.7 51.7 28.0 38.6 20.8 46.9 20.5

연령

20-29세 63.0 9.0

1.20
(0.313)

62.5 24.1

1.49
(0.211)

65.0 22.5
4.04

(0.004)
③-④
③-⑤

45.0 13.6

1.71
(0.153)

52.8 15.1

2.59
(0.040)
③-⑤

30-39세 59.2 22.1 65.0 25.6 59.0 32.4 52.5 18.3 52.6 22.2

40-49세 63.1 18.3 62.1 24.7 65.3 21.5 45.5 20.1 53.7 18.1

50-59세 59.8 20.0 52.0 26.4 44.6 25.4 36.9 18.9 43.9 17.0

60세이상 53.3 21.1 49.6 29.8 44.4 29.9 39.4 21.2 40.8 20.0

결혼
상태

결 혼 59.1 20.2 0.48
(0.630)

55.5 28.3 -0.08
(0.937)

53.5 27.8 0.57
(0.570)

42.2 21.0 0.42
(0.678)

47.0 19.6 0.12
(0.905)미 혼 56.9 19.7 56.0 23.8 49.8 29.2 40.2 17.3 46.5 19.3

교육
수준

중졸이하 58.2 22.8
0.42

(0.656)

52.2 32.1
1.98

(0.143)

44.0 27.6 3.10
(0.048)
①-③

37.5 19.9
1.62

(0.202)

43.3 20.3 2.16
(0.120)
①-③

고졸이하 57.1 17.5 52.2 23.3 53.0 27.3 42.2 20.0 45.5 18.0

대졸이상 61.2 21.3 63.3 27.1 60.8 27.9 46.4 20.8 52.8 20.4

가족
한달
평균
수입

150미만 50.1 22.3
3.17

(0.027)
①-②

44.0 28.9 3.71
(0.014)
①-②
①-③

47.1 27.3
3.17

(0.027)
①-③

38.6 21.2

0.84
(0.475)

36.8 18.0

4.58
(0.005)

150-300미만 63.1 15.2 62.5 23.5 51.8 25.1 42.2 17.8 49.0 15.4

300-450미만 63.6 19.8 64.8 26.9 69.0 25.4 46.1 21.0 54.4 20.0

450이상 61.0 20.1 53.8 26.0 55.0 26.9 46.1 21.2 51.1 22.0

직업
유 59.5 19.0 0.24

(0.807)

57.9 25.7 0.54
(0.589)

58.6 29.1 1.32
(0.189)

47.2 20.7 1.69
(0.095)

51.0 20.1 1.34
(0.184)무 58.4 20.5 54.8 28.0 50.8 27.4 40.0 19.9 45.5 19.1

임
상
적
특
성

투석
기간

1년미만 54.3 27.2

1.05
(0.372)

66.1 27.7

0.71
(0.546)

58.2 24.7

0.23
(0.879)

49.3 14.0

1.30
(0.280)

47.6 15.5

0.07
(0.974)

1-5년미만 62.2 15.5 52.7 26.6 54.1 26.9 42.9 17.9 47.7 18.4

5-10년미만 56.7 20.3 59.3 26.8 58.6 26.8 46.4 20.5 49.7 19.9

10년이상 64.5 19.8 58.3 26.2 58.2 22.4 36.0 19.4 49.1 18.2

합병증
유 59.6 20.1 -0.83

(0.408)

55.8 27.4 -0.19
(0.853)

54.3 27.6 -1.11
(0.268)

43.0 21.0 -1.13
(0.260)

47.4 19.7 -0.44
(0.659)무 56.0 19.8 54.7 27.6 47.8 28.9 38.1 17.6 45.6 18.9

만성신부전
주원인

당뇨 61.0 19.8 -0.31
(0.757)

57.8 26.8 -0.15
(0.881)

50.4 25.4 1.25
(0.215)

41.9 21.8 0.32
(0.752)

45.6 17.8 0.88
(0.381)비당뇨 59.7 18.4 56.9 26.9 58.0 26.3 43.3 18.8 49.6 19.1

투석
형태

혈액투석 60.2 19.8 1.18
(0.240)

55.8 26.9 0.12
(0.903)

54.0 27.6 0.68
(0.495)

44.1 21.6 1.80
(0.074)

48.4 20.4 1.13
(0.261)복막투석 55.6 20.5 55.1 28.6 50.3 28.9 37.1 16.5 44.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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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환자번호:
환 자 명: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측정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학생입니다.
설문지는 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연구자 문 연 옥 드림200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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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Quality of Life)

귀하의 삶의 질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V .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1. ?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작년과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2. ?
훨씬 낫다 조금 낫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졌다 많이 나빠졌다

다음은 귀하의 평소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시 지장이 있으시다면3. .
어느 정도 입니까?

문 항 지장이
많이 있다

지장이
약간 있다

지장이
거의 없다

달리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격렬한 운동을 할 때, ,
탁자 옮기기 집안 청소 배드민턴 치기, ,
쇼핑 하기
한꺼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한 계단씩 오르기
구부리기 무릎꿇기,
리 정도 걷기4-5 (1 )

마을 주변 산책 동네 한바퀴 걷기,
집주변 걷기
혼자서 목욕이나 옷 입기

지난 한달 간 귀하의4. 신체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문 항 예 아니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었다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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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간 귀하의5. 감정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문 항 예 아니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보통 때만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난 한달 간 귀하의6. 신체 및 감정적 어려움으로 사회생활 가족간 친구간 이웃간( , , )에 어
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없었다 대부분 없었다 이따금 있었다 대부분 있었다 항상 있었다

지난 한달 간 귀하의7. 신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이었다 심했다 매우 심했다

귀하는8.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이었다 많았다 매우 많았다

다음은 지난 한달 간 귀하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9. , .
문 항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나는 의욕이 넘쳤다
나는 신경질적이었다
나는 의기소침했었다
나는 안정되고 평온했다
나는 힘이 넘쳤다
나는 우울하고 상심했었다
나는 지쳤었다
나는 행복했었다
나는 피곤했었다

귀하는 지난 한달 간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친척이나 친구10.
등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항상 있다 대부분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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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11.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적 사항.
항 목 내 용
성 남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년 월 일
결혼상태 미혼 결혼 이혼 사별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년제 이상(2 )
직업 유 ( 무 가정주부 은퇴)
가족 한달 평균수입 만원
신장 및 체중 신 장: 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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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설문지.

만성 신부전 진단일1.
: 년 월 일

2. 최초 투석 시작시점
: 년 월 일

현재 투석 현황3.
혈액투석 복막투석( )/ ( )
시작일 : 년 월 일
횟수 일주일/ : ( )
투석시간 회/1 ( )
체 중: (

4. 투석 검사결과 수치기입( )
HbAIC(%) : ( )
Hb (g/dl) : ( )
Hct (%) : ( )
Albumin (g/dl) : ( )
BUN (mg/dl) : ( )
SCr (mg/dl) : ( )
CCr (ml/min) : ( )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 ( / )

6. 만성신부전 주원인
해당란에 표( )
chronic glomerulonephritis( )
diabetic nephropathy( )
hypertensive nephrosclerosis( )
cystic kidney disease ( )
renal tuberculosis ( )

pyelo/interstitial nephritis ( )
drugs or nephrotoxic agents( )
lupus nephritis ( )
gouty nephropathy ( )
hereditary nephropathy ( )
kidney tumor ( )
uncertain ( )
other ( )

합병증 유 무 해당란에 표7. / ( )
cardiac
coronary artery disease ( )
congestive heart failure ( )
pericardial effusion ( )
arrythmia ( )

vascular
cerebrovascular accident ( )
hypertension ( )
other vascular disease ( )

infection
pneumonia ( )
tuberculosis ( )
peritonitis ( )
herpes zoster ( )
other infection ( )

liver disease
hepatitis B ( )
hepatitis C ( )
congestive liver ( )
hemochromatosis ( )
other liver dise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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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gastric ulcer ( )
duodenal ulcer ( )
other gastrointestinal disease( )
miscelloaneous
malnutrition(alb<2.5g/dl) ( )
malignancy ( )
hypertensive retinopathy ( )
uremic dermatitis ( )
uremic neuritis ( )
uremic dementia ( )
uremic ascites/plueral effusion( )
osteomalacia ( )

투여8. Erythropoietin
유 무( ) / ( )
용량(U) : ( )

투여 유 무9. ACEI : ( )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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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CCCCoooommmmppppaaaarrrriiiissssoooonnnn ooooffff QQQQuuuuaaaalllliiiittttyyyy ooooffff LLLLiiiiffffeeee bbbbeeeettttwwwweeeeeeeennnn HHHHeeeemmmmooooddddiiiiaaaallllyyyyssssiiiissss aaaannnndddd

PPPPeeeerrrriiiittttoooonnnneeeeaaaallll ddddiiiiaaaallllyyyyssssiiiissss ppppaaaattttiiiieeeennnnttttssss UUUUssssiiiinnnngggg tttthhhheeee SSSSFFFF----33336666

Mun, Younok

Dep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M.D., Ph.D.)

BBBBaaaacccckkkkggggrrrroooouuuunnnndddd:::: New alternating treatment have led to the prolongation of life

but to those with illnesses requiring dialysis, the quality of life (QOL) is

something that must be considered as important as living longe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 QOL of hemodialysis(HD)

patients, but studies which compare the QOL between HD and peritoneal

dialysis (PD) patients are insufficient. Also, since QOL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including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al perspectives,

previous studies utilized various instrument of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however, Medical Outcome Survey 36-Item Short Form(SF-36), the most

commonly used instrument of measurement for evaluating the QOL in 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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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has been utilized in order to compare the QOL between HD and PD

patient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dialysis

patients.

OOOObbbbjjjjeeeeccccttttiiiivvvveeeessss:::: To compare the QOL between HD and PD patients using the

SF-36,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the QOL for patients under each

dialysis modality.

DDDDeeeessssiiiiggggnnnn:::: Cross-sectional study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by trained

interviewer

PPPPaaaarrrrttttiiiicccciiiippppaaaannnnttttssss:::: 80 chronic renal failure(CRF) patients receiving HD from

medical institution A and clinic B and 39 CRF patients receiving PD from

medical institution A from May 24 to June 12, 2004 were interviewed.

VVVVaaaarrrriiiiaaaabbbblllleeeessss::::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ed of those reflecting population

-soci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occupation)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duration of

dialysis treatment, presence of complications, major cause of CRF, dialysis

modality), and dependent variable was the QOL.

RRRReeeessssuuuullllttttssss:::: The QOL of physical function and vitality in HD patients were

higher than PD patients.

In regards with the population-soci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HD patients

had higher QOL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greater average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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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income, longer duration of dialysis, and when currently under an

occupation. PD patients had a higher QOL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greater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females, young age, without a

current occupation, and without any complications.

Factors related to the QOL of HD and PD patients were occupati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presence of complications for HD patients,

and occupati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duration

of dialysis for PD patients respectively.

CCCCoooonnnncccclllluuuussssiiiioooonnnn:::: The QOL of physical function and vitality in HD patients were

higher than PD patients, and factors related to QOL were different by dialysis

modality. For HD patients, the factors were occupati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presence of complications. For PD patients, the factors were

occupatio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and duration of

di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QOL for HD and

PD patients, differentiated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affecting QOL for HD and PD patients.

Key words: Quality of life(QOL), Hemodialysis(HD), Peritoneal dialysis(PD),

Medical Outcome Survey 36-Item Short Form(S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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