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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면서도 논문 마지막까지 저녁식사 함께 해주며 버팀목이 되어준 든든한 입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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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의 분신 같은 쌍둥이 동생 문수영, 문지영, 막내 문인영, 듬직한 첫 조카 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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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니다.

  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도움으로 소중한 논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모

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번 논문을 발판 삼아 계속 성장해 나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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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투석 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

  본 연구는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지식, 자가관리 이행을 높이고, 생리적 지표의 향상과 

증상경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시에 소재한 Y대학부속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

자 90명과 외래를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복막투석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자발

적으로 동의한 181명이었다. 연구도구로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는 홍계영(1999)이 

개발한 도구를 송은숙(2002)이 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생리적 지표는 미국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의 

DOQI (Disease Outcome Quality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생리적 지표를 사

용하였으며 증상경험은 Weisbord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임은지(201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4일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²-test, two 

sample t-test, ANCOVA,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가관리 지식은 18점 만점에 복막투석 14.75±1.79점, 혈액투석 15.19±1.88점으  

   로 혈액투석 환자의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관리 지식의 하부 영역별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자가관리는 80점 만점에 복막투석 66.62±6.81점, 혈액투석 66.18±7.84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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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가관리의 하부 영역을 살펴 본 결과 도관 관  

   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 3.926, p<.001) 복막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보다 도관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투석방법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병관련 특성 중 각 생리적 지표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관련 특성을 각각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두 집  

   단 간의 생리적 지표를 비교하였다. 조혈제 처방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혈색소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혈액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F=5.278, p=.023), 인결  

   합제 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칼슘*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복막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F=11.424, P=.001). 나트륨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복막투석 환자가 더 높았으며(t=5.36, p<.001), 알부민(t=-3.36,   

   p=.001)과 평균 동맥압(t=-2.501, p=.013)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혈액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투석방법에 따른 증상경험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 유무, 투석치료  

   에 대한 만족도, 복막염 또는 혈관염(혈관 폐색) 발생여부, 조혈제, 인결합제, 칼

   리메이트 처방 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전체 증상경험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신체적 증상경험과 정서적  

   증상경험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을 살  

   펴보면, 복막투석 환자는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신체적 증상경험은 의료급여가 건  

   강보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010, p=.047), 원인 신질환이   

   당뇨인 환자가 사구체 신염, 고혈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47,  

   p=.033). 또한 혈압약을 처방 받지 않은 환자가 신체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2.626, p=.010), 칼리메이트 처방 유, 무에 따라 칼리메이트  

   를 처방받은 환자가 정서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60,   

   p=.016).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5세 미  

   만이 65세 이상보다 신체적 증상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23,  

   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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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과의 상관관계

   는 자가관리 지식은 자가관리를 잘 할수록(r=.299, p=.004), 칼슘*인 수치가 높을  

   수록(r=.207, p=.049), 칼리메이트 처방을 받지 않은 환자(r=.281, p=.014)가 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자가관리는 칼슘*인(r=.229, p=.029)이 높을수록, 인결합  

   제 처방을 받은 환자(r=.307, p=.04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증상경  

   험은 나트륨(r=-.224, p=.033) 수치가 낮을수록, 평균 동맥압(r=.276 p=.008)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과의 상관관계

   는 자가관리 지식은 자가관리를 잘 할수록(r=.279, p=.008), 평균 동맥압이 높을  

   수록(r=.238, p=.024), 혈압약을 처방 받지 않은 환자(r=.576, p=.012)가 지식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자가관리는 전체 증상경험(r=-.218, p=.039), 정서적 증  

   상경험(r=-.212, p=.045)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석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은 투석방법에 따른 자

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투석방법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생리적 지표의 향상 및 증상경험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투석,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 증상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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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 중에서도 만성 신부전증은 사구

체신염,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초래되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말기 신질환

(End Stage Renal Disease)에 이르게 되면, 신장기능의 영구적인 변화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이나 신 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질환이다(이은주, 민혜숙, 2006). 미국 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 NKF)

은 신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손상이 있거나, 신장손상 유무와 상관없이 사구체 여

과율이 60ml/min/1.73m²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정

의하였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10%이하로 감소되면 신대체요법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 수는 93,88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혈액투석이 73%, 복막투석이 7%

로 나타났다(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2016).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치료목표는 요독제거로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 혈액투석 환

자들은 의료진과 접촉하여 질환과 관련된 지식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고, 의료진은 환

자의 자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혈액투석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대체요

법이지만, 투석 중 빠른 혈류량 감소로 인한 저혈압, 부정맥, 흉통, 근육경련, 투석 

불균형과 관련된 오심,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투석

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으로 인해 직업 상실 등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김지

민, 2009). 또한 이틀에 한번 투석치료를 받으면서 엄격한 식이 및 수분섭취를 제한

해야 한다.

  그러나 복막투석 환자들은 용액 교환 이외의 시간이 자유로워 사회생활 및 직장복

귀가 가능하나 한 달에 한 번 외래 방문 시에만 의료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복막

투석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퇴원 시 용액교환에 대한 교육만 간단하게 받고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식부족으로 출구감염 등 복막

염의 위험과 단백질 소실, 복압증가로 인한 장운동 저하, 호흡불편, 탈장 등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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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당 흡수로 인한 체중증가, 고지혈증 등 대사

장애의 빈도가 높고(양우정, 2008), 복막투석 실패의 원인 중 복막염이 7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혜진 등, 2010). 반면, 혈액투석보다 나트

륨, 혈압조절 및 칼륨제거가 용이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김형규, 

2005).

  임상에서 말기신부전 환자의 투석방법 선택은 각 투석방법의 선택에 따른 금기나 

문제가 없다면 환자의 편의성이나 이행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

다. 투석 방법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생존율인데 각 투석방법에 따른 생존율 비

교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연구에서 투석방법에 따른 사망

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정민 등, 2017; 정우경, 2007; Chang et 

al., 2012; Lee, C. C., Sun, C. Y., & Wu, M. S., 2009; Maier et al., 2009), 연령

이 많고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가 사망 예측인자로 높게 나타나 투석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Maier et al., 2009). 그러나 일반인과 말기 신질환 사망률 연구

에서 혈액투석은 일반인에 비해 9.7-10.0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막

투석은 13.6-17.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막투석 환자의 사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Choi et al., 2014). 복막투석 시작 후 2년 이상 된 환자에서 혈액투석 환자

에 비해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막투석 실패로 혈액투석으로 전환

하는 비율이 25%, 혈액투석에서 복막투석으로의 전환이 5%인 것으로 보고되었다(Jaar 

et.al., 2005). 또 혈액투석에 비해 실패율이 약 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종학 

등, 2013), 일부 연구에서 복막투석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나쁘지만 여전히 확실하고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투석방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다양한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투석치료는 요독증상을 완화시켜 장기의 기능부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완전한 치

료법이 아니고 신장의 배설, 조절, 합성, 대사기능 중 배설기능만 대신하므로 부작용 

및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투석치료와 함께 식사요법, 약물요법 등 자가관리가 잘 되어

야 한다. 즉, 질병관리를 위해서 자가관리 지식을 토대로 자가관리 이행을 잘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자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석 전 만성 신부전 환자

들은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생리적 지표 또한 정상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숙정, 전재희, 2014). 또한 장기 치료로 인해 투석 환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우울, 불안감, 경제적인 부담감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채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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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선행연구를 통해 자가관리를 잘 하는 환자들은 증상경험을 덜 하고(이숙정,  

전재희, 2014), 생리적 지표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유미자, 최자윤, 

2015; 조미경, 최명애, 2007) 투석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평생 질병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투석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자가관리를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자가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리적 지표

를 이용하여 이행을 평가하면 자가보고와 관련된 편향을 막을 수 있으며 데이터를 즉

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lark, Farrington & Chilcot, J., 2014). 

  다시 말해 투석환자는 그 방법에 상관없이 일생동안 질병관리를 해야 하므로 이들

의 지식과 자가관리가 투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

험은 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지표개선을 위한 적절한 의료제공이 투석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추후 투석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혈액투석 환자의 지식, 자가간호(김애영, 2006; 김혜진, 2012; 김현정, 박수진 

& 박미경, 2015; 석윤미, 박종원, 전만중 & 김창윤, 2013), 복막투석 환자의 지식, 

자가간호(이정이, 2008; 장보라 등, 2010; 최은영, 2009), 투석 방법에 따른 생리적 

지표, 삶의 질(양우정, 2008)과 교육요구도(임영애, 1996) 등으로 투석방법에 따른 

비교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므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석방법에 따른 투석환자들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투석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각 환자들에

게 필요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그들이 자가관리를 잘 하도록 행동변화를 유

도함으로써 불편한 증상호소 없이 생리적 지표를 개선하고 질병을 잘 관리하면서 살

아가도록 돕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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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

표 및 증상경험을 살펴보고, 투석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자가관

리 지식, 자가관리 이행을 높이고, 생리적 지표의 향상과 증상경험을 줄이는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 및 증상경험을 파  

    악한다.

(3)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질환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4)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 증상경험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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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투석관련 지식

 이론적 정의: 투석에 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이다(엣

              센스 국어사전, 2006).

 조작적 정의: 투석환자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홍계영(1999)이 개발  

              한 도구를 송은숙(200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으  

              로, 정상 신장의 기능, 만성 신부전, 투약, 식이, 운동 및 휴식, 합병  

              증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가관리

 이론적 정의: 자가관리란 생명, 통합된 기능 및 안녕을 위하여 자신을 돌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천적으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 능력이다(Orem,       

              1991). 

 조작적 정의: 투석 환자의 질환 관련 자가관리 이행도구로 홍계영(1999)이 개발한   

              도구를 송은숙(200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체중 측정, 식이, 투약, 운동, 투석 스케줄 지키기, 동정맥루 관리(도  

              관관리)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생리적 지표

 이론적 정의: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생  

              리적 측정치를 말한다(장미영, 1996).  

 조작적 정의: 투석환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한 혈색소,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총단백,    

              알부민 값을 측정한 혈액학적 지표와 혈압을 측정하여 계산한 평균 동

              맥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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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경험

 이론적 정의: 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 변화를 반  

              영하는 주관적 경험이다(Lenz, Pugh, Milligan, Gift & Suppe, 1997). 

 조작적 정의: Weisbord 등이 개발한 Dialysis Symptom Index (DSI) 도구를 임은지   

              (2016)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신체적 증상 21문항, 정서적 증상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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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투석환자의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자가관리는 이론가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Orem (1995)은 인간은 본질적

으로 생명, 건강, 발달 및 안녕을 위하여 자신을 돌볼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

으며, 후천적으로 자가간호에 참여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자로 보았다. 투석 환자들은 

질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자가관리가 필수적이고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송

은숙, 2002)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들의 자가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체중 측정, 투약, 식이, 운동, 투석 스케줄 지키기, 동정맥루 관리 등이다(홍

계영, 1999). 자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분과 염분 과부하, 고인산

혈증, 2차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부종,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질병의 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되나 대다수의 환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Denhaerynck et 

al, 2007). 선행연구에서 50% 이상의 환자가 투석 불이행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Leggat et al, 1998), 불이행 환자의 사망률은 8.5~2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Leggat, 2005). 따라서 의료진은 자가관리 행위를 높이기 위해 자가관리 교육 

및 지지를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유혜선, 2016). 

  자가관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전략은 지식의 습득이다. 올바른 지식습득

은 대상자의 인지 및 인식의 변화가 기초가 되며(박지숙, 이현숙, 이수연, 임혜빈 &

오현수, 2011), 긍정적인 행동변화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시

키는데 도움을 준다. 투석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만성 신질환자의 지식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 

비해 의료인과의 접촉빈도가 적어 지식 획득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차은지, 박효정, 2015). 지식정도 및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지식은 낮은 

반면, 교육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의 향상이 곧 행위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교육 요구도에 맞게 의료인의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효순, 2008).

  투석 환자들의 지식, 자가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는데 간략히 살

펴보면,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박지숙 등, 2011; 송은숙, 2002; 유혜선, 2016;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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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16; 전현주, 2008)으로 한 연구와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이정이, 2008; 장보라 

등; 2010)으로 한 연구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관리 이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신동은(2013)은 혈액투석 환자의 지식 점수는 

13.0±2.4점, 100점 환산 시 81.7점, 자가관리 이행 점수는 61.9±8.6점으로, 100점 

환산 시 77.3점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식이 높게 나타났

으며, 미혼보다 기혼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가관리 이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박지숙 등(2011)의 연구에서는 지식이 15.25±2.32점으로 100점 환산시 84.72점, 

자가관리는 64.53±8.33점으로 100점 환산시 72.5점으로, 자가관리에 유의한 영향요

인이 고학력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추후관리 및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문, 최명심과 성기월(2011)의 환자 역할행위 이행에 대한 예측변인 연구에서는 

투석관련 지식 점수는 20점 대비 13.33±2.33점, 환자 역할행위 이행 점수는 80점 대

비 평균 60.87±9.12점으로, 사회적 지지, 투석 관련 지식, 자기효능감은 환자 역할

행위 이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환자 역할행위 이행, 지

식과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 지식과 연령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장보라 등(2010)의 복막투석 환자 대상 연구에서 지식은 

14.74±2.55점, 자가간호 수행정도는 3.03±0.43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

에 대한 지각 및 만족도가 높은 환자들이 자가간호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송미령(1999)이 개발하고 조미경(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 임은정(2015)의 복막투석 환자 대상 연구에서 자가간호 점수는 

평균 5점 만점에 3.73±0.9점으로 도관 관리, 약물복용과 관련된 문항은 점수가 높았

지만, 규칙적인 운동, 혈압, 체중 측정, 수분 제한 등에서는 점수가 낮았다. 혈액투

석 환자 대상 연구인 박정은(2016)의 연구에서는 자가관리 점수는 3.92점±0.54점으

로 약물복용 및 동정맥루 관리는 잘 되고 있었으나 혈압과 체중측정, 식이관리 등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복막투석 환자보다 혈액투석 환자가 대체로 자가관리를 잘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식의 향상만으로 자가관리 증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혈액투석 환자(이진

영, 2007)와 복막투석 환자(최은영, 2009) 대상의 연구에서 지식과 자가관리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투석치료와 같이 일생동안 지속되는 장기치료

를 요하는 경우,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나 변화가 없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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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리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은 단순 주입식 정보제공에만 머물

지 말고 행동변화를 위한 기술습득을 돕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박지숙 등, 2011).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지식과 자가관리 이행과의 

관계에서 지식이 자가관리 이행에 중요한 변수임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의 접촉과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자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복막투석 환자(Amici et al, 1996)와 혈액투석 환자 간의 투석 방법에 따른 

지식 및 자가관리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여 이들 투석 방법에 따른 차이를 파

악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정보제공 및 자가관리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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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석환자의 생리적 지표

  

  생리적 지표는 자가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은주 

, 민혜숙, 2006)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생리적 측정치를 

말한다(송명숙, 2004). NKF-DOQI 가이드라인(2002)에 따르면 환자 사정 시 고려해야 

할 영역은 빈혈, 영양상태, 골 형성장애, 신경병증, 삶의 질이다. 이 중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지표로 빈혈(혈색소), 영양상태(알부민, 총단백), 골 형성장애(칼슘, 

인) 지표를 조사하였으며, 투석환자 수분전해질 균형의 필수지표인 나트륨, 칼륨과 혈

압을 추가하였다.

  투석 환자에게 있어 빈혈은 가장 흔하고 심각한 혈액학적 결함으로, 신장 호르몬인 

Erythropoietin의 생성 저하, 적혈구 생존기간의 단축, 철분 섭취 장애, 혈소판 이상

의 출혈로 인한 혈액 손실, 투석 자체로 인한 혈액 손실, 부갑상선 호르몬의 상승, 

불량한 영양과 식이섭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정상보다 적혈구 수

치가 낮아 쉽게 호흡곤란이 오거나 피로해 진다(병원투석간호사회, 2016). KDOQI 가

이드라인에서는 투석을 받으며 조혈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서 13g/dL를 넘지 않고, 

11~12g/dL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 사망률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NKF-DOQI, 2006). 2009년부터 혈액투석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혈

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빈혈관리가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으며 인증기관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사이의 빈혈수치를 확인한 연구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이영기 등, 2013) 평가를 받는 기관에서의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알부민은 개인의 영양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며 또한 사망률의 강력

한 예측인자이다(Iseki, Kawazoe & Fukiyama, 1993; Spiegel & Breyer, 1994). 알부

민은 약물, 빌리루빈, 칼슘과 같은 저분자 물질을 운반하고 혈관내의 수분을 보유하

는데 도움을 주며 환자의 단백저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다(병원투석간호사회, 

2016). 저알부민혈증 증상으로는 체중감소, 피로, 근육소모, 저혈압 등이 나타난다. 

  고인혈증은 주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와 과도한 음식 섭취의 결과로, 인 섭취량이 

증가되면 혈중 칼슘농도를 감소시키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고인혈증을 유발한다(김서윤, 2014). 고인혈증의 치료는 위장에서 인과 

결합하여 장에서 배설시키도록 하는 인결합제를 처방한다(병원투석간호사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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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결합제 복용은 혈관의 석회화 정도를 증가시켜 심혈관계의 위험성을 증가시

키므로 인제한 식이요법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Guérin, London, Marchais &  

Metivier, 2000).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며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다. 혈액응고, 

뼈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신경근육 전도를 위해 필수적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혈청 칼슘이 낮아지게 되는데 1,25-dihydroxycholecalciferol의 생성저하, 인 배설의 

감소, 증가된 인의 정체로 칼슘섭취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병원투석간호사회, 

2016). 투석환자에서 목표로 하는 칼슘과 인 수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칼슘과 인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칼

슘과 인의 농도를 곱한 값이 55mg/dL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Uhlig et al., 

2010), 결과적으로 칼슘*인 수치가 높은 환자가 사망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Block 

et al., 2004; Tentori et al., 2008).

  나트륨은 체중증가와 부종에 대한 생리적 지표(양우정, 2008)로 수분과 나트륨 섭

취의 제한은 투석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번 투석액 교환 시마다 농도 조절이 가

능한 복막투석이 혈액투석보다 나트륨 섭취가 자유롭다(병원투석간호사회, 2016). 과

량의 물 섭취 또는 물에 비해 나트륨의 손실량이 많을 때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하며 

혈청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Chidadi, 

Nitsch & Davenport, 2017). 칼륨은 세포내의 주요 양이온이며 세포내 기능유지와 신

경 근육의 조절, 골격, 심장 그리고 평활근의 활동 및 세포내의 효소 반응을 위해 필

요하다.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나 투석환자인 경우 요중 칼륨 배설의 결핍으로 인

해 야채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경련, 짧은 호흡, 설사, 저혈압, 심전도

의 변화, 부정맥, 심한 경우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다(김옥기, 2006). 따라서 투석 

치료중인 환자는 야채나 과일을 제한해야 하며 과량섭취 시에는 혈액투석으로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며 칼리메이트를 복용해야 한다.

  고혈압이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체액량 과다와 레닌 분비 증가, 

요독소, 염분 섭취와 이차적인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Cheigh, Milite, Sullivan, Rubin과 Stenzel (1992)은 항고혈압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혈액투석 환자에게서 혈압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NKF-DOQI 

(2004)에서는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서도 혈압강하, 심혈관질환 위험감소, 그리고 신

장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고혈압요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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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러한 생리적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은 투석 환자의 자가

관리 이행에 따른 질병진행 및 투석치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는 투석환자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증상경험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지표로 사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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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석환자의 증상경험 

  만성 신부전증은 네프론의 기능 상실로 인해 신체 내부 항상성이 깨지면서 혈액구성

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장기와 관련된 증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김은경, 2014; 송주연, 오복자, 2016). 투석환자는 신 대체요법으로 혈액투석, 복막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는 노폐물을 걸러내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요독증으로 인한 오심, 구강건조, 피부건조, 가려움, 변비 등의 신체적 증상과 걱정, 

수면장애, 하지불안, 성욕감소 등의 정서적 증상을 경험한다(Weisbord et al., 2004). 

Murtagh, Addington-Hall과 Higginson (2007)는 59편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투석 

환자의 단일 증상 즉, 통증, 피로감, 가려움, 변비 등의 평균 유병율을 확인하였는데 

환자들은 단일 증상만이 아닌 여러 증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고 하였다.

  혈액투석 환자는 신체적 증상경험으로 ‘피부건조’, ‘피로 또는 힘없음’과 ‘가

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정서적 증상경험은 ‘수면지속 어려움’, ‘성욕감소’, ‘ 

잠들기 어려움’을 호소한다(한정선,2017). 이 결과는 김은경(2014), 박경하(2017),  

송주연과 오복자(2016), 전영미와 박상연(2015)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Weisbord (200 

4) 역시 ‘피로 또는 힘없음’, ‘구강건조’, ‘건조한 피부 및 가려움증’이 환자

의 50% 이상이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하였다. 최은희(2010)의 연구에서는 구강건조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서남숙, 김영재와 김세자(2013)는 피부건조

와 가려움이 혈액투석 환자들이 겪는 가장 불편한 증상이라고 하였는데, 소양증은 피

부의 노폐물 축적으로 인해 나타나며 해결하기 힘든 불유쾌한 감각으로 치료에 잘 반

응하지 않는 증상으로 장기 투석환자의 90%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Murtagh, Addington-Hall & Higginson, 2007; Welter, Frainer, Maldotti, 

Losekann & Weber, 2011).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에 비해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나 투석액 교환 중의 잘못된 처

치로 인한 복막염의 위험 및 저혈압, 탈수, 부종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채

윤정, 2014). 또한 복강에 저류되어 있는 투석액으로 인한 복부팽만, 투석액의 포도

당으로 인한 식욕부진 등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이, 

2008).

  투석방법에 따른 증상경험을 비교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Merkus 등(1999)은 혈액

투석과 복막투석이 겪는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82%, 87%)와 가려움(73%, 68%)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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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혈액투석(62%)이 복막투석(30%)보다 쉽게 멍이 든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서 혈액투석 환자의 증상점수는 8.9점, 복막투석 환자는 8.3점으로 나타났으나 총 증

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suda 등(2002)은 혈액투석 환자가 

복막투석 환자보다 변비 위험이 3.14배 높다고 하였고, 고칼륨혈증은 혈액투석 환자

(49%)가 복막투석 환자(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 투석방법에 따라 증상경험의 경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보이나 투석의 원리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의 종류는 차이가 있었다. 국내연구에

서는 Dialysis Symptom Index (DSI) 도구를 사용하여 증상경험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투석방법에 따른 증상경험의 비교는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

상을 보다 질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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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석방법에 따른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

  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가 생리적 지표를 향상시키고(김애영, 2006) 자가관리를 

주관적 자가보고식 설문지로만 측정할 때 환자의 주관적인 지각과 실제 행위간의 차

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와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미옥, 이은옥,  

1990). Cheng, Tarng, Liao와 Lin (2017)의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고인

혈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인 섭취량도 적었고, 혈청 

인도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가려움증도 낮게 나타났다. 투석방법에 따른 치

료경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복막투석 적절도가 낮은 환자군에서 염증수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막투석의 경우에 의료진과의 접촉이 적어 관리가 잘 되지 않

는 점을 이유로 언급하면서 철저한 자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교육 및 의

료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김정민 등, 2017).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관리와 생리적 지표의 관계를 본 국내연구를 살

펴보면, 조영제와 신영희(2011)의 연구에서 자가간호 이행을 잘 할수록 혈중 인 농도

가 낮게 나타났으나 자가간호 이행이 혈중 칼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 자가관리와 생리적 지표가 반드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식

이요법 지식, 자가간호, 영양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식이 높을수록 알

부민 수치가 높았고, 나트륨, 인수치는 낮게 나타났다. 또 자가간호 이행을 잘 할수

록 알부민은 높았고, 칼륨과 인은 낮게 나타나 자가간호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

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나혜랑, 2009). 이은주와 민혜숙(2006)은 투

석 환자의 치료지시 이행정도는 생리적 지표인 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지시 이행을 격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가관리와 증상경험을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지만, 이숙정과 전재희(2014)는 자가

관리 이행이 잘 안될수록 식욕부진이 심하고 정서적 불안정이 더 심한 것을 확인하였

다. 혈액투석 환자의 증상관리 구조모형 연구에서 증상경험과 자가관리 이행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가관리 이행은 증상경험과의 경로에서 유의함을 입증하였는데 

즉 증상경험을 적게 할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높게 나타났고 32%의 설명력을 보였다

(박경하, 2017).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과의 관계를 본 연구로 이숙정과 전재희(2014)는 생리적 지

표 중 혈색소가 낮을수록 증상정도가 심하고 정서적 불안정과 식욕부진이 심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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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Merkus 등(1999)은 빈혈이 있는 신부전 환자의 80%가 피로를 호소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송효정과 김현주(2007)의 연구에서는 혈색소가 피로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 빈혈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박영희(2006)는 혈색소 수치가 스트레스, 우울, 

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미(2009)의 연구에서는 혈중 칼륨이 증상경험 중 소양증의 빈도와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혈액투석 여성의 피로와 신질환 증상의 관련성을 

살펴본 송효정과 김현주(2007)의 연구에서 혈청 알부민이 3.5 g/dL보다 낮은 군에서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질환 증상이 중등도인 환자가 경도인 환

자보다 높은 피로를 보였다.  

  투석환자는 질병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지식습득을 토대로 자가관리 

이행을 촉진하여 생리적 지표 향상과 증상경험의 감소를 치료의 목표로 지향해야 한

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석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만성 신질

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의료진은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환자의 질병관리를 환자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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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

표와 증상경험을 살펴보고, 투석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서술적 횡단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연구목적, 내용, 자료수집 등에 대하

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

하여 작성하였다.

(1)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은 W시에 소재한 Y대학부속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장내과 외래를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신부전을 진단 받은 만 19세 이상인 자

 2) 질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4) 투석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적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된 자 

 5) 혈액투석을 정기적으로 주 3회 이상 받고 있는 자 

 6) 복막투석을 하루 4번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CAPD: Continuous Ambulatory Perito  

    neal Dialysis)으로 하고 있는 자

 7) 생리적 지표가 의무기록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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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기준

 1) 정신질환, 언어장애, 청각장애로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자

 2) 생리적 지표에 대한 의무기록이 미비한 자

 3) 최근 1개월 이내에 복막염 및 혈관폐색으로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

  G power 3.1.9.2프로그램을 통해, t-test 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 검정력 .90으로 하였을 때 각 집단의 최소 표본크기는 86명이 요구되었으며, 최

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혈액투석 환자 90명, 복막투석 환자 91명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투석방법에 따른 지식의 정확

한 측정을 위해 “혈액투석”을“투석”으로, “혈관 시술부위”는 “혈관시술”및

“도관 출구”로 투석방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수정한 도구를 신장내과 교수 3인, 신

장내과 전공의 1인, 인공신장실 간호사 2인, 신장내과 병동 간호사 2인이 도구의 내

용이 타당한지 내용 타당도 평가표(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자가관리 지식의 CVI는 .97이었고, 자가관리의 CVI는 1

이었다.

(1) 자가관리 지식

  홍계영(1999)이 개발한 도구를 송은숙(200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도구사용에 대

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혈액투석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

를 정상 신장의 기능과 질병의 특성, 혈액투석, 투약, 식이, 운동 및 일상생활, 합병

증, 추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투석에 복막투석 환

자까지 포함하기 위해 ‘혈관시술 부위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충격을 자주 가

하는 것이 좋다.’ 문항과 ‘혈관시술 부위에서 진물이 나거나 빨갛게 되는 것은 염

증의 증상이다.’ 문항은 전문가 타당도에서 전체 요인간의 상관도가 낮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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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져 이 두 문항을 제외하여 총 18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

렇다” 혹은 “아니다”로 대답하여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투석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자가관리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홍계영(1999)이 개발한 도구를 송은숙(2002)이 수정 보

완한 도구를,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이

행도구로 체중 측정, 식이, 투약, 운동, 투석 스케줄 지키기, 동정맥루 관리(도관관

리) 등에 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에게 모두 사

용하기 위해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수술 부위가 출혈이 있는지, 계속 소리가 유지

되는지 매일 확인한다.’ 문항을 복막투석 환자에게는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출구 

부위가 염증이 있는지, 투석액 색깔이 뿌연지 매일 확인한다.’ 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고, ‘투석 받는 날엔 반드시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 문항을 ‘의사의 지시

대로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한다.’ 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항상 함” 5점, “대체로 함” 4점, “보통 함” 3점, “대체로 안함” 2

점, “전혀 안함” 1점으로,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관리

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송은숙(2002)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다.

 

(3) 생리적 지표

  2002년 NKF-DOQI 가이드라인에서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지표로 빈혈, 

영양장애, 골대사 이상을 제시하였다. 빈혈은 혈색소, 영양상태는 알부민과 총단백, 

골대사는 칼슘과 인, 수분전해질은 나트륨과 칼륨으로 반영된다. 투석방법에 따라 혈

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 양우정(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혈압측정을 통한 

평균 동맥압을 추가하였다. 혈액투석 환자의 생리적 지표는 주말 이틀을 쉬고 내원하

므로 지표의 평균값을 보기위해 월, 수, 금요일 투석환자는 수요일에, 화, 목, 토 투

석환자는 목요일에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투석 시작 전에 채

취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임상결과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혈압은 혈액검사 당일 날, 



- 20 -

내원 시에 처음 측정한 혈압을 확인하여 평균 동맥압을 구하였다. 복막투석 환자는 

외래 내원 시에 측정한 혈압을 확인한 평균 동맥압과 채취한 혈액검사 중 혈색소, 칼

슘, 인, 나트륨, 칼륨, 단백질, 알부민을 임상결과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증상경험

  Weisbord 등이 개발한 Dialysis Symptom Index (DSI) 도구를 임은지(2016)가 한국

어로 번역한 도구를, 도구 원저자인 Weisbord (2004)와 임은지(2016)에게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Weisbord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Kappa 값은 

0.06-0.90이었고, 임은지(2016)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5이었다. DSI

는 지난 7일 동안 증상유무와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신체적 증상 21문항과 정서적 

증상 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상이 없다’ 0점, ‘전혀 힘들지 

않았다’ 1점, ‘매우 많이 힘들었다’ 5점으로 점수 범위는 0점-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1이

었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투석요법의 종류, 연령, 성별, 종교,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월수

입, 직업, 보장형태, 투석기간(개월), 원인 신질환, 투석치료에 대한 만족도, 복막

염, 혈관염(혈관폐색) 발생여부, 약물(칼리메이트, 인결합제, 혈압약, 조혈제 처방유

무)로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속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CR317057)을 받은 후 W시에 

소재한 Y대학부속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장내과 외래를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8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연구목적, 내용, 자료수집 등에 대

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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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여 자가보고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

하였다. 혈액투석 환자는 투석을 받는 동안 침상에 눕거나 앉아서, 복막투석 환자는 

신장내과 내원 시에 복막투석실에서 진료 대기시간동안 시행하였다. 설문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0-15분이었으며, 연구자를 포함한 훈련받은 한 명의 자료수집자에 의해 

일대일 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 χ²-test, two sample t-test로 분석하였다.

 2)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 및 증상경험을  

    평균, 표준편차, two sample t-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3)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은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원주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혈액투석 환자와 복

막투석 환자만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전체 투석환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제

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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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본 연구는 Y대학부속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였다. 자료

는 비밀이 보장되며 결과를 분석할 때는 코드화하여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설문지 응답결과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법정 보

관기한인 3년이 지난 후에는 폐기처분할 것이다. 자의로 참여하는 환자에 한하여 서

면 동의 후 진행 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하였더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이 연구의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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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총 대상자는 181명으로 

복막투석 91명, 혈액투석 90명이었다. 평균연령은 복막투석 59.18±12.37세(29-82

세), 혈액투석 57.07±13.23세(19-84세)로 복막투석군의 연령이 높았다. 성별 구성은 

복막투석군이 남자가 55명(60.4%), 혈액투석군이 48명(53.3%)으로 두 군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복막투석 38명(41.8%), 혈액투석 53명(58.9%)

으로 혈액투석 환자가 종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

졸 이상이 60%로 많았으며, 두 군 모두 과반수 이상(72.5%, 68.9%)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복막투석 66명(72.5%), 혈액투석 60명(66.7%)으로 과반수 이상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직업은 복막투석 72명(79.1%), 혈액투석 69명(76.7%)이 직업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장형태는 두 군 모두 건강보험이 의료급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종교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4.648, p=.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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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투석 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1)

특성 구분
복막투석(n=91) 혈액투석(n=90)

χ²/t p
n(%) or M±SD n(%) or M±SD

연령

65세 미만
65세 이상

54(59.3)
37(40.7)

67(74.4)
23(25.6)

59.18±12.37
(29-82)

57.07±13.23
(19-84)

1.108 .269

성별
남
여

55(60.4)
36(39.6)

48(53.3)
42(46.7)

.66 .415

종교
무
유

53(58.2)
38(41.8)

37(41.1)
53(58.9)

4.648 .031

최종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

21(23.1)
13(14.3)
57(62.6)

18(20)
18(20)
54(60)

1.113 .573

배우자 유무
무
유

25(27.5)
66(72.5)

28(31.1)
62(68.9)

.289 .591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66(72.5)
25(27.5)

60(66.7)
30(33.3)

.484 .422

직업
무
유

72(79.1)
19(20.9)

69(76.7)
21(23.3)

.048 .827

보장형태
건강보험
의료급여

63(69.2)
28(30.8)

68(75.6)
22(24.4)

.617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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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석 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1-2>와 같다. 투석기간은 복막투석

은 평균 55.41±53.08개월(3-214개월), 혈액투석은 평균 72.28±75.04개월(3-356개

월)로 혈액투석의 기간이 더 길었다. 원인 신질환으로 당뇨가 45.1%(복막투석), 

38.9%(혈액투석)으로 세 질환 중 원인질환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투석치

료에 대한 만족도는 혈액투석 환자(81.1%)가 복막투석 환자(54.9%)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염(53.8%)은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염(혈

관 폐색) 발생(33.3%)보다 더 많았다.

  칼리메이트 처방률은 혈액투석 환자(51.1%)가 복막투석 환자(16.5%)보다 높았고, 

인결합제 처방률도 혈액투석 환자(64.4%)가 복막투석 환자(46.2%)보다 높았다. 혈압

약 처방률은 복막투석(73.6%), 혈액투석(80%)으로 나타났고, 조혈제 처방률은 혈액투

석 환자가 81.1%로 복막투석 환자의 54.9%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투석 치

료에 대한 만족도(χ²=17.263, p<.001), 복막염 또는 혈관염(혈관폐색) 발생여부(χ²

=6.929, p=.008), 칼리메이트(χ²=22.758, p<.001), 인결합제(χ²=5.405, p=.020), 

조혈제(χ²=13.051 p<.001) 처방유무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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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투석 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181)

특성 구분
복막투석(n=91) 혈액투석(n=90)

χ²/t pn(%) or 
M±SD

n(%) or M±SD

투석기간
(개월)

 

<60
60-120
>120

61(67)
18(19.8)
12(13.2)

58(64.4)
17(18.9)
15(16.7)

55.41±53.08
(3-214)

72.28±75.04
(3-356)

-1.745 .083

원인 신질환
사구체 신염

고혈압
당뇨

20(22)
30(33)

41(45.1)

26(28.9)
29(32.2)
35(38.9)

1.268 .531

투석 치료에 
대한 만족도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50(54.9)
34(37.4)
7(7.7)

73(81.1)
17(18.9)

0
17.263 .000†

복막염,혈관염
(혈관페색) 
발생여부

없다
있다

42(46.2)
49(53.8)

60(66.7)
30(33.3)

6.929 .008

칼리메이트 
처방 

무 76(83.5) 44(48.9)
22.758 .000

유 15(16.5) 46(51.1)

인결합제 
처방

무 49(53.8) 32(35.6)
5.405 .020

유 42(46.2) 58(64.4)

혈압약 처방
무 24(26.4) 18(20)

.705 .401
유 67(73.6) 72(80)

조혈제 처방
무 41(45.1) 17(18.9)

13.051 .000
유 50(54.9) 73(81.1)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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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

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은 <표 2-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자가관

리 지식은 18점 만점에 복막투석 14.75±1.79점, 혈액투석 15.19±1.88점으로 혈액투

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관리 지식의 하부 영역별로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

                                                                                

    (N=181)

영역(문항 수)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t p
M±SD

평량평균
±표준편차

M±SD
평량평균

±표준편차
전체 지식

(18)
14.75±1.79 0.82±1.0 15.19±1.88 0.84±.10 -1.616 .108

정상신장 
기능(4)

3.15±.86 .79±21 3.37±.84 .84±.21 -1.688 .093

질병 특성(5) 4.31±.76 .86±.15 4.39±.74 .88±.15 -.728 .468

투석(3) 1.95±.75 .65±.25 1.96±.67 .65±.22 -.099 .921

질병관리(4) 3.53±.07 .88±18 3.58±.69 .89±.17 -.486 .627

운동 및 
일상생활(2)

1.81±.45 .91±.22 1.9±.34 .95±.17 -1.48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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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는 <표 2-2>와 같다. 자가관리 이행은 80점 만

점으로 복막투석은 평균 66.62±6.81점으로 나타났고, 혈액투석은 66.18±7.84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자가관리의 하부 영역을 살펴본 결과 도관관리 

영역에서 복막투석이 14.65±.81점, 혈액투석이 13.82±1.83점으로 복막투석 환자가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926, p<.001).

 

표 2.2.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N=181)

구분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t p
M±SD

평량평균
±표준편차

M±SD
평량평균

±표준편차

전체 자가관리
(16-80)

66.62±6.81 4.16±4.16 66.18±7.84 4.14±.49 .401 .689

식이 관리(5) 19.03±3.37 3.81±.67 19.81±3.81 3.96±.76 -1.455 .147
투약 관리(2) 9.09±127 4.54±.64 8.98±1.40 4.49±.70 .555 .580

생활습관 
관리(4)

14.16±3.37 3.54±.84 14.22±3.23 3.56±.81 -.117 .907

도관 관리(3) 14.65±.81 4.88±.27 13.82±1.83 4.61±.61 3.926 .000
투석 스케줄(2) 9.68±.92 4.84±.46 9.34±1.33 4.67±.67 1.97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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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는 <표 2-3>과 같다. 투석방법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병관련 특성 중 각 생리적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관련 특성을 각각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두 집단 간의 생리적 지표를 비교하

였다. 

  조혈제 처방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혈색소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복막투

석 환자는 10.11±.12, 혈액투석 환자는 10.50±.12로 혈액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

났고(F=5.278, p=.023), 인결합제 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칼슘*인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복막투석 48.47±13.59, 혈액투석 42.86±13.74로 복막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F=11.424, P=.001). 나트륨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복막투석 환자가 더 높았으며(t=5.36, p<.001), 알부민(t=-3.36, p=.001)과 평균 

동맥압(t=-2.501, p=.013)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혈액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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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

 (N=181)

구분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t/F p
M±SD M±SD

생
리
적 
지
표

혈색소(g/dL)
11≦

10.11*±.12 10.50*±.12 5.278 .023**

칼슘*인(mg²/dL²)
≦55

48.47*±13.59 42.86*±13.74 11.424 .001†

나트륨(mEq/L)
136-145

140.68±3.39 137.99±3.35 5.36 .000

칼륨(mEq/L)
3.5-5.1

4.68*±.09 4.90*±.10 2.543 .113‡

총단백(g/dL)
6.4-8.3

6.43±.69 6.58±.59 -1.52 .129

알부민(g/dL)
3.5-5.2

3.59±.48 3.84±.54 -3.36 .001

평균 동맥압(mmHg) 91.99±15.10 97.55±15.02 -2.501 .013
*Adjusted Mean
**조혈제 유무를 공변량으로 ANCOVA 분석
†인결합제 유무를 공변량으로 ANCOVA 분석
‡칼리메이트 유무를 공변량으로 ANCOV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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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증상경험

  투석방법에 따른 증상경험은 <표 2-4>와 같다. 대상자의 증상경험은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

련 특성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 유무, 투석 치료에 대한 만족도, 복

막염 또는 혈관염(혈관 폐색) 발생여부, 조혈제, 인결합제, 칼리메이트 처방 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ANCOVA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증상경험은 

150점 만점으로 복막투석 28.43±2.18점, 혈액투석 27.01±2.20점으로 복막투석 환자

의 증상경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적 

증상경험은 복막투석 17.90±1.41점, 혈액투석 16.52±1.41점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증상경험은 복막투석 10.52±1.11점, 혈액투석 10.49±1.12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체적인 각각의 증상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증상경험에서 피부건

조(t=2.284, p=.024), 가려움증(t=3.34, p=.001)이 복막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부록 참조).  

 

표 2.4.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증상경험

 (N=181)

구분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F p†
M*±SD

평량평균
±표준편차

M*±SD
평량평균

±표준편차

증상
경험

전  체
(0-150)

28.43±2.18 .95±.07 27.01±2.20 .90±.07 .173 .678

신체적
(0-105)

17.90±1.41 .85±.07 16.52±1.41 .79±.07 .400 .528

정서적
(0-45)

10.52±1.11 1.169±.12 10.49±1.12 1.166±.12 .000 .986

*Adjusted Mean
†종교 유무, 투석 치료에 대한 만족도, 복막염 또는 혈관염(혈관 폐색) 발생여부, 조혈
제, 인결합제, 칼리메이트 처방 유무를 공변량으로 ANCOV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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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은 <표 

3>과 같다. 

  복막투석 환자를 살펴보면,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신체적 증상경험에서 의료급여

(21.96±12.6)가 건강보험(16.98±10.09)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010, p=.047), 원인 신질환이 당뇨인 환자(21.37±11.83)가 사구체 신염, 고혈

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47, p=.033). 또한 혈압약을 처방 받지 

않은 환자(23.46±11.39)가 처방 받은 환자(16.75±10.51)보다 신체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2.626, p=.010), 칼리메이트 처방 유, 무에 따라 칼리

메이트를 처방받은 환자(16.67±10.89)가 처방받지 않은 환자(9.88±9.54)보다 정서

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60, p=.016).

  혈액투석 환자를 살펴보면, 65세 미만(17.63±13.32)이 65세 이상(10.87±8.98)보

다 신체적 증상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23, p=.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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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N=181)

        

특성 구분

복막투석 증상경험 (n=91) 혈액투석 증상경험 (n=90)

전체 신체적 정서적 전체 신체적 정서적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연령
65세 미만
65세 이상

30.43±18.49
28.19±16.39

.539
(.555)

18.17±11.45
19.03±10.68

-.362
(.718)

12.26±1.63
9.16±8.92

1.455
(.149)

27.85±20.72
20.26±14.81

1.618
(.109)

17.63±13.32
10.87±8.98

2.723
(.009)

10.22±9.38
9.39±7.60

.384
(.702)

성별
  

남
여

26.98±18.26
33.39±16.04

-1.716
(.090)

16.95±11.10
20.92±10.80

-1.687
(.095)

10.04±9.89
12.47±10.22

-1.126
(.264)

25±21.83
26.95±16.88

-.470
(.640)

15.19±14.26
16.71±10.67

-.568
(.571)

9.81±9.38
10.24±8.48

-.224
(.823)

종교
  

없음
있음

30.09±17.98
28.71±17.27

.368
(.714)

19.77±10.74
16.76±11.48

1.281
(.203)

10.32±10.72
11.95±9.04

-.761
(.449)

27.24±22.83
24.98±17.14

.537
(.593)

16.73±14.42
15.32±11.39

.517
(.606)

10.51±9.40
9.66±8.65

.444
(.658)

최종
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

32.29±18.43
26.62±15.88
29.16±17.83

.443
(.644)

20.43±9.91
15.23±7.99
18.56±12.04

.881
(.418)

11.86±10.49
11.38±9.43
10.60±10.15

.130
(.879)

21.83±19.71
33.39±22.70
24.78±18.12

1.825
(.167)

12.94±11.99
19.22±13.59
15.78±12.54

1.115
(.332)

8.89±9.42
14.17±10.37

9.0±7.97

2.523
(.086)

배우자 
유무

무
유

29.04±19.10
29.70±17.16

-.158
(.875)

19.36±11.72
18.20±10.92

.444
(.658)

9.68±9.87
11.5±10.13

-.771
(.443)

27.39±18.97
25.24±19.98

.480
(.632)

17.14±13.20
15.34±12.48

.624
(.534)

10.25±8.06
9.90±9.35

.170
(.866)

월수입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1.14±18.37
25.24±14.92

1.434
(.155)

19.71±11.1
15.36±10.65

1.688
(.095)

11.42±10.54
9.88±8.66

.653
(.515)

27.25±20.53
23.23±17.58

.916
(.362)

17.28±13.67
13.13±9.99

1.475
(.144)

9.97±8.91
10.10±9.12

-.066
(.947)

직업
없음
있음

30.26±17.94
26.68±16.41

.178
(.674)

19.14±11.20
16.16±10.65

1.043
(.300)

11.13±9.90
10.53±10.79

.230
(.819)

26.83±20.04
22.90±18.14

.802
(.425)

16.93±13.46
12.52±9.08

3.387
(.069)

9.90±8.42
10.38±10.63

-.216
(.830)

보장 
형태

건강보험
의료급여

27.57±15.81
33.89±20.75

-1.594
(.114)

16.98±10.09
21.96±12.60

2.010
(.047)

10.59±9.65
11.93±10.98

-.586
(.559)

26.43±20.68
24.32±16.06

.437
(.663)

16.18±13.30
15.05±10.67

.362
(.718)

10.25±9.30
9.27±7.79

.444
(.658)

투석
기간  

≦60
60-120
>120

27.92±16.76
33.28±19.40

32±19.46

.778
(.463)

17.98±11.32
19.61±10.26
19.58±11.84

.210
(.811)

9.93±8.70
13.67±13.42
12.42±10.59

1.102
(.337)

28.83±21.57
24.41±16.04
16.33±10.69

2.574
(.082)

17.43±13.99
15.59±10.57
10.33±7.16

1.917
(.153)

11.40±9.87
8.82±6.81
6.00±5.49

2.440
(.093)

원인 
신질환

 

사구체 신염ａ
고혈압ｂ
당뇨ｃ

26.5±17.08
26.33±16.16
33.32±18.51

1.769
(.177)

18.75±11.44
14.47±8.64
21.37±11.83

S: c>b

3.547
(.033)

7.75±8.39
11.87±9.16
11.95±11.20

1.356
(.263)

26.96±20.46
22.90±18.67
28.37±19.88

.614
(.543)

15.77±11.73
13±11.78

18.4±13.81

1.459
(.238)

10.19±10.81
9.90±8.17
9.97±8.22

.008
(.992)

투석 
치료 

만족도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불만족

30.1±19.42
27.47±14.3
35.29±19.53

.628
(.536)

18.9±11.46
18.41±11.06
16.29±9.70

.170
(.844)

11.20±10.71
9.06±7.19
19±13.90

2.998
(.055)

24.26±19.03
33±20.96

0

2.8
(.098)

14.79±12.04
20.65±14.48

0

-1.736
(.086)

9.47±9.06
12.35±8.14

0

-1.204
(.232)

복막
혈관염
발생
여부 

없음
있음

28.02±16.11
30.8±18.86

.583
(.447)

18.48±10.62
18.55±11.59

-.032
(.975)

9.55±8.48
12.24±11.13

-1.283
(.203)

25.8±19.18
26.13±20.71

.045
(.833)

15.88±13.05
15.93±12.08

-.018
(.986)

9.92±8.11
10.2±10.53

-.141
(.888)

칼리
메이트

유 36.67±15.37
1.740
(.085)

20±9.19
.565

(.574)

16.67±10.89
2.460
(.016)

26.41±20.12
.247

(.805)

16.41±12.39
.391

(.697)

10.00±9.02
-.012
(.990)

무 28.11±17.77 18.22±11.46 9.88±9.54 25.39±19.24 15.36±13.06 10.02±8.93

인
유 30.02±18.93

.253
(.801)

17.93±11.47
-466
(.642)

12.10±11.20
.964

(.338)

26.19±20.72
.181

(.857)

16.41±13.36
.516

(.607)

9.78±9.35
-.335
(.738)

무 29.08±16.58 19.02±10.85 10.06±8.92 25.41±17.66 14.97±11.43 10.44±8.22

혈압약
유 27.82±1670

.047
(.829)

16.75±10.51
-2.626
(.010)

11.07±9.16
.118

(.906)

25.88±19.45
-.035
(972)

15.83±12.72
-099
(.921)

10.04±8.83
.065

(.949)
무 34.25±19.52 23.46±11.39 10.79±12.38 26.06±20.72 16.17±12.78 9.89±9.58

조혈제 
유 27.68±16.27 -1.10

(.274)

17.50±10.65 -.965
(.337)

10.18±8.88 -.860
(.392)

24.90±18.72 -1.011
(.315)

15.68±12.41 -.332
(.741)

9.22±8.17 -1.765
(.081)무 31.76±19.07 19.76±11.62 12±11.32 30.24±23.07 16.82±14.07 13.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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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석방법별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 요약

  복막투석과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는 부록 <표 8>, <표 9>와 같고, 투석방법별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

리적 지표와 증상경험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은 <표 4>와 

같다. 

  복막투석 환자의 지식은 자가관리(r=.299, p=.004), 칼슘*인(r=.207, p=.049), 칼

리메이트를 처방을 받지 않은 군(r=.281, p=.014)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관리가 잘 되고, 칼슘*인 수치가 높았으며, 칼륨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가관리는 칼슘*인(r=.229, p=.029), 인결합제 처방을 받은 군

(r=.307, p=.048)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가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칼슘*인 수치

가 높고, 인결합제 처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증상경험은 나트륨

(r=-.224, p=.033)과 음의 상관관계, 평균 동맥압(r=.276, p=.008)과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나트륨이 낮은 환자가 정서적 증상경험이 많이 나타나고, 평균 동맥압

이 높은 환자가 정서적 증상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 환자의 지식은 자가관리(r=.279, p=.008), 평균 동맥압(r=.238, p=.024), 

혈압약을 처방받지 않은 군(r=.576, p=.012)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지식이 높을

수록 자가관리 이행이 잘 되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는 

전체 증상경험(r=-.218, p=.039), 정서적 증상경험(r=-.212, p=.045)과 음의 상관관

계로 나타나 자가관리가 잘 되는 환자가 증상경험을 덜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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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투석방법별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 요약

복막투석 혈액투석

지식
r(p)

자가관리
r(p)

정서적
증상경험

r(p)

지식
r(p)

자가관리
r(p)

자가관리 .299(.004) .279(.008)

전체 
증상경험

-.218(.039)

정서적 
증상경험

-.212(.045)

칼슘*인 .207(.049) .229(.029)

인결합제 
(유)

.307(.048)

나트륨 -.224(.033)

칼리메이트
(무)

.281(.014)

평균동맥압 .276(.008) .238(.024)

혈압약 
(무)

.576(.012)



- 37 -

Ⅴ. 논의

  본 연구는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을 

확인하고, 투석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관리

 

  본 연구에서 복막투석 환자의 지식은 18점 만점에 14.75점, 혈액투석 환자는 15.19

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2점, 84점으로 두 군의 지식은 비교적 높게 나

타났고, 혈액투석 환자의 지식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혈액투석 관련지식을 13.33점으로 보고한 유혜선(2016), 

77.1점으로 보고한 전현주(2008)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박지숙 등(2011)의 연구결과

인 15.25점, 14.95점으로 보고한 이원진(2016)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도

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복막투석 환자의 관련 지식을 85.9점으로 보고한 이정이

(2008)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았고, 19점 기준에 14.74점으로 보고한 장보라 등(2010)

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두 군 모두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환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진 결과라 볼 수 있으며(조영문 등, 

2011), 의료인과의 접촉이 잦은 혈액투석 환자가 복막투석 환자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식의 하부영역별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문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칼륨의 정상수치는 3.5-5.0 mEq/L이다’ 문항

에서 복막투석 환자보다 혈액투석 환자가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부록 참조), 

칼륨조절이 비교적 용이한 복막투석에 비해 혈액투석은 칼륨의 과잉섭취를 지속적으

로 주의해야 하는 투석방법이어서 이에 대한 의료진의 잦은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생

각된다.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는 80점 만점에 66.62점,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는 

66.18점으로 평량평균은 복막투석 4.16점, 혈액투석 4.14점으로 두 군 다 비교적 높

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와 같은 도구를 혈액투석 

환자에게 적용한 유혜선(2016)의 연구에서는 63.95점, 조영문 등(2011)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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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점, 박지숙 등(2011)은 64.53점으로 비슷한 결과였다. 같은 도구를 복막투석 환

자에게 적용한 논문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임은정(2015)의 연구에서는 평량평

균 3.73점, 장보라 등(2010)의 연구에서는 평량평균 3.03점으로 본 연구의 복막투석 

환자들의 자가관리 점수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자가관리 하부 영역을 살펴보

면 복막투석 환자(14.65점)가 혈액투석 환자(13.82점)보다 도관관리 영역의 자가관리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은정(2015)과 이유미(2014)의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연구에서도 도관관리에 대한 문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복막투석 환자는 도관관리의 실패가 결국 복막염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하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과 복막염 발생

을 예방해야 한다는 경각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환자들로 하

여금 출구부위 감염 증상을 규칙적으로 관찰하도록 훈련이 필요하며 병원에서는 도관 

감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반면 혈액투석 환자는 도관관리를 주로 의료진

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가관리를 덜 신경 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통로 유지 역시 생명선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혈관통로 합병

증이 가장 빈번한 입원원인이므로(김영옥, 2008) 혈액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혈관천자 시 이상 징후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지속적인 동정맥루 관리와 교

육이 필요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외식을 해야 할 경우 피해야 할 음식을 충분히 

고려한다.’문항에서 혈액투석 환자가 복막투석 환자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부록 참조), 엄격한 식이제한이 필요한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 복막투석 

환자는 지속적인 노폐물 배설로 인해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투석방

법이어서 복막투석 환자가 상대적으로 이 문항에 대해 덜 중요하게 여겨서 나타난 결

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위해 투석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 도관관리에서 혈액투석 환자도 의료진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팔운동 및 온찜질 등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료인의 체계화된 

동정맥루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두 군의 투석 환자들이 엄격한 식이관리를 지속

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교육과 주기적으로 환자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평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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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

  자가관리 이행에 따른 질병진행에 대한 평가로 증상경험과 더불어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생리적 지표를 살펴본 결과, 빈혈은 두 군 모두 NKF-DOQI 가이드라인(2006)

의 기준치인 11 g/dL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혈액투석 환자가 10.5 g/dL로 복막투석 환

자의 10.11 g/dL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김정민 등(2017)의 연구에서도 혈액투석 환

자의 혈색소(10.59 g/dL)가 복막투석 환자의 혈색소(10.2 g/dL)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혈액투석 환자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로 인해 철분상태 파악 및 철분제제 

사용, 수혈치료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에 비해 효과적인 빈혈관리가 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조혈제 처방에서도 혈액투석 환자(80%)가 복막투석 환자(73.6%)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혈제를 투여 받는 환자가 처음에는 혈색소 수치가 상승하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혈색소 순환(hemoglobin cycling) 현

상이 나타나는데 투석 환자의 90%가 경험하는 현상이라 하였으며(Fishbane & Berns, 

2005), 최재혁(2007)은 투석 방법에 따른 혈색소 순환을 비교한 결과, 복막투석이 혈

액투석보다 혈색소 순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복막투석 환

자의 혈색소 수치가 혈액투석 환자보다 약간 더 낮음을 뒷받침하였다. 

  칼슘*인은 복막투석 환자가 48.47 mg/dL, 혈액투석 환자가 42.86 mg/dL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복막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김

정민 등(2017)의 연구에서도 복막투석이 48.5 mg/dL로 혈액투석의 42.77 mg/dL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고인혈증은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와 과도한 음식섭취의 

결과이며 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인은 55 mg/dL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병원투석간호사회,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혈액투석 적정

성 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칼슘*인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매달 

칼슘*인 농도 결과를 토대로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인결합제 투여 및 지속적인 식이

교육을 통해 환자의 칼슘*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백질

이 높은 식품에 대부분 인이 높기 때문에 복막투석액을 통한 단백질 소실이 있는 복

막투석 환자들은 혈액투석에 비해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요구되기 때문에(병원투석

간호사회, 2016) 인 조절이 어려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나트륨 역시 복막투석 환자가 140.68 mEq/L, 혈액투석 환자가 137.99 mEq/L로 복막

투석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군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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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트륨 섭취량은 수분섭취 상태, 나트륨 배설량 및 고혈압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루 평균 3000-4000 mg의 나트륨이 투석치료에 의해 제거되는 복막투석 환자(서지연 

, 김남호 & 허영란, 2012)들의 나트륨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혈액투

석 환자 역시 나트륨 과다 섭취 시 수분 섭취증가 및 투석 간 체중증가로 이어지는데 

식이 자가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상숙, 조현숙 & 강명수, 

2017).

  알부민은 복막투석 환자가 3.59 g/dL, 혈액투석 환자가 3.84 g/dL로 혈액투석 환자

가 더 높았는데, 김정민 등(2017)의 연구결과인 혈액투석 3.94 g/dL, 복막투석 3.51 

g/dL와 일치한다. 복막투석 환자는 복막투석액을 통한 혈당 흡수와 하루 평균 9 g의 

단백질 소실로 인해(Tang, Zhong, Diao, Qin & Zhou, 2014) 혈액투석 환자보다 수치

가 낮아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복막투

석 환자의 고단백식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동맥압은 복막투석이 91.99 mmHg, 혈액투석이 97.55 mmHg로 혈액투석 환자가 

복막투석 환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투석치료 중에 혈역학적인 변화가 큰 혈

액투석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액량 변동이 작으며 혈압변동이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복막투석(장종순, 2010; 이정호, 탁우택, 2003; Malliara, 2007)의 투

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임상에서 조혈제 투여의 적응증은 혈색소 농도가 11 g/dL 미만으로(NKF-DOQI 가이

드라인,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보험기준인 11~12 g/dL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나 적절한 시기에 철분제 투여로 철 결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빈혈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복막투석 환자의 칼슘*인 충족률이 높은 

환자는 식이 및 약물에 대한 집중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고인산혈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투석환자를 간호하는 의

료진은 투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적 지표의 차이를 기억하면서 투석방법

에 맞는 적절한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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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증상경험

  투석방법에 따른 증상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Merkus 등

(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증상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질병의 악화를 의미하

고 결국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투석방법에 따른 사망률은 아직까지도 확실하

고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복막투석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평량평균은 .85점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79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0-5점 범위로 1점이 ‘증상은 있으나 힘

들지 않다’로 두 군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은 둘 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증상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복막투석 환자가 1.169점

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1.166점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고, 두 군 모두 신체적 증상

보다 정서적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군의 증상경험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송주연과 오복자(2016), 한정선(2017)의 연

구결과에서도 신체적 증상경험보다 정서적 증상경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정서적 증상경험이 신체적 증상경험보다 더 높게 나타

난 것은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한 신체적 증상에 비해 정서적 증상은 환자를 간호하

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고(한정선, 

2017), 특히 성욕 감소와 같은 증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75%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Weisbord et al, 200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

서적 증상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지지와 간호중재가 신체적 증상 못지않게 오히려 

더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인 각각의 증상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증상경험에서 피부건조와 가려움증이 복막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부록 참조), 가려움 강도, 긁는 행동, 가려움 분포를 시각적 아날

로그 척도와 질문지를 이용하여 두 투석방법에 따른 환자의 차이를 살펴본 Min 등

(2016)의 연구에서도 혈액투석(48.3%)보다 복막투석 환자(62.6%)의 가려움증이 유의

하게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심한 소양증을 유발하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남성, 고인혈증, 고칼슘혈증, 높은 혈중요소질소(BUN), b2-microglobulin 

(b2MG)이라고 한 Narita 등(2006)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생리적 지표 중 칼슘*인 

수치가 복막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42 -

  따라서 피부건조와 가려움이 심한 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생리적 지표의 확인이 필요

하고 인결합제 처방과 함께 인 제한식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소양증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증상경험에서는 신체적 증상경험보다 정

서적 증상경험을 더 호소하였으므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증상경험까지 경

감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증상관리 중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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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

  복막투석 환자는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신체적 

증상경험을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훈, 강성욱, 권영대와  

 오은환(2011)은 의료보장 형태는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으며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 많이 가입한다고 하였다. 송주연과 오복자(2015)의 연구에서 직

업이 없는 환자가 신체적 증상경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의료급여 

환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신체적 증

상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인 신질환이 당뇨인 복막투석 환자가 다른 질환보다 신체적 증상경험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순녀(2015)의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투석환자가 당뇨질환이 

없는 투석환자에 비해 2.41배 응급실 방문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박성원 등(2005)은 

복막투석 환자의 당뇨와 비당뇨 간의 시간에 따른 비교연구에서 당뇨 군이 비당뇨 군

보다 영양상태가 더 낮게 나온 결과를 보았을 때 당뇨 군이 여러 측면에서 합병증 등 

많은 증상들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2016)에 따르면 당뇨

로 인한 유병률이 50.2%로 본 연구의 복막투석 환자는 45.1%로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당뇨를 동반한 복막투석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를 통해 당뇨 합병증 등 증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복막투석 환자의 혈압약 처방 유, 무에 따라 혈압약을 처방받지 않은, 즉 혈압이 

낮은 환자가 신체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막투석 환자는 투

석 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혈압과 항고혈압제의 사용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정항재 등, 1999) 혈액투석 환자보다 혈압 조절만 용이할 뿐 조절된 혈압

이 신체적 증상경험을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칼륨 농도가 

투석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외래 방문 시에 

칼륨조절제를 처방하는데, 칼리메이트 처방 유, 무에 따라 칼리메이트를 처방받은 환

자가 처방받지 않은 환자보다 정서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 Kovesdy 등(2007)의 코호트 연구에서 혈청 칼륨농도가 5.6 mEq/L일 때 심혈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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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에서 칼륨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칼륨수치가 정

상인 환자에 비해 정서적 증상경험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일맥상통하며 이 결과를 바

탕으로 고칼륨혈증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환자를 적시에 파악하여 적절한 신체적 

증상 관리와 더불어 정서적 증상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혈액투석 환자는 65세 미만이 65세 이상보다 신체적 증상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60대 이상인 대상자의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난 서남

숙 등(2013)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65세 미만 환자들이 65세 이상 환자들에 비해 

투석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적응이 덜 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고 65세 미만 

환자의 신체적 증상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5. 투석방법별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투석방법 모두 지식

과 자가관리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지식이 높을수록 자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지식과 생리적 지표의 상관관계에서 복막투석은 지식과 칼슘*인이 양

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지식이 높을수록 칼슘*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백질 섭취

가 요구되는 복막투석 환자의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 높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함으로 인 섭취도 동반되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상범주에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분석된다. 또 복막투석 환자의 

지식과 칼리메이트를 처방 받지 않은 군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환자가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막투석 환자의 칼륨 제한 식이

에 대한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받

지 않은 군과 지식이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지식이 높은 환자가 혈압 조절이 잘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의 상관관계에서 복막투석은 자가관리와 칼슘*인, 자가관

리와 인결합제 처방군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가관리를 잘 하는 환자가 칼슘*인이 

높고, 인결합제를 처방받아 복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화 등(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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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칼슘*인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인결합제를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들이 자가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또한 높은 단백질 권장량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로 인한 인 섭취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진은 칼슘*인이 높고 인결합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인결합제 복용방법 및 식이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증상경험과 생리적 지표와의 상관관계에서 복막투석은 정서적 증상경험과 나트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나트륨 수치가 낮을수록 정서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수분군이 정상수분군보다 나트륨 수치가 낮게 나타난 임옥남(2014)의 

연구결과와 혈청 나트륨 수치가 137 mEq/L미만인 환자가 누적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저나트륨혈증이 복막투석 환자의 사망률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밝힌 Chang 

등(2014)의 연구와 연결해 본다면 본 연구의 환자들이 신체적 증상경험을 지각하지는 

않았지만 신체적, 정서적 증상경험의 상관성 내에서 본 대상자의 저나트륨의 생리적 

지표가 정서적 증상경험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복막투석 

환자의 나트륨 수치가 낮은 환자들의 수분 및 영양상태 평가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복막투석 환자의 정서적 증상경험은 평균 동맥압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투석 중인 신부전 환자의 약 47%가 영양장애, 염증, 우울증, 동맥경화 등 4가

지 위험요소 중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증상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망률을 

높인다고 하였는데(Koo, Yoon & Noh, 2011) 본 연구결과에서도 혈압과 정서적 증상경

험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막투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혈액투석 환자는 자가관리와 전체

증상경험이 음의 상관관계, 정서적 증상경험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가관리가 

잘 되는 환자가 증상경험을 덜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 혈액투석 환자 대상 연구에

서도 자가관리를 잘 하는 환자들이 증상경험을 덜 하는 것(박경하, 2017; 이숙정, 전

재희, 2014)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혈액투석 환

자의 증상호소를 줄이고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자가관리 교육이 

중요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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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교육 측면에서 임상에서 혈액투석 환자의 효과적인 혈관통로 관리, 복막투석  

   환자의 칼슘*인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투석방법에 따라 생리적 지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 투석환  

   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 증  

   상경험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석 환자들의 자    

   가관리를 증진시키고, 생리적 지표의 향상 및 정서적 증상경험을 줄이기 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실무 측면에서 두 군 간에 자가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도관관리 영

역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빈혈, 칼슘*인 

등의 철저한 관리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간호사의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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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을 

살펴보고, 투석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W시에 위치한 

Y대학부속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90명과 신장내과 외래를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복막투석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도구는 홍계영(1999)이 개발한 도구를 송은숙

(200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지표를 임상결과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증상경험은 

Weisord 등(2004)이 개발한 DSI 도구를 임은지(201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자발적으

로 동의한 환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²-test, two sample t-test, ANCOVA, ANOVA 및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가관리 지식은 18점 만점에 복막투석 14.75±1.79점, 혈액투석 15.19±1.88점으  

   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복막투석 82점, 혈액투석 84점으로 혈액투석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관리 지  

   식의 하부 영역별로도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자가관리 이행은 80점 만점에 복막투석은 평균 66.62±6.81점, 혈액투석은        

66.18±7.84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가관리의 하부 영역을 살펴

본 결과 도관관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 3.926, p<.001) 복

막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환자보다 도관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8 -

3) 투석방법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병관련 특성 중 각 생리적 지표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관련 특성을 각각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두 집  

   단 간의 생리적 지표를 비교하였다. 조혈제 처방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혈색소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혈액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F=5.278, p=.023), 인결  

   합제 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칼슘*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복막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F=11.424, P=.001). 나트륨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복막투석 환자가 더 높았으며(t=5.36, p<.001), 알부민(t=-3.36,   

   p=.001)과 평균 동맥압(t=-2.501, p=.013)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혈액투석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투석방법에 따른 증상경험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교 유무, 투석 치료  

   에 대한 만족도, 복막염 또는 혈관염(혈관 폐색) 발생여부, 조혈제, 인결합제, 칼  

   리메이트 처방 유무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전체 증상경험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적 증상경험과 정서      

   적 증상경험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을 살  

   펴보면 복막투석 환자는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신체적 증상경험은 의료급여가 건  

   강보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010, p=.047), 원인 신질환이   

   당뇨인 환자가 사구체 신염, 고혈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47,  

   p=.033). 또한 혈압약을 처방 받지 않은 환자가  신체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2.626, p=.010), 칼리메이트 처방 유, 무에 따라 칼리메이트  

   를 처방받은 환자가 정서적 증상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60,   

   p=.016).

   혈액투석 환자를 살펴보면, 65세 미만이 65세 이상보다 신체적 증상경험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23, p=.009).

6)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과의 상관관계  

   는 지식은 자가관리(r=.299, p=.004), 칼슘*인(r=.207, p=.049), 칼리메이트 처   

   방을 받지 않은 환자(r=.281, p=.014)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가관리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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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슘*인(r=.229, p=.029), 인결합제 처방을 받은 환자(r=.307, p=.048)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적 증상경험은 나트륨(r=-.224, p=.033)과 음의 상관관계,  

   평균 동맥압(r=.276, p=.00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과의 상관관계  

   는 지식은 자가관리(r=.279, p=.008), 평균 동맥압(r=.238, p=.024), 혈압약을 처  

   방받지 않은 환자(r=.576, p=.012)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가관리는 증상  

   경험(전체)(r=-.218, p=.039), 정서적 증상경험(r=-.212, p=.045)과 음의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

2. 제언

 1) 본 연구는 일 개 병원의 투석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  

    상경험에 관한 횡단적 조사연구로 전체 투석환자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므  

    로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투석방법에 따른 지식, 자가관리, 증상경험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  

    구개발이 필요하다.

 3) 투석 환자의 증상경험을 해결하기 위한 지지와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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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표 5. 투석 환자의 문항별 자가관리 지식

* recording 처리 문항

문  항 복막 혈액
정답 n(%)

1 신장은 노폐물 배설, 혈압의 조절, 적혈구 생성 증가에 관여한다. 91(100) 86(96)

2
단백질이 분해되면 분해산물로 요소, 크레아티닌이 생기는데 
신장은 이런 물질들을 배설한다.

82(90) 78(87)

3 정상인의 일일 평균 소변량은 1500-2000ml이다. 68(75) 72(80)
4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요독이 혈액 속에 쌓이고 몸이 붓는다. 89(98) 89(99)

5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신장의 염증
이다.

86(95) 84(93)

6
만성신부전을 치료하지 않으면 잇몸출혈, 빈혈, 저린 감각, 
월경불순,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84(92) 78(87)

7
투석이란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90(99) 88(98)

8 투석치료는 신장의 모든 기능을 대신해 준다. * 25(27) 20(22)
9 투석은 만성신부전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이다. * 62(68) 68(76)

10
수분이 과잉으로 축적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혈압이 높아진다.

82(90) 86(96)

11
만성신부전이 되면 혈청 칼륨치가 올라가므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평상시 야채나 과일을 제한해야 한다.

87(96) 88(98)

12 칼륨의 정상수치는 3.5-5.0mEq/L이다. 46(51) 67(74)
13 만성신부전이 되면 혈청 칼슘 농도가 낮아진다. 51(56) 58(64)

14
만성신부전이 되면 혈청 인의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인결합제를 복용해야 한다.

77(85) 81(90)

15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비타민제제, 칼슘제제, 
철분제제의 복용이 필요하다.

72(79) 72(80)

16
시술(혈관, 복막투석 출구) 부위에서 진물이 나거나 
빨갛게 되는 것은 염증의 증상이다.

85(93) 81(90)

17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정신적 안정을 
주므로 투석 환자에게도  필요하다.

89(98) 87(97)

18
만성신부전 환자는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이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

76(84) 84(93)

                                 전  체 14.75
±1.79

15.1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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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문항별 자가관리 지식

영역(문항 수)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t p
M±SD M±SD

지식 1 1.0±.00 .96±.21 2.035 .045
지식 2 .90±.30 .87±.34 .720 .472
지식 3 .75±.44 .80±.40 -.845 .399
지식 4 .98±.15 .99±.105 -.570 .569
지식 5 .95±.23 .93±.25 .328 .743
지식 6 .92±27 .87±.34 .1.235 .219
지식 7 .99±.11 .98±.15 .589 .557
지식 8 .27±.45 .22±.42 .814 .417
지식 9 .68±.47 .76±.43 .1.108 .269
지식 10 .90±.30 .96±.21 -1.422 .157
지식 11 .96±.21 .98±.15 -.814 .417
지식 12 .51±.50 .74±.44 -3.408 .001
지식 13 .56±.50 .64±.48 -1.152 .251
지식 14 .85±.36 .90±.30 -1.086 .279
지식 15 .79±.41 .80±.40 -.146 .884
지식 16 .93±.25 .90±.30 .828 .409
지식 17 .98±.15 .97±.18 .464 .643
지식 18 .84±.37 .93±.25 -.2.079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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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투석 환자의 문항별 자가관리

문  항 복막 혈액
M±SD

1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다. 3.27±1.61 3.42±1.36

2 적절한 수분섭취량을 미리 계산해서 먹는다. 3.25±1.40 3.56±1.38

3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되도록 유의한다. 3.76±1.11 3.67±1.07

4
외식을 해야 할 경우 피해야 할 음식을 충분히 고려
한다.

3.75±1.31 4.13±.99

5 가능한 짜게 먹지 않는다. 4.33±.92 4.36±.94

6 생야채나 과일은 가능한 먹지 않는다. 3.95±1.00 4.10±1.08

7 항상 의사의 처방 하에 약을 복용한다. 4.93±.29 4.83±.55

8 내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양을 알고 있다. 4.15±1.22 4.14±1.17

9 나의 상태에 맞게 권유받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3.05±1.55 3.07±1.38

10 하루 7-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3.26±1.44 3.40±1.47

11 병원의 연락방법을 기록하여 가지고 있다. 4.69±.92 4.46±1.20

12 감염예방을 위해 위생생활에 주의한다. 4.57±.76 4.33±1.01

13 투석을 위한 시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85±.39 4.64±.69

14
투석을 위한 혈관(도관의 출구)부위가 조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한다.

4.82±.49 4.72±.69

15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수술 부위가 출혈이 있는지, 
계속 소리가 유지되는지 매일 확인한다./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출구 부위가 염증이 있는지, 
투석액 색깔이 뿌연지 매일 확인한다.

4.98±.15 4.46±1.00

16
투석 받는 날엔 반드시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
/의사의 지시대로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
한다.

4.99±.11 4.89±.68

합  계 66.62±6.81 66.1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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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문항별 자가관리

구분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t p
평량평균±표준편차 평량평균±표준편차

자가관리 1 3.27±1.61 3.42±1.36 -.668 .505

자가관리 2 3.25±1.40 3.56±1.38 -1.466 .144

자가관리 3 3.76±1.11 3.67±1.07 .565 .573

자가관리 4 3.75±1.31 4.13±.99 -2.248 .026

자가관리 5 4.33±.92 4.36±.94 -.187 .852

자가관리 6 3.95±1.00 4.10±1.08 -.999 .319

자가관리 7 4.93±.29 4.83±.55 1.55 .124

자가관리 8 4.15±1.22 4.14±1.17 .053 .958

자가관리 9 3.05±1.55 3.07±1.38 -.054 .957

자가관리 10 3.26±1.44 3.40±1.47 -.630 .530

자가관리 11 4.69±.92 4.46±1.20 1.491 .138

자가관리 12 4.57±.76 4.33±1.01 1.794 .075

자가관리 13 4.85±.39 4.64±.69 2.409 .017

자가관리 14 4.82±.49 4.72±.69 1.152 .251

자가관리 15 4.98±.15 4.46±1.00 4.923 .000

자가관리 16 4.99±.11 4.89±.68 1.38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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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투석환자의 증상종류별 경험

문 항 복막투석 혈액투석
M±SD N M±SD N

신
체
적

1. 변비 .95±1.41 34 1.06±1.48 34
2. 메스꺼움 .56±1.013 24 .67±1.31 23
3. 구토 .20±.67 9 .21±.73 9
4. 설사 .30±.91 11 .34±.90 15
5. 식욕저하 1.04±1.51 35 .92±1.43 34
6. 근육경련(쥐남) 1.15±1.61 37 .79±1.23 30
7. 다리부종 1.02±1.45 40 .82±1.17 36
8. 숨이 참 .70±1.24 24 .70±1.43 20
9. 어지러움(자세 변경시) 1.07±1.46 39 .86±1.25 33
10.하지불안증(다리가 근질
   근질하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79±1.32 28 .53±1.19 18

11. 발의 무감각, 따끔거림 .90±1.47 31 .52±1.21 18
12. 피로 또는 활력부족 1.96±1.50 66 1.53±1.42 54
13. 기침 .62±1.02 29 .71±1.37 22
14. 구강건조 .73±1.28 27 .83±1.38 28
15. 골, 관절 통증 .95±1.43 31 .73±1.28 26
16. 흉통 .23±.75 9 .40±1.12 12
17. 두통 .55±1.20 19 .80±1.27 31
18. 근육통 .62±1.15 23 .58±1.22 20
19. 집중하기 어려움 .68±1.25 24 .64±1.24 22
20. 피부건조 1.64±1.65 55 1.13±1.3 45
21. 가려움 1.88±1.69 61 1.11±1.39 41
        합   계 18.52±11.09 15.9±12.66

정
서
적

22. 근심, 걱정 1.65±1.72 52 1.32±1.51 47
23. 예민함 1.56±1.67 51 1.36±1.55 47
24. 잠들기 어려움 1.49±1.80 42 1.66±1.73 50
25. 수면유지의 어려움 1.31±1.82 35 1.48±1.78 42
26. 짜증을 잘 냄 .97±1.57 30 .91±1.45 30
27. 슬픈 감정 .97±1.55 30 .97±1.49 31

28. 불안감 .91±1.56 27 .91±1.40 30
29. 성욕 감소 1.32±1.79 41 .86±1.43 33
30. 성적 흥분의 어려움 .82±1.57 25 .56±1.22 21

합   계 11±10.03 10.01±8.93
전체 합계 29.52±17.61 25.9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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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투석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증상종류별 경험

구분
복막투석 환자 (N=91) 혈액투석 환자 (N=90)

t p
평량평균±표준편차 평량평균±표준편차

증
상
경
험

신
체
적

증상경험 1 .95±1.41 1.06±1.48 -.515 .607
증상경험 2 .56±1.01 .67±1.31 -.612 .542
증상경험 3 .20±.67 .21±.73 .128 .898
증상경험 4 .30±.90 .34±.90 -.356 .722
증상경험 5 1.04±1.51 .92±1.43 .556 .579
증상경험 6 1.15±1.61 .79±1.23 1.713 .089
증상경험 7 1.02±1.45 .82±1.17 1.023 .308
증상경험 8 .70±1.24 .70±1.43 .017 .987
증상경험 9 1.07±1.46 .86±1.25 1.041 .299
증상경험 10 .79±1.32 .53±1.19 1.379 .170
증상경험 11 .90±1.47 .52±.1.21 1.895 .060
증상경험 12 1.96±1.50 1.53±1.42 1.951 .053
증상경험 13 .62±1.02 .71±1.37 -.533 .594
증상경험 14 .73±1.28 .83±1.38 -.547 .585
증상경험 15 .95±1.43 .73±1.28 1.048 .296
증상경험 16 .23±.75 .40±1.12 -1.198 .233
증상경험 17 .55±1.20 .80±1.27 -1.365 .174
증상경험 18 .62±1.15 .58±1.22 .213 .831
증상경험 19 .68±1.25 .64±1.24 .200 .842
증상경험 20 1.64±1.65 1.13±1.3 2.284 .024
증상경험 21 1.88±1.69 1.11±1.39 3.34 .001

정
서
적

증상경험 22 1.65±1.72 1.32±1.51 1.356 .177
증상경험 23 1.56±1.67 1.36±1.55 .855 .394
증상경험 24 1.49±1.80 1.66±1.73 -.614 .540
증상경험 25 1.31±1.82 1.48±1.78 -.635 .527
증상경험 26 .97±1.57 .91±1.45 .249 .804
증상경험 27 .97±1.55 .97±1.49 .002 .999
증상경험 28 .91±1.56 .91±1.40 .004 .996
증상경험 29 1.32±1.79 .86±1.43 1.923 .056
증상경험 30 .82±1.57 .56±1.22 1.28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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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복막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

   (N=91)

증상경험
지식
r(p)

자가관리
r(p)

전체
r(p)

신체적
r(p)

정서적
r(p)

지식
자가관리 .299(.004)

전체 
증상경험

.113(.285) -.136(.199)

신체적 .087(.412) -.103(.329)
정서적 .101(.339) -.106(.317)
혈색소 -.154(.144) -.131(.214) .134(.206) .082(.441) .145(.172)

조혈제 (유) .020(.890) .177(.218) .126(.385) .159(.271) .040(.782)
조혈제 (무) -.186(.245) -.234(.141) .097(.548) -.015(.924) .178(.265)

칼슘*인 .207(.049) .229(.029) .103(.333) .114(.283) .054(.610)
인결합제 

(유)
.081(.610) .307(.048) .036(.821) .042(.793) .018(.910)

인결합제 
(무)

.275(.056) .161(.270) .064(.663) .122(.405) -.030(.840)

나트륨 .064(.547) .080(.450) -.160(.129) -.052(.627) -.224(.033)
칼륨 .149(.160) .064(.545) -.077(.469) -.141(.183) .021(.844)

칼리메이트 
(유)

-.046(.872) .336(.220) -.323(.240) -.363(.184) -.149(.595)

칼리메이트
(무)

.281(.014) -.008(.947) -.075(.522) -.116(.319) .000(.997)

총단백 -.047(.662) -.072(.498) -.084(.429) -.063(.555) -.078(.463)
알부민 .133(.209) .018(.864) .058(.582) .030(.775) .069(.516)

평균동맥압 -.033(.756) -.167(.114) .156(.139) -.002(.985) .276(.008)
혈압약 (유) .020(.875) -.213(.083) .157(.205) .040(.747) .240(.050)
혈압약 (무) -.137(.523) -.098(.649) .198(.355) -.024(.910) .3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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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와 증상경험의 상관관계

 (N=90)

증상경험
지식
r(p)

자가관리
r(p)

전체
r(p)

신체적
r(p)

정서적
r(p)

지식
자가관리 .279(.008)

 전체
증상경험

.054(.611) -.218(.039)

신체적 .035(.742) -.188(.75)
정서적 .069(.516) -.212(.045)
혈색소 .140(.189) -.032(.765) -.087(.415) -.169(.110) -.050(.643)

조혈제 (유) .108(.363) -.109(.358) -.114(.338) -.147(.215) -.037(.753)
조혈제 (무) .136(.604) .089(.734) -.204(.432) -.329(.198) -.008(.976)

칼슘*인 .175(.098) -.050(.637) -.080(.455) -.015(.887) -.153(.149)
인결합제

(유)
.103(.440) -.216(.103) -.025(.854) .041(.759) -.114(.396)

인결합제 
(무)

.166(.364) .182(.320) -.188(.303) -.065(.723) -.313(.081)

나트륨 -.035(.744) -.008(.943) .006(.954) -.049(.646) .083(.435)
칼륨 .122(.251) .118(.270) -.150(.158) -.115(.282) -.166(.117)

칼리메이트 
(유)

.045(.768) .246(.099) -.239(.110) -.291(.050) -.133(.379)

칼리메이트
(무)

.055(.725) -.006(.971) -.082(.595) .026(.869) -.215(.161)

총단백 .067(.527) .107(.317) .004(.971) .026(.806) -.029(.788)

알부민 .063(.556) -.039(.716) .029(.787) .037(.730) .011(.918)

평균동맥압 .238(.024) -.171(.106) .165(.121) .152(.152) .145(.172)

혈압약 (유) .088(.464) -.184(.123) .207(.081) .200(.092) .167(.160)
혈압약 (무) .576(.012) -.083(.743) .028(.911) -.009(.973) .0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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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 설명문 및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설명문                          
연구제목: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및 생리적 지표, 증상경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대학원생 문정화입니다.
본 연구는 투석방법에 따른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및 증상경험을 알아보기 위
한 조사연구로 설문지 작성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15-20분 정도 소요 될 것입
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의무기록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 연구의 참여로 인해 직접적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질병에 관한 이
해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의 바람직한 질병관
리를 돕고 그 결과 귀하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귀하의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결과를 분석
할 때는 코드화하여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설문
지 응답결과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법정 보관기한인 3년이 지난 
후에는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이 동의서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귀하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전
적으로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연구에 참여하기
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참여하였더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이 연구의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답변이 투석방법에 따른 지식, 자가관리, 증상경험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봄으로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및 자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
의 증상경험에 있어 교육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처 방법을 
파악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조사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면 연구자가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교수: 신 윤 희
                                      연 구 자: 문 정 화
                                      연 락 처: 010-9247-****
                                      E-mail: josm****@hanmail.net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연락처: 033-741-1702
                     소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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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
았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의료 기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하도록 허가될 
것임에 동의합니다. 또한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인을 확인할 만한 어떤 자료도, 본인의 서면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
다. 본인은 의료 기왕력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하였고, 본 임
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참여자:                서명

                                         

                                             2017년     월    일
                                             대리인:                서명

                                        

                                             2017년     월    일
                                             참관인:                서명

                                             

                                              2017년     월    일
                                          시험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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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자가관리 지식 

※ 각 문항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에 "O"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  항 예
아
니
오

1 신장은 노폐물 배설, 혈압의 조절, 적혈구 생성 증가에 관여한다.

2 단백질이 분해되면 분해산물로 요소, 크레아티닌이 생기는데 신장은 이런 
물질들을 배설한다.

3 정상인의 일일 평균 소변량은 1500-2000ml이다.
4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요독이 혈액 속에 쌓이고 몸이 붓는다.
5 만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신장의 염증이다.

6
만성신부전을 치료하지 않으면 잇몸출혈, 빈혈, 저린 감각, 월경불순,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7 투석이란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8 투석치료는 신장의 모든 기능을 대신해 준다.
9 투석은 만성신부전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이다.
10 수분이 과잉으로 축적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혈압이 높아진다.

11
만성신부전이 되면 혈청 칼륨치가 올라가므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평상시 야채나 과일을 제한해야 한다.

12 칼륨의 정상수치는 3.5-5.0mEq/L이다.
13 만성신부전이 되면 혈청 칼슘 농도가 낮아진다.

14
만성신부전이 되면 혈청 인의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인결합제를 복용해야 한다.

15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비타민제제, 칼슘제제, 철분제제의 복용
이 필요하다.

16
시술(혈관, 복막투석 출구) 부위에서 진물이 나거나 빨갛게 되는 것은
염증의 증상이다.

17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정신적 안정을 주므로 투석
환자에게도 필요하다.

18
만성신부전 환자는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이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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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관리

※ 각 문항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O"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  항

전
혀
안
한
다

대
체
로
안
한
다

보
통
한
다

대
체
로
한
다

항
상
한
다

1 매일 몸무게를 측정한다.

2 적절한 수분섭취량을 미리 계산해서 먹는다.
3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되도록 유의한다.
4 외식을 해야 할 경우 피해야 할 음식을 충분히 고려한다.
5 가능한 짜게 먹지 않는다.
6 생야채나 과일은 가능한 먹지 않는다.
7 항상 의사의 처방 하에 약을 복용한다.
8 내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양을 알고 있다.
9 나의 상태에 맞게 권유받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10 하루 7-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11 병원의 연락방법을 기록하여 가지고 있다.
12 감염예방을 위해 위생생활에 주의한다.
13 투석을 위한 시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투석을 위한 혈관(도관의 출구)부위가 조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한다.

15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수술 부위가 출혈이 있는지, 계속 
소리가 유지되는지 매일 확인한다. /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출구부위가 염증이 있는지, 투석액 색깔이 뿌연지 
매일 확인한다.

16
투석 받는 날엔 반드시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
/의사의 지시대로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외래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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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상경험

 ※ 문항을 읽고 지난 7일 동안 다음의 증상이 없었으면 “아니요”에 “O", 증상이 있  

    었으면 “예‘에 ”O"표 해 주시고, 증상의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O"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동안 
다음증상이 있었습니까?

⓪아니오 예    
→

①전혀 
힘들지 
않았다

②조금 
힘들었다

③보통 
정도로 

힘들었다

④상당히 
힘들었다

⑤매우 
많이 

힘들었다

1. 변비
2. 메스꺼움
3. 구토
4. 설사
5. 식욕저하
6. 근육경련(쥐남)
7. 다리부종
8. 숨이 참
9. 어지러움(자세 변경시)
10.하지불안증(다리가 근질  
   근질하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11. 발의 무감각, 따끔거림
12. 피로 또는 활력부족
13. 기침
14. 구강건조
15. 골, 관절 통증
16. 흉통
17. 두통
18. 근육통
19. 집중하기 어려움
20. 피부건조
21. 가려움
22. 근심, 걱정
23. 예민함
24. 잠들기 어려움
25. 수면유지의 어려움
26. 짜증을 잘 냄
27. 슬픈 감정
28. 불안감
29. 성욕 감소
30. 성적 흥분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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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기록서(Case Record form)

IRB NO:

과제명: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지식, 자가관리 및 생리적 지표, 증상경험

1. 일반적 사항

  ※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1) 투석요법의 종류  ①지속성 외래복막투석(    )  ②혈액투석(    )

 2) 연령   만         세

 3) 성별   ①남자(    )  ②여자(    )

 4) 종교   ①없음(    )  ②불교(    )  ③천주교(    )  ④기독교(    )  ⑤기타(       )

 5) 최종학력 ①초졸 이하(    )  ②중졸(    )  ③고졸(    )  ④대졸(    )  

             ⑤대졸 이상(    )

 6) 결혼  ①미혼(    )  ②기혼(    )  ③이혼(   )   ④사별(   )  기타(    )

 7) 월 수입  ①100만원 미만(    )  ②100-199이하(    )  ③200-299만원 이하(    )  

             ④300-399만원 이하(    )   ⑤400만원 이상(    )

 8) 직업  ①없음(    )  ②있음(    )

 9) 보장형태  ①건강보험(    )  ②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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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투석기간(예, 2010년 10월)        년      월

 11) 원인 신질환  ①사구체신염(    )  ②고혈압(    )  ③당뇨(    )  ④기타(    )

 12) 투석 치료에 대한 만족도   ①대체로 만족(     )  ②보통(     )  ③대체로 불만족(   )

 13) 복막염, 혈관염(혈관폐색) 발생횟수:          회

 

2) 생리적 지표

                                                 자료수집일: 2017.    .

혈색소
(g/dl)

칼슘
(mg/dl)

인
(mg/dl)

나트륨
(mEq/L)

칼륨
(mEq)

총단백
(g/dl)

알부민
(g/dl)

혈압
(mmHg)

수치

14) 처방유무 15) 복용여부

 칼리메이트 (   )
잘 복용한다 (   )
가끔 복용한다 (   )
복용하지 않는다 (   )

 인결합제 (    )
잘 복용한다 (   )
가끔 복용한다 (   )
복용하지 않는다 (    )

  혈압약 (    )
잘 복용한다 (   )
가끔 복용한다 (   ) 
복용하지 않는다 (   )

  조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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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Physiological Index and Symptoms Experience 

according to Dialysis Method

                                                        Moon Jeong Hw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tudy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self- 
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physiologic index, and symptoms between 

populations undergoing two different method of dialysis. The study was done to 

identify ways to enhance self-management knowledge, self-management and improve 

the relative physiological index while reducing unfavorable symptoms. 

  Participants were 181 patients from Y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W city, 

90 who regularly visited the artificial kidney unit of the hospital for 

hemodialysis and 91 who underwent peritoneal dialysis under outpatient 

supervision of the nephrology service of the hospital. In order to measure self 

management-knowledge and self-management, the tool used was one developed by 

Hong (1999) and modified by Song (2002) with further modific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Physiologic index measures included those suggested by 

the NKF-DOQI(National Kidney Foundation-Disease Outcome Quality Initiative) 

guideline, and symptoms  were checked with a tool developed by Weisbord et al 

(2004) translated into Korean by Im (2016).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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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ctober 4, 2017 and were processed with IBM SPSS version 20.0 to obtain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rform χ²-test, two sample t-test, ANCOVA, ANOVA, 

Scheffé post hoc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 summary of the study findings is as follows:

 

1) In self-management knowledge evaluation measured on an 18-point scale,       

   participants undergoing hemodialysis reported higher scores compared to the  

   peritoneal dialysis group (15.19±1.88 vs. 14.75±1.79),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ere was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for  scores of the subcategories of self-management knowledge.

2) In self-management evaluation measured on an 80-point scale, the two         

   dialysis groups showed similar performance (66.18±7.84 for hemodialysis,    

   66.62±6.81 for peritoneal dialysis). However, a comparison of the           

   subcategories of self-management evaluation showed that patients in the      

   peritoneal dialysis group took better care of their dialysis access route    

   (t= 3.926, p<.001).

 

3) The physiologic indexes between the two dialysis groups were compared with   

   disease-specific characteristics affecting those indexes processed as        

   covariates. Hemoglobin level was higher in the hemodialysis group (F=5.278,  

   p=.023) after adjusting for the use of a hematopoietic agent. The product of  

   serum calcium and phosphate was higher in the peritoneal dialysis group      

   after adjusting for the use of phosphate binders (F=11.424, P=.001). Serum   

   sodium level was also higher in the peritoneal dialysis group                

   (t=5.36, p<.001) while the serum albumin level (t=-3.36, p=.001) and mean    

   arterial blood pressure (t=-2.501, p=.013) were higher in hemodialys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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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patients were asked to report any uncomfortable experiences (both        

   physical and emotiona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uncomfortable experi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accounting for covariates including: religious status, satisfaction with     

   dialysis, occurrence of peritonitis/phlebitis (arteriovenous fistula         

   obstruction), hematopoietics use, phosphate-binder use, and kayexalate use. 

 

5) General and disease-associated characteristics of dialysis patients were     

   reviewed. For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with Korean Medicaid experienced  

   uncomfortable physical symptoms more frequently than patients with           

   general health insurance (t=2.010, p=.047).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diabetic nephropath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patients with             

   glomerulonephritis or hypertension (F=3.547, p=.033). Physical symptoms were  

   also more frequent in patients who were not prescribed antihypertensive      

   medication (t=-2.626, p=.010), and emotional symptoms were more frequent in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kayexalates (t=2.460, p=.016). Patients under   

   65 years of age undergoing hemodialysis reported more frequent physical than  

   those who were 65 years of age or older (t=2.723, p=.009).

 

6) In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a higher self-management knowledge score    

   was associated with better self-management (r=.299, p=.004), higher serum    

   calcium-phosphate product score (r=.207, p=.049), and absence of a           

   kayexalate prescription (r=.281, p=.014). Self-management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calcium-phosphate product scores (r=.229, p=.029) and          

   prescription of phosphate binders (r=.307, p=.048). Emotional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lower serum sodium (r=-.224, p=.033) and higher mean         

   arterial blood pressure(r=.276, p=.008).

   In hemodialysis patients, a higher self-management knowledge score was       

   associated with better self-management (r=.279, p=.008), higher arterial     

   blood pressure (r=.238, p=.024), and the absence of antihyper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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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cription (r=.576, p=.012). Improved self-management skill was associated  

   with lower overall symptoms (r=-.218, p=.039), and lower emotional symptoms  

   (r=-.212, p=.04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edical personnel caring for dialysis 

patients should consider differences in self-management knowledge/self 

-management, physiologic index, and symptoms between the hemodialysis and 

peritonal dialysis populations, and should  provide adequate education 

accordingly and promote behavioral change to improve physiologic indexes and 

reduce symptoms. 

Key words: Dialysis,  Knowledge, Self-Management, Biological markers, Sympt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