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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

다. 이 시간동안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얻은 것이 더 많은 

시간이었고, 연구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는 겸손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져온 체력과 주변의 지지가 없었다면 밤을 지

새웠던 많은 날들을 결코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COVID-19 으로 간이식 수혜자 모집도 순탄치 않았고, 비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익숙지 않은 조건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이 연구결과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

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3년 전에 비해 저는 한 층 단단해지고,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며, 다음에 올 저의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빌려 학위논문 마무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

하고 싶습니다. 한마음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 감사드립

니다.

학부 때부터 대학원 3년까지 저의 학업과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따뜻하게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신 추상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설레었던 대학교 1학년부터, 취업 전, 대학원 입학에서 논문을 완료할 때 

까지 교수님은 저에게 큰 울타리와도 같으셨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방향

을 알려주시며, 따끔한 가르침과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셨던 교수

님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 심사를 맡아주시고 꼼꼼하게 

수정사항과 방향성에 대해 얘기해주신 최지연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에도 몇 건씩 있는 간이식과 응급 수술, 진료 및 강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심사를 맡아주시고 시간 내주신 주동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

를 전합니다. 연구를 하며 처음 배우게 된 생소한 통계방법에 힘들어 하던 저

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움 주셨던 송기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간이식 수혜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실 때마다 면역억제제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기도 힘드신데 정성스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좋은 연구와 간호에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동과 



외래를 오가며 연구를 진행할 때 번표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김수정 

파트장님과 자료수집에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이식외과 외래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함께 옆에서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준 142병동 선후배 간호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이겨낸  동기 준호, 영은, 혜진, 민지, 

초윤, 주희, 한나 언제나 응원해줘서 고맙고 항상 곁에 있듯 든든한 동기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영혼의 단짝인 진이와 경화 덕분에 

여름휴가 때마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 그 

어느 누구보다 마음 깊이 고맙습니다. 대학원 시절동안 서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 동기 예솔, 다운, 효진, 예리, 지현, 혜림, 미슬, 슬기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행운이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0년 동안 키워주시고 교대근무에 학업까지 하는 딸 때문에 

병원까지 먼 길을 새벽에 데려다 주시며 함께 바쁘고 고생하셨을 부모님, 

옆에서 지켜봐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응원해주시며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큰 산처럼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모나지 않게 자랄 수 있었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른스러운 오빠처럼 든든하고 항상 

저를 지지해준 동생 성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딸과 누나로서 이제 제가 더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항상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받았던 도움으로 감사의 인사를 적기에 이 글은 너무 

짧고 적습니다. 이 석사과정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도움 주셨던 주변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며 보답하겠습니다. 

2020년 06월

박선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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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 문 요 약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와 퇴원 후 자가간호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와 퇴원 후 자가간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Y대학병원 

이식외과 병동에 입원한 간이식 수혜자 75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되었다.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RHDS)를 사용하여 퇴원 시 퇴원 준비도를 조사하고, 퇴원 후 

자가간호를 종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자가간호 수행도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자가간호를 측정하고 BAASISⒸ(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와 Tacrolimus 

trough level을 이용하여 계산한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성별은 남성이 64%, 여성이 36%였다. 연령이 56세 이상 대상자가 

65.3%였으며,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72.0%를 차지했다. 

자기효능감은 150점 중 중앙값 138을 가졌다. 간이식 전 MELD 점수는 

중앙값 14점이며, 이식 후 경과기간은 중앙값 31일이었다. 32.0%가 이식 

후 거부반응을 경험했고 하루 평균 14.49가지의 약을 복용했다.

2. 퇴원준비도는 평균 165.88점으로 개인적 상태 영역이 7.67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처능력이 8.32점으로 가장 높았다. 퇴원준비도는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p=.027), 자기효능감은 상위 50% 그룹인 경우 

(p<0.001), 이식 후 경과기간이 적은 경우(p=.027), 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p=.004). 

퇴원준비도 그룹에 따른 준비도 점수 차이는 유의했다(p<0.001).

3.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퇴원 1주 후에 평균 153.39점, 퇴원 1달 후 

152.26점, 3달 후 148.95점으로 측정되었다. 퇴원 1주 후에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p=.016), 퇴원준비도가 높을수록(p=.012),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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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후에는 거부반응을 경험한 경우(p=.008)에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높았다. 퇴원 3달 후에는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p=.005),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p=.033), 퇴원교육 시 돌봄 제공자가 함께 참여한 

경우(p=.046), 피드백 과정이 있었을 경우(p=.011)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높았다. BAASISⒸ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퇴원 1주 후 92.9%, 

1달 후  74.2%, 3달 후 58.9%로 측정되었다. 3달 후 BAASISⒸ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p=.008), 

MELD score가 낮을수록(p=.030), 이식 후 경과기간이 

짧을수록(p=.007), 재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p=.024) 이행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퇴원 3달 후 Tacrolimus trough level의 CV값으로 

평가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군은 54.7%였으며,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자가간호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 퇴원준비도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β=0.291, p<0.001), 퇴원 3달 후에는 퇴원 1주 

후에 비해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유의하게 낮아졌다(β=-0.164, 

p=0.045). 거부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수혜자인 경우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β=-7.066, p=0.018).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는 퇴원준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퇴원준비도가 높을수록, 거부반응을 경험한 

수혜자 일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퇴원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1주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 준비도 향상을 위해 

퇴원 전 교육이 요구되며, 이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가간호 

이행여부와 약물복용 이행을 재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퇴원 후 이식 초기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핵심어 : 간이식 수혜자, 퇴원 준비도, 자가간호, 일상생활 자가간호, 
면역억제제 농도, 약물복용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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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이식은 말기 간부전 환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이승규, 2005; 조원용 & 김형규, 

1999). 면역학과 수술법의 발전으로 간이식의 수는 2018년 1,475건으로 

2013년 1,188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장기이식관리센터, 2018). 

간이식 수혜자는 이식 전반에 걸쳐 길고 복잡한 치료과정을 이겨내며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한 채 

퇴원하게 된다(이정은, 2004). 퇴원을 앞두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환자 안전, 만족, 결과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퇴원 준비도를 고려한 적절한 중재는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Weiss & Piacentine, 2006). 다양한 외과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퇴원한 경우 예상치 못한 외래나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Henderson & Zernike, 2001), 

의료진은 간이식 수혜자들을 위해 의학적 기준과 수혜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퇴원을 결정하고, 퇴원 전 다학제적인 교육 중재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다(구미지, 김동희, & 김경남, 2014; 윤지선 et al., 2017).

이식 후 간부전의 경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대안이 있는 신부전과 

달리, 재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간이식 후 장기부전으로 악화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일상생활 자가간호와(김소희, 이영주, 이선영, & 추상희, 

2016) 면역억제제 복용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김순일, 2003). 간이식 후 

면역억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이 밀집하는 곳 방문 자제 등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요구된다(구미지 et al., 2014; 김현경, 최모나, 김소선, & 김순일, 2015).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식사 조절 및 운동이 요구된다(송정미, 2015). 또한 여전히 1년 이내의 

간이식 수혜자들의 면역억제제 복용 미이행은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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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미이행과 관련된 이식 장기 부전 등이 보고되고 있다(Gustavsen et al., 

2019; Knight, 2016). 감염 예방 유의, 퇴원 후 상처 관리, 정기적 검사의 

치료지시를 이행하는 일상생활 자가간호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이 이식 

성공의 관점에서 중요한 자가간호 요인이다(하희선, 2017). 

여러 연구에서는 이식 후 관리 및 성공의 지표로서 ‘1달 이내 재입원’을 

, 행위의 지속성 및 기능 유지 평가를 위한 장기적인 지표로 ‘3달 이내 

재입원’을 확인하고 있다(Fishman, 2007; Li et al., 2016; Paterno et al., 

2014; Yataco et al., 2016). 이식 후 1개월 이내는 수술과 관련된 감염이 

주요 원인이며(김양리, 2006), 1~6개월 후에는 면역억제제로 인한 각종 

기회감염에 취약해지는 때로 시기에 따라 합병증의 원인이 다르며, 자가간호 

중요도가 다르다(이상오, 2012). 선행연구에서는 퇴원 후 간이식 초기인 

3개월 시점에 퇴원교육의 효과 확인을 위해 자가간호 이행도를 

확인하였다(윤지선 et al., 2017). 그러나 퇴원 후 자가간호 연구의 대부분은 

1~3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점에 횡단적으로 이뤄졌고 간이식 수혜자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했다(김현경 et al., 2015; 

두윤숙, 2005; 문소정, 2018; 송정미, 2015).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간이식 수혜자에게 요구되는 일상생활 자가간호와 면역억제제 복용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이식 수혜자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정현정, 

2015), 삶의 질(두윤숙, 2005), 사회적 지지(송정미, 2015), 치료지시 

이행(문소정, 2018) 등을 확인한 연구는 있으나, 퇴원 준비도를 평가하여 

퇴원 이후 자가간호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퇴원하는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 전 준비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자가간호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가간호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가간호의 예측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를 확인하고 

퇴원준비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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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와 퇴원 후 자가간호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 시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퇴원준

비도 차이를 파악한다.

2)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 시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퇴원준비도에 

따른 퇴원 후 1주, 1개월, 3개월 시점의 자가간호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퇴원준비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퇴원준비도

(1) 이론적 정의 

  

  퇴원준비도란 급성기를 지나 치료시설을 떠나거나 다른 단계로의 

전환(Transition)을 앞둔 환자의 능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하며, 환자의 신체, 

기능적 및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 능력과 환자를 비롯한 가족의 역량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가능성,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제한점을 포괄하여 퇴원 전 환자를 둘러싼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Titler & Petti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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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퇴원준비도는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RHDS)를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Weiss & 

Piacentine, 2006),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적, 인지적 능력이 높고, 

심리사회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가족의 지지와 적절한 정보가 있어 퇴원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2) 자가간호

(1) 이론적 정의

  자가간호는 자신의 건강, 생명,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이고 사려 

깊은 행동을 의미한다(Orem, 1985).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는 

거부반응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복용, 정기적인 병원 진료, 식이 및 

수면, 위생 및 운동 등을 의미한다(정현정, 201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자가간호는 간이식 수혜자의 일상생활 자가간호와 약물복용 

이행 2가지로 나뉜다.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유숙자(1991)가 개발한 자가간호 

수행 측정 도구를 윤지선(2007)이 간이식 수혜자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자가간호를 효과적으

로 할수록 그 점수가 높다(유숙자, 1991; 윤지선, 2007). 약물복용 이행은 

간이식 수혜자가 퇴원 시점에 처방 받은 면역억제제에 대한 복용 이행도를 

BAASISⒸ(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와 CV값을 이용하여 평가한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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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 

  퇴원준비도는 신체적 안정성(활력징후, 섭취량 배설량의 안정화, 통증 조절 

등), 기능적 능력, 심리적 준비도나 자신감, 사회적 지지 가능성, 

치료시설이나 지역사회로의 접근성, 대처능력과 같은 심리사회학적 요인, 

적절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정화 상태를 퇴원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Titler & 

Pettit, 1995). 

  퇴원준비도는 소아 장기이식 수혜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퇴원 

3주 후 대처 어려움과 3개월 후 약물복용 이행과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erret et al., 2015). 또한 성인 내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퇴원준비도가 퇴원 후 대처와 재입원과 관련 있음이 알려져 

있다(Weiss et al., 2007). 따라서 대처 어려움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입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원준비도를 재입원 예측요인으로서 확인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Weiss, Yakusheva, & Bobay, 2010).

  과거에는 퇴원에 대한 대상자의 준비도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집에서의 자가간호 능력에 대한 수혜자의 자신감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했고, 재원기간이나 통증 등의 증상으로 평가하였다(Bernstein et al., 

2002; Schaefer, Anderson, & Simms, 1990). 그러나 퇴원 전 대상자를 

둘러싼 포괄적인 준비도를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후 종합적인 평가 

항목을 포함한 RHDS(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Weiss & Piacentine, 2006). 

  RHDS 도구는 대상자가 ‘개인적 상태, 지식, 대처능력 그리고 예상되는 

지지’에 대한 준비 정도를 느끼는 대로 평가하도록 한다. ‘개인적 상태’는 

퇴원 직전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뜻하며, ‘지식’은 퇴원 후 

일반적인 건강문제를 대응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의 적절한 정도를 의미한다. 

‘대처능력’은 퇴원 후 개인적, 의학적 돌봄 요구를 자가간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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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지각된 능력이며, ‘기대되는 지지’는 퇴원 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정적, 수단적 도움을 포함한다(Weiss & Piacentine,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퇴원준비도는 여러 개인적 특성, 사회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중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이 준비도 항목 중 ‘대처 능력(coping skill)’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퇴원 후 기대되는 지지’는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미혼이거나 혼자 사는 대상자에게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돌봄 제공자의 유무가 퇴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했다(Wallace, Perkhounkova, Bohr, & Chung, 2016). 

퇴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과정적 요인으로는 병동 재원환자 수, 

간호사 특성, 교육 만족도 등이 있었다. 환자의 수가 많은 병동일수록, 

내과병동일수록 준비도가 낮았으며, 경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가보고를 잘 할수록, 자가간호 교육과 증상관리 방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의 준비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bire, Bachnick, Ausserhofer, & Simon, 2019). 퇴원교육의 

질 또한 퇴원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Lerret et 

al., 2015; 권희경, 2017), 재입원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s et 

al., 2017).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재입원이나 대처 어려움과 관계있다고 밝혀진 퇴원준

비도를 성인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현재까지는 간

이식 수혜자를 돌보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환과정에 앞서 전실 스트레스와 

퇴원 준비 정도를 측정한 연구와 소아 간이식 환아 부모 대상으로 퇴원준비도

를 확인한 연구가 알려져 있다(Lerret et al., 2015; 안지윤, 2019). 따라서 

성인 간이식 수혜자에게 퇴원준비도를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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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

1) 간이식 수혜자의 일상생활 자가간호

  자가간호는 자신의 건강, 생명, 안녕을 위한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며, 인간은 일반적, 발달적, 건강이탈적 자가간호 요구가 

있는 존재로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 간호 능력보다 클 때 자가간호 결핍이 

존재한다고 하였다(Orem, 1985). 자가간호 이론에서 간호의 목표는 자가 

간호 능력과 요구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이식 환자에게 요구되는 자가간호는 이식 전반에 걸쳐 주기적인 외래 

방문 및 검사, 영양 관리, 적당한 수면, 약물복용 이행, 운동 및 일상생활 

습관 관리 등이 있다(김현경 et al., 2015; 윤지선, 2007; 이태경 & 강인순, 

2016). 국내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는 자가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수술 후 3개월까지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피하기, 상처가 난 경우 소독 후 

의료진에게 연락, 세균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구강의 위생, 정기적인 

치과방문, 손 위생, 독감 예방 접종,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섭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윤지선, 2007). 또한 피부암 예방을 위해 햇빛에 대한 노출 

예방에 대한 정보와 중재를 제공한다(Mendes et al., 2013). 그러나 

교육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환자의 재입원 경험은 전체의 50% 이상으로 평균 

2.9회 이상의 재입원 횟수를 보였고, 재입원 사유로는 감염, 담도 합병증 

순으로 나타났다(김현경 et al., 2015; 송정미, 2015). 감염으로 인한 

재입원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각종 기회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이상오, 2012). 간이식 

수혜자는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반드시 함께하므로, 다른 질환 군보다 적절한 영양 및 식이관리, 휴식 등 

일상생활에서 자가간호를 통해 잠복감염 및 기회감염의 발생을 줄이는 

자가간호의 요구가 필수적이다(문소정, 2018; 정현정, 2015). 

  5년 이내의 간이식 수혜자들의 자가관리를 확인한 질적 연구에서 기본적, 

적극적 예방행위와 그 행위의 변화는 대상자의 신체적 컨디션과 다양하게 

축적된 예방 행위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Ara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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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guchi, Akazawa, Nishizono, & Yamamoto, 2014). 자가간호 세부영역 

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인지도와 이행도를 보이는 것은 ‘외래 

방문 및 검사 영역’이었으며(이태경 & 강인순, 2016), 감염관리 수행은 

이식 후 1년 미만 경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두윤숙, 2005).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가간호이행이 가장 낮은 항목은‘수면 영역’이었으며, 

정기적인 치과나 안과검진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다.(김현경 et al., 2015; 

문소정, 2018; 윤지선, 2007). 간이식 수혜자는 이식 후 초반 신체적 힘듦을 

극복하고 불안, 부담감의 감정을 느끼며, 시간이 지나 여유를 찾고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가간호에 참여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김옥현, 

2001). 또 2년 이하의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가간호 수행 및 인지도를 

확인한 연구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가간호 인지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이태경 & 강인순, 2016). 따라서 수혜자들은 시간이 지나며 축적된 

예방행위 경험을 토대로 자가간호의 양상이 변화하며, 2년 이내에 자가간호에 

대한 인지도가 감소하므로, 이식 초반에 성공적인 예방 행위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자가간호 인지도 및 이행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식 수혜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위의 

자가간호 행위를 수행하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문소정, 2018; 

정현정, 2015).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을 기반으로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구조모형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율성 지지, 유능성, 가족관계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은 수혜자의 자기관리를 59.4% 설명하였다(전미경 & 

박연환, 2016). 

  선행연구를 통해 간이식 수혜자는 수술 후 다양한 자가간호가 요구되며 그 

중요성은 높으나, 이식 후 2년 이내에 자가간호 인지도 저하가 밝혀진 바, 

간이식 후 초반의 자가간호의 변화를 확인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한 근거자료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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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식 수혜자의 약물복용이행 

  이행(adherence)이란 WHO(2003)에서는 의료제공자로부터 권고된 치료 

지시를 환자의 동의에 기반을 두어 독립적,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간이식 수혜자의 약물복용 이행은 수혜자가 이식 후 의료진이 처방한 

면역억제제의 복용량과 시간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식 수혜자에게 처방되는 면역억제제 및 감염 예방 약물은 전체 처방의 약 

94%에 달하며, 면역억제제를 포함하여 평균 10~15개의 약물을 하루에 최소 

5회에서 9회까지 복용하게 되어, 면역억제제 복용은 수혜자들에게 어렵고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임순영, 문송이, 김희세, & 김재연, 2016). 대부분의 

간이식 수혜자는 면역억제제로서 칼시뉴린 억제제인 Tacrolimus와 

스테로이드 제재, 보조면역억제제로서 mTOR inhibitor인 Everolimus나 

Mycophenolic acid의 약제를 병합하여 면역억제제로만 2~3가지의 종류를 

복용한다(최영록 & 이광웅, 2013). 이식 후 6개월 동안은 수혜자에게 맞는 

적절한 투여 용량을 찾기 위해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양이 변하고, 전체적인 

약의 개수는 줄어드는 시기로 수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Chen et al., 

2014). 이 과도기적 시기에 기회 감염으로 인해 재입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주 변하는 복용량과 종류로 인해 자칫 미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Rowe, 

Safadi, Ashur, Adler, & Shouval, 2001). 

  다양한 이행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도를 파악했을 

때, 이식 후 1년 시기에 복용 미이행은 약 38%로 나타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Gustavsen et al., 2019).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약물복용 이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가장 높고, 19~24세의 

성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Leven et al., 2017).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복용 이행도를 보인다는 연구와(Hartono et al., 2017), 

고령의 환자가 훨씬 더 높은 이행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lbekairy et al., 2016). 약물복용 이행의 장애 요인으로는 제한된 

문해력, 복용하는 약의 개수로 나타났고(Serper et al., 2018), 이는 신장과 

간이식 수혜자 대상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약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행도가 낮았다(Morales, Varo, & Lazaro, 2012).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도 

증진을 위해 의료진은 면역억제제의 약물 정보 및 상호 작용, 이상 반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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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하고(장정주 et al., 2017), 모바일 앱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도했다(Zanetti-Yabur et al., 2017).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이행률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중요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약물복용 이행도를 확인하는 임상적인 방법은 대략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면역억제제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면역억제제의 치료 농도 도달과 그 변화의 정도를 혈액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 검사 

방법으로 도출된 Tacrolimus/Cyclosporin/Everolimus trough level 

결과값을 통해 약물 농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Schafer-Keller, Steiger, Bock, Denhaerynck, & De Geest, 2008). 

그러나 이것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Leven et al., 2017). 두 번째로는 약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이는 특정 

기간 이후에 환자에게 남아있는 약의 개수를 세며, 복용 이행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는 시간적, 환경적 제한이 있으며 환자가 

의도적으로 약을 가져오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래 방문이 탈락된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이선영, 2014). 세 번째로는 약물 복용 모니터링 

시스템(Medication Event Monitoring Systems, MEMS)로서 약통의 뚜껑을 

열 때마다 정보가 전자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취합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방법이긴 하나,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기 어려우며 측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고,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김소희 et al., 

2016). 네 번째로는 환자가 자가보고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는 VAS(Visual Analog Scale), BAASISⒸ(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scal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 Morisky의 

Modified Medication Adherence Scale-8(MMAS-8)이 있다. 이는 환자의 

주관적인 약물 복용 이행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환자가 의도적으로 좋게 

대답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이식 수혜자에게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 정도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측정 도구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1가지 방법으로만 측정한 경우 이행도가 매우 다르므로 

선행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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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이행도를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Gustavsen et al., 2019; 

김소희 et al., 2016; 이선영, 2014). 

  이식수혜자의 이행도 확인을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TDM 검사 방법을 

이용한 Tacrolimus trough level 결과치를 이용해 환자의 면역억제제 농도 

변화 정도(IPV, InterPatient Variability)를 평가하며 이를 위해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CV=s/ *100로 s는 Tacrolimus Trough level의 표준 

편차이며, 는 Tacrolimus Trough level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일정기간 

동안 Tacrolimus의 최저치의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농도의 변화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Leino et al., 2019). CV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나 기존에는 40%를 CV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2그룹으로 구분하여 그 값이 40% 이상인 경우 이식 후 결과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다(Rayar et al., 201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30%로 낮춰 기존의 40%를 반박하고 30%도 좋은 기준점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CV가 30% 이상일 때 수혜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으며, 

이행도가 높은 군에서는 이식 후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eino et al., 2019). 기준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나,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중요성에 따라 CV의 기준점을 30%로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겠다(Gustavsen et al., 2019; Leino et al., 2019). 또한 

수혜자의 자가보고 방식으로 BAASISⒸ(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scal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Marsicano et al., 2015). 도구는 지난 4주 동안 용량을 빠트렸거나, 

약을 두 번 이상 복용을 놓쳤는지, 2시간 이상 차이 나게 복용했는지, 아예 

중단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예, 아니오의 이분형으로 대답하며, 복용차원과 

시간차원의 미이행으로 구별한다. TDM 방법으로 확인하는 Tacrolimus 

trough level 은 2시간 뒤 최고치에 도달하므로 적시 투여 역시 복용 이행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며, 시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BAASI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Gustavsen et al., 2019; Marsicano et al., 

2015).

  선행연구를 통해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퇴원 준비도를 직접 사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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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부족했으며, 퇴원준비도와 간이식 수혜자의 이식 초기의 자가간호와 관

계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대부분은 횡단적인 설계로서 자가간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더하여 면역억제제 약물 복용 이행도 확인을 여러 가지 방

법을 이용해 다각적으로 확인한 연구 또한 미흡하다. 이에 종단적 연구 설계

를 통해 환자의 준비 정도를 퇴원 전에 사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가간호와 

약물복용 이행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중재 개발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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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와 퇴원 후 자가간호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Figure 1>. 

<Figure 1> Flowchart of the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이식 후 1년 이내의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 

퇴원준비도를 사정하고, 첫 외래인 퇴원 후 1주에 자가간호로 일상생활 

자가간호와 약물복용 이행을 측정하였다. 이식 1달 이후부터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퇴원 후 1달 시점에 2번째 종속 변수를 측정하였다. 종단 

연구로서 퇴원 후 3달 경에 행위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식 수혜자는 퇴원 전, 외래 방문 시마다 면역억제제 혈중 

농도를 측정하므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각 시점의 검사 결과치를 확인하고 

그 변화 정도를 계산하여 구하였다. 수혜자마다 퇴원 및 외래 방문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 시점에서 1주~2주 정도의 차이는 감안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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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Y대학병원 

이식외과 병동에서 간이식 수술 후 1년 이내의 퇴원을 준비하는 수혜자로 

퇴원 후 1주, 1개월, 3개월 시점에 내원 시 서면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하였다. 

1) 대상자 선정기준

(1) 간이식 수술을 받고 1년 이내인 만 19세의 성인

(2)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자

(3) 의식이 명료하고 설문지를 읽고 응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 대상자 제외기준

(1)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추신경계 병력이 있어 설문지에 

응답할 수 없는 자

(2) 연구기간 내 임상적 이유로 인해 사망한 자

(3)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시점과 외래 내원 시점이 달라 종

단적 연구에서 탈락되는 자

(4) 연구기간 내 측정 시점에 연구 참여에 중도 동의 철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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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본 연구는 Y대학병원의 이식외과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간이식 수술 후 이식외과 병동에서 수술 후 회복과정을 거치고 퇴원하여 

외래에 1주, 1달, 3달에 내원하는 이식 후 1년 이내의 대상자를 전수조사 

하였다. 본 연구는 Y대학병원 IRB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9년 5월 ~ 2020년 5월까지 소요되었다. 해당기간의 전수로서 79명 중 

퇴원 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지 못하는 상태의 대상자 4명을 제외하여 

7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중 중도 동의 철회로 연구 참여 거절 13명, 

연구 기간 중 사망 2명, 연구 기간 중 재입원으로 인한 탈락 4명으로 총 

56명의 대상자를 수집하였다<Figure 2>. 

Figure 2. Data collection process involving the screening of eligibility of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inclus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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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돌봄 제공자, 경제 

상태, 교육 정도, 흡연 유무, 음주 유무 및 자기효능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퇴원준비도에 유의했던 퇴원교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퇴원교육을 받은 시점, 

돌봄 제공자 참여 하 퇴원교육 여부, 퇴원교육 시 피드백 과정 유무를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안재현(2005)이 개발하고 문소정(2018)이 간이식 

수혜자에 맞게 수정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식이 관리, 체중관리, 운동 관리, 약물 복용 및 생활습관 관리 등에 대해 

설문하며, 각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 그 정도를 점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총 10점 척도로 1점은 ‘전혀 자신 없다’, 5점은 ‘절반 

정도 자신 있다’, 10점은 ‘완전히 자신 있다’를 의미하며, 1~10점 사이의 

점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소정(2018)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3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4이다.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간이식 종류 및 뇌사/생체 간이식 여부, 

ABO compatibility 여부, 재입원 유무, 현재 입원 사유, 이식 후 경과기간, 

이식 전 간질환, 급성 거부반응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이식 전 Child-Turcotte-Pugh (CTP) score와 MELD(Model 

of End-stage Liver disease) score, 복용하고 있는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개수, 하루에 복용하는 약 종류의 총 개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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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원준비도

  Weiss and Piacentine(2006)이 개발한 21문항의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RHDS)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검증한 도구를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최초 23문항으로 허락 받아 사용하였으나 

중간에 저자가 도구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적 상태에 

대한 질문 “당신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당신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습니까?”의 2개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RHDS 도구는 개인적 상태에 대한 퇴원 

준비도(6문항), 지식과 관련한 퇴원 준비도(8문항), 대처 능력(3문항), 

기대되는 지지(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0점은 ‘매우 

아니다’부터 10점은 ‘매우 그렇다’로 수혜자가 느끼는 정도를 0~10점 

사이의 숫자에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11점 척도로 개인적 상태는 

0~60점, 지식 0~80점, 대처능력 0~30점, 기대되는 지지 0~40점으로 총점 

21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퇴원준비도가 높다. 퇴원준비도 점수 상위 25%, 

중간 50%, 하위 25%로 나누어 준비도 상, 중, 하의 3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분석하였다. Weiss and Piacentine(2006)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0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9이다. 

4) 자가간호

(1) 일상생활 자가간호 

  본 연구에서의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유숙자(1991)가 개발한 자가간호 수행 

측정 도구를 윤지선(2007)이 간이식 수혜자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 수행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가간호를 효과적으로 할수록 그 점수가 높다(유숙자, 1991; 윤지선, 

2007). 본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외래 방문 및 검사(3문항), 감염 

예방(10문항), 상처 및 배액관 관리(3문항), 수면(3문항), 식사(7문항). 약물 

복용(7문항), 일상생활(7문항)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상처 및 

배액관 관리’ 영역에 ‘상처가 배액관 주위는 소독약으로 잘 닦고 건조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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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거즈를 붙인다’, ‘배액관이 빠지거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는 두 문항은 배액관을 제거하고 퇴원한 대상자들에게는 답변할 

수 없는 항목이었다. 두 문항이 점수 총점과 결과에 영향을 미쳐 도구의 

신뢰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분석 시 제외하였다. 일상생활 자가간호 수행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아니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총점을 계산하였고, 19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수혜자가 자가간호를 잘 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3이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9이다.

(2) 약물복용 이행 (BAASISⒸ)

  약물복용 이행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좋은 평가 기준은 없으며, 이행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측정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 가지 평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이행도를 평가하였다. 설문을 

통한 이행도 평가방법으로는 De Geest and Dobbels (2010)이 개발한 

5 문항의 BAASISⒸ(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AASISⒸ 

는 복용 차원의 미이행과 시간 차원의 미이행 2 가지로 나뉜다.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난 4 주 동안 수혜자의 약물 미복용, 연속적 미복용, 처방시간보다 

2 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복용, 처방량 보다 적게 복용, 허락 없이 스스로 

중단을 자가 보고 방식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한다. 없다는 

답변이 많을수록 이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만약 지난 4 주간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 1 회 ~ 5 회 이상으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었다(De Geest et al., 2018). 본 도구는 원저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고 한국어 버전의 도구를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에서의 미이행은 

면역억제제의 복용 차원이나 시간 차원에 1 번이라도 미이행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0.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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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복용 이행(CV)

간이식 수술 전, 후 복용하게 되는 면역억제제에 대한 복용이행은 

Tacrolimus trough level을 통해 확인 하였다. 해당 검사는 이식 수혜자라면 

입원기간과 외래 내원 시 항상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혈액검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퇴원 전 1주일 이내의 2회 검사 

결과와 퇴원 전 마지막 측정한 안정된 농도를 기준하여, 외래 방문 시 매번 

측정한 값을 이용해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구하였다. 

‘CV=s/ *100(%)’로 해당 기간 동안 면역억제제 농도의 최저치 (trough 

level) 의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시점의 CV는 퇴원 전 부터 해당하는 연구 시점까지의 수혜자의 면역억제제 

농도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며, 기준은 30%로 CV값이 30%미만인 경우 농도 

유지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복용 이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서울 소재 Y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간호국의 승인을 받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IRB No. 

4-2019-0331) <부록 1>. 본 연구는 연구기간 동안 이식외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대상자 전수를 편의 표집 하였다. 퇴원 당일이나 하루 전 

연구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연구 소개, 목적, 과정, 비밀 보장, 

익명성 유지에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이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을 읽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설문을 

읽어주고 대상자가 응답한 것을 기입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해당 연구 

대상자의 퇴원 후 1주, 1달, 3달 외래 내원 시점에 따라 외래에 방문하여 

진료 대기시간에 직접 대상자를 만나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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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 완료 시 

설문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기입된 부분은 수정 및 추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약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매 설문 시점마다 제공하였다. 증례기록서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질병관련 특성 및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 및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IBM SPSS WIN 25.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퇴원준비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Bonferroni procedure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 특성과 퇴원준비도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각 시점 

별로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과 퇴원준비도 정도에 따른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차이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4) 일상생활 자가간호의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는 Linear Mixed 

Model을 사용하고,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도의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는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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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

1)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퇴원준비도

  본 연구에 동의하여 퇴원시점에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75명으로,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및 이에 따른 퇴원준비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1세부터 69세까지 분포하였고, 중앙값 

58세로, 56세 이상이 49명(6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성 48명(64.0%), 여성 27명(36.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 보호자는 

배우자가 54명(72.0%)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느끼는 경제 상태로 중간 

정도의 상태가 43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낮다고 표현한 대상자도 

25명(33.3%)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9명(52.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학교 졸업 이상이 

23명(30.7%)으로 나타났다. 이식 전 음주하고 있던 대상자는 

11명(14.7%)이었으며,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은 4명(5.3%)로 드러났다. 

이식 후 퇴원교육 시점은 퇴원 당일이 22명(29.3%), 퇴원 하루 전에서 3일 

전이 각각 37명(37%)로 대부분이 퇴원 2~3전부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원교육을 주 돌봄 제공자와 함께 참여하여 받은 경우가 

50명(66.7%), 퇴원 교육 시 피드백 과정이 있었던 경우가 66명(88.0%)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중앙값 138을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상위 50%가 39명(52.0%)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간이식 종류는 혈연간 생체간이식이 

50명(66.7%)로 가장 많았고 비혈연간 14명(18.7%), 뇌사자 간이식이 

11명(14.7%)로 뒤를 이었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34명(45.3%)이었으며, 이식 전 CTP score는 중위수 8점으로 5~6점인 

A그룹이 32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MELD score는 14점의 대표값을 

가지며 30명(40.0%)이 10~19점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이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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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일은 이식수술 날짜로부터 퇴원 시의 날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중앙값 31일로 30일 이하(48.0%), 31~90일이 26명(3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상자의 13명(17.3%)이 재입원을 경험했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간이식을 위해 입원한 경우가 61명(8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식의 

적응증으로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인한 간이식이 24명(32.0%), 알코올성 

간경변 이외 B형,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이나 전격성 간부전 등을 포함하여 

51명(68.0%)로 나타났다. 이식 후 24명(32.0%)이 거부반응을 경험하여 

치료경험이 있었다. 간이식 수혜자들은 Tacrolimus와 steroid를 사용하는 

2제요법이 26명(34.7%), 보조면역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3제 요법이 

49명(65.3%)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동안 복용하는 약의 종류는 혈압약, 

면역억제제, 당뇨약 등을 포함하여 종류가 평균 14.49가지의 약을 복용하며, 

16개 이상은 25명(33.3%)으로 나타났다.

  퇴원준비도 점수는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수혜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27). 자기효능감은 상위 50% 그룹에서 

퇴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이식 후 경과일이 적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p=.027). 또한 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가 퇴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4). 퇴원준비도 그룹에 

따른 준비도 점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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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N=75)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Characteristics

N % RHDS
Median(Q1-Q3)

or M±SD
M±SD t or F(p)

Total 75 100 165.88±27.23
Sex

Male 48 64.0 169.90±26.13 1.726

(0.089)Female 27 36.0 158.74±28.17

Age(years) 58(52-63) 　
≤55 26 34.7 163.12±35.07 -0.558

(0.580)≥56 49 65.3 167.35±22.28

Marital status 　
Single or living alone 16 21.3 166.07±27.72 -0.029

(0.977)Married 59 78.7 165.83±27.34

Main Caregiver

Spouse 54 72.0 170.19±25.26 -2.255

(0.027)*Others 21 28.0 154.81±29.56

Economic status 　
High 7  9.3 164.14±32.51

0.692

(0.504)
Middle 43 57.3 169.00±22.36
Low 25 33.3 161.00±33.23

Educational level 　
Secondary school or 

below
13 17.3 168.38±24.49

0.800

(0.453)High school 39 52.0 162.13±27.33
College or above 23 30.7 170.83±28.67

Current Alcohol use 　
Yes 11 14.7 172.45±33.04 0.865

(0.390)No 64 85.3 164.75±26.45

Current Smoker 　 　
Yes 4  5.3 149.75±24.88 -1.222

(0.226)No 71 94.7 166.79±27.23

Self-Efficacy 138(123-145) 　 　
Below 50 percentile 36 48.0 151.03±28.40 -5.208

(<0.001)*Above 50 percentile 39 52.0 179.5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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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N=75) (continued)

                                                                                   

CTP : Child-Turcotte-Pugh, MELD : Model of End-stage Liver disease

*p<.050

Characteristics
N % RHDS

Median(Q1-Q3)
or M±SD M±SD t or F(p)

Discharge Education at
The day of discharge 22 29.3 161.05±27.63

0.501
(0.608)1~3 day before 37 49.3 167.43±30.24

1 week before 16 21.3 168.94±18.54
Discharge Education With caregiver 　 　

Yes 50 66.7 168.42±28.50 1.145
(0.256)No 25 33.3 160.80±24.25

Discharge Education Feedback 　
Yes 66 88.0 166.94±28.06 0.911

(0.365)No 9 12.0 158.11±19.54
Graft type 　

Deceased donor 11 14.7 154.55±33.12
1.158

(0.320)Living related 50 66.7 167.34±27.21
Living unrelated 14 18.7 169.57±21.32

ABO compatibility 　
Yes 41 54.7 161.76±27.52 -1.451

(0.151)No 34 45.3 170.85±26.42
CTP score 8(5-10) 　

A(5~6) 32 42.7 169.75±24.93
2.571

(0.083)B(7~9) 15 20.0 174.07±15.73
C(10~15) 28 37.3 157.07±32.48

MELD score 14(9-22)
≤9 20 26.7 173.25±24.63

1.851
(0.146)

10~19 30 40.0 169.33±25.10
20~29 14 18.7 155.14±21.65
30~40 11 14.7 156.73±38.73

Post-transplantation days 31(22-54)
≤30 36 48.0 172.11±23.73

3.800
(0.027)*31~90 26 34.7 165.85±25.06

≥90 13 17.3 148.69±34.42
Readmission 　 　

Yes 13 17.3 162.62±23.56 0.473
(0.638)No 62 82.7 166.5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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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N=75) (continued)

LT : Liver transplantation, LC : Liver Cirrhosis,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Characteristics
N % RHDS

Median(Q1-Q3)
or M±SD M±SD t or F(p)

Current admission for

Liver transplantation 61 81.3 166.35±28.45 0.297
(0.767)Others 14 18.7 164.00±22.44

Indication for LT 　
Alcoholic LC 24 32.0 159.71±28.10 -1.354

(0.180)Non-Alcoholic LC 51 68.0 168.78±26.59

Post-acute rejection 　
Yes 24 32.0 152.75±25.34 -3.017

(0.004)*No 51 68.0 172.06±26.08

Number of immunosuppressive agents　
≤2 26 34.7 160.54±33.89 -1.242

(0.218)≥3 49 65.3 168.71±22.83
Total number of   
medication (per day) 14.49±2.85 　

≤15 50 66.7 168.78±24.92 1.311
(0.194)≥16 25 33.3 160.08±31.07

RHDS

Below 25 percentile 18 24.0 128.28±21.24
123.19

(<0.001)*25-75 percentile 40 53.3 169.58±10.15

Above 75 percentile 17 22.7 197.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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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퇴원준비도

  본 연구에 참여한 총 75명의 수혜자의 퇴원준비도는 <부록 6>와 같다. 

퇴원준비도의 총점은 210점 만점에 평균 165.88점이었다. 영역별로 봤을 때

4가지 영역 중 ‘개인적 상태’ 영역의 총점 평균이 7.67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지식’, ‘기대되는 지지’순서였으며, ‘대처능력’이 8.32점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수혜자가 퇴원 후 개인적 요구나 의학적 치료 권고 

사항을 수행할 능력과 정서적 준비는 되어있다고 인지하나, 신체적 준비와 안

정은 그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상태’를 나타내는 질문에

는 ‘오늘의 기력(strength)’이 평균 6.64로 가장 낮았으며, 정서적으로 준

비됨이 8.59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식’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내 ‘이용 가

능한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가 5.6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

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진 문항이었다. 또한 ‘개인적 필요를 돌

보는 것’이 8.76점으로 전체 문항과 영역 중에서 가장 높아 ‘지식’영역에

서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문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처능력’ 영역

은 ‘의학적 치료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8.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의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 8.05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대되는 지지’에서는 

집안일에 대한 도움이 7.89점으로 가장 낮았다. 퇴원준비도는 하위 25%가 

153점 이하, 중간 50%가 154점에서 187점, 상위 25%가 188점 이상으로 

분류하여 상, 중, 하 3그룹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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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

1) 대상자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퇴원준비도에 따른 일상생활 자가간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과 퇴원준비도 그룹에 따른 

일상생활 자가간호를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1>와 같다.

  퇴원 시 연구에 동의한 75명 중 1주 측정 시점까지 5명이 탈락하여 총 70

명, 1달 측정 시점까지 8명이 탈락하여 62명 그리고 3달 시점까지 6명이 탈

락하여 총 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1주에 평균 

153.39점에서 1달 152.26점, 3달은 148.95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화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365). 첫 외래인 1주 시점에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p=.016), 퇴원준

비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높았다(p=.012). 1주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던 이식 전 거부반응 경험이 1달 시점에는 거부반응을 경험한 

대상자의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8). 3달에는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이며(p=.005),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p=.033), 퇴원교육 시 

돌봄 제공자가 함께 참여하고(p=.046), 피드백 과정이 있었을 경우에

(p=.011)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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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0

     <Table 2-1> Daily-life Self-Car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1 Week Self-care

N
1 Month Self-care

N
3 Months Self-care

T (p) or B(S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Total 70 153.39±16.03 62 152.26±12.29 56 148.95±12.83 0.910(0.365)
Sex

Male 46 153.37±16.96 -0.012

(0.991)

42 152.69±12.73 0.399

(0.691)

38 149.16±11.67 0.178

(0.860)
-0.223(0.824)

Female 24 153.42±14.42 20 151.35±11.56 18 148.50±15.34

Age(years) -0.025(0.111)
≤55 24 155.29±16.30 0.716

(0.476)

21 154.62±14.66 1.084

(0.283)

20 151.95±13.20 1.315

(0.194)
0.110(0.913)

≥56 46 152.39±15.97 41 151.05±10.88 36 147.28±12.49

Marital status
Single or living alone 14 151.00±17.03 0.620

(0.537)

12 151.08±13.89 0.366

(0.716)

12 144.00±13.50 1.525

(0.133)
-0.788(0.432)

Married 56 153.98±15.87 50 152.54±12.01 44 150.30±12.46

Main Caregiver
Spouse 52 154.23±15.52 0.7847

(0.457)

47 153.53±12.17 1.458

(0.150)

42 150.88±12.37 2.008

(0.050)*
-1.050(0.296)

Others 18 150.94±17.64 15 148.27±12.20 14 143.14±12.85

Economic status
High 6 152.00±19.64 0.387

(0.681)

4 150.00±7.30 0.070

(0.932)

4 155.50±11.27 2.792

(0.070)

0.788(0.432)
Middle 42 154.76±15.35 37 152.38±12.15 33 151.18±13.02 0.969(0.334)
Low 22 151.14±16.80 21 152.48±13.62 19 143.68±11.50

Educational level
Secondary school 

or below
13 153.00±16.52 0.195

(0.823)

12 153.33±12.85 0.176

(0.839)

10 139.50±10.74 3.636

(0.033)*

-1.365(0.175)

High school 34 152.38±17.42 31 151.32±12.11 27 150.70±12.53 0.682(0.497)
College or   above 23 155.09±14.04 19 153.11±12.77 19 151.4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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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aily-life Self-Car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p<.050               

Characteristics N
1 Week Self-care

N
1 Month Self-care

N
3 Months Self-care

T (p) or B(S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Current Alcohol use
Yes 11 149.82±16.04 -0.802

(0.425)

10 150.70±17.58 -0.435

(0.665)

10 151.40±10.85 0.664

(0.510)
-1.537(0.127)

No 59 154.05±16.07 52 152.56±11.20 46 148.41±13.26

Current Smoker
Yes 3 143.67±33.72 -1.075

(0.286)

3 143.33±19.66 -1.297

(0.200)

3 139.00±14.73 -1.392

(0.170)
0.019(0.985)

No 67 153.82±15.15 59 152.71±11.88 53 149.51±12.64

Self-Efficacy 0.056(0.069)
Below 50 percentile 33 148.55±16.46 -2.473

(0.016)*

27 148.93±13.74 -1.916

(0.060)

27 146.44±13.47 -1.421

(0.161)
0.760(0.449)

Above 50 percentile 37 157.70±14.53 35 154.83±10.53 29 151.28±11.96

Discharge Education at
The day of discharge 19 155.84±14.22 0.301

(0.741)

16 152.75±14.60 0.292

(0.748)

13 150.85±9.82 1.370

(0.263)

0.613(0.541)
1~3 day before 36 152.53±16.44 32 151.19±11.65 29 150.45±12.82 1.060(0.291)
1 week before 15 152.33±17.85 14 154.14±11.47 14 144.07±14.80

Discharge Edu. With caregiver
Yes 47 153.06±16.30 -0.239

(0.812)

43 151.47±2.39 -0.762

(0.449)

40 151.10±12.39 2.043

(0.046)*
-1.870(0.064)

No 23 154.04±15.79 19 154.05±12.20 16 143.56±11.88

Discharge Edu. Feedback
Yes 62 153.58±16.40 0.281

(0.779)

56 152.71±12.04 0.892

(0.376)

52 149.38±13.20 2.767

(0.011)*
-0.104(0.917)

No 8 151.88±13.57 6 148.00±14.91 4 143.25±2.50

Graft type
Deceased donor 9 151.56±23.21 0.066

(0.937)

7 151.00±11.73 0.089

(0.915)

7 148.29±9.53 0.040

(0.961)

-0.518(0.606)
Living related 48 153.65±14.95 43 152.14±12.02 40 148.83±13.22 -0.421(0.675)
Living unrelated 13 153.69±15.47 12 153.42±14.44 9 150.0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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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aily-life Self-Car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CTP : Child-Turcotte-Pugh, MELD : Model of End-stage Liver disease,       
*p<.050

Characteristics N
1 Week Self-care

N
1 Month Self-care

N
3 Months Self-care

T (p) or B(S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BO compatibility
Yes 37 154.00±15.92 0.337

(0.737)

31 153.52±8.76 0.804

(0.425)

28 148.18±12.21 -0.445

(0.658)
0.770(0.443)

No 33 152.70±16.36 31 151.00±15.06 28 149.71±13.60

CTP 0.034(0.344)
A(5~6) 30 157.00±10.69 2.688

(0.075)

26 154.65±11.84 1.893

(0.160)

22 151.95±10.38 2.159

(0.125)

-0.296(0.768)
B(7~9) 15 155.80±10.30 15 153.93±8.89 14 150.86±14.49 -0.209(0.835)
C(10~15) 25 147.60±21.99 21 148.10±14.22 20 144.30±13.33

MELD score 0.014(0.099)
≤9 20 158.50±11.74

1.478

(0.229)

19 154.63±10.35
1.134

(0.343)

18 153.06±12.17
2.752

(0.052)

-0.494(0.622)
10~19 29 149.93±17.20 25 151.20±13.93 22 143.77±14.11 -0.439(0.661)
20~29 12 156.25±14.46 10 155.20±7.97 8 155.38±9.35 0.089(0.929)
30~40 9 149.33±20.62 8 146.25±14.85 8 147.50±8.43

Post-transplantation days 0.007(0.013)
<=30 35 153.80±13.03 0.364

(0.696)

31 152.48±17.77 0.014

(0.986)

29 151.55±13.12 1.861

(0.165)

1.390(0.167)
31~90 24 154.50±19.32 23 151.91±14.30 20 147.70±12.33 0.700(0.485)
>=90 11 149.64±17.82 8 152.38±8.88 7 141.71±11.16

Readmission
Yes 12 151.67±15.29 0.406

(0.686)

10 151.30±8.79 0.267

(0.790)

9 144.22±10.92 1.211

(0.231)
-0.948(0.345)

No 58 153.74±16.28 52 152.44±12.91 47 149.85±13.07

Current admission for
Liver transplantation 57 153.60±16.39 0.229

(0.820)

51 152.51±13.03 0.345

(0.731)

46 149.39±12.82 0.553

(0.582)
-0.571(0.569)

Others 13 152.46±14.91 11 151.09±8.37 10 146.9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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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aily-life Self-Car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LT : Liver transplantation, LC : Liver Cirrhosis,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Characteristics N
1 Week Self-care

N
1 Month Self-care

N
3 Months Self-care

T (p) or B(S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Indication for LT
Alcoholic LC 24 148.54±13.57 -1.859

(0.067)

20 150.35±12.12 -0.842

(0.403)

20 152.30±10.62 1.506

(0.138)

1.132(0.260)

Non-Alcoholic LC 46 155.91±16.75 42 153.17±12.41 36 146.97±13.67

Post-acute rejection
Yes 23 152.52±13.77 -0.313

(0.755)

18 158.67±8.35 2.766

(0.008)*

13 150.77±12.36 0.581

(0.564)
-0.886(0.377)

No 47 153.81±17.14 44 149.64±12.74 43 148.40±13.06

Number of immunosuppressive agents
≤2 24 149.29±21.57 -1.314

(0.199)

22 152.41±16.21 0.062

(0.951)

19 146.05±14.76 -1.215

(0.230)
-0.465(0.643)≥3 46 155.52±11.93 40 152.18±9.73 37 150.43±11.65

Total number of medication per day -0.219(0.341)
≤15 47 154.04±15.59 0.472

(0.640)

42 151.31±12.99 -0.879

(0.383)

39 148.44±13.27 -0.448

(0.656)
0.633(0.528)≥16 23 152.04±17.16 20 154.25±10.69 17 150.12±12.83

RHDS 0.052(0.040)
Below 25 percentile 16 144.06±14.68 4.704

(0.012)*

10 147.30±14.82 1.277

(0.286)

8 139.25±10.69 2.876

(0.065)

-1.361(0.176)
25-75 percentile 37 154.35±16.43 37 152.38±10.10 33 150.03±13.45 -0.792(0.430)
Above 75 percentile 17 160.06±12.74 15 155.27±15.07 15 151.47±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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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퇴원준비도에 따른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BAASISⒸ)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퇴원준비도에 따른 3개월 동안의 

BAASISⒸ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결과는 <Table 2-2>와 같다.

  주관적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 측정은 3달 시점까지 모두 답변한 대상자 

5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복용차원의 미이행, 즉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 전체에서 응답 시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행군과 미이행군은 시간 차원에서의 답변을 기준으로 구별하였다. 

  퇴원 1달 후 성별과 면역억제제의 종류 수에 따라 이행도의 차이가 

있었다(p=.044, p=.025). 퇴원 1달 후에는 이식 후 경과기간, 재입원 여부, 

현재 입원 사유에 따라 이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9, p=.014, 

p=.026) 퇴원 3달 후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군은 33명(58.9%), 미이행군은 

23명으로(41.1%) 나타났다. 이행군 중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 

이행도가 87.9%였으며, 이식 후 경과일이 30일 이내인 경우가 이행군의 

66.7%를 차지했다. 미이행군에서 재입원을 경험한 대상자는 약 30.4%를 

차지했다. 퇴원 3달 후에는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지, MELD 점수 그룹에 

따라, 이식 후 경과기간, 재입원 여부가 이행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8, p=.030, p=.007, p=.024). 퇴원준비도 그룹에 따른 주관적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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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BAASISⒸ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AASISⒸ: 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 ,      *p<.050

　 1week BAASISⒸ (N=70) 1month BAASISⒸ (N=62) 3month BAASISⒸ (N=56)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N(%) N(%) N(%) N(%) N(%) N(%)
Total 65(92.9%) 5(7.1%) 46(74.2%) 16(25.8%) 33(58.9%) 23(41.1%)
Sex 　 　 　 　 　 　 　 　 　

Male 45(69.2%) 1(20.0%) 4.994

(0.044)*

31(67.4%) 11(68.8%) 0.010

(0.920)

23(69.7%) 15(65.2%) 0.125

(0.724)Female 20(30.8%) 4(80.0%) 15(32.6%) 5(31.3%) 10(30.3%) 8(34.8%)

Age(years) 　 　 　 　 　 　 　
≤55 22(33.8%) 2(40.0%) 0.078

(1.000)

17(37.0%) 4(25.0%) 0.758

(0.384)

10(30.3%) 10(43.5%) 1.025

(0.311)≥56 43(66.2%) 3(60.0%) 29(63.0%) 12(75.0%) 23(69.7%) 13(56.5%)

Marital status 　 　 　 　 　
Single or living alone 12(18.5%) 2(40.0%) 1.346

(0.260)

8(17.4%) 4(25.0%) 0.440

(0.448)

3(9.1%) 9(39.1%) 7.264

(0.007)*Married 53(81.5%) 3(60.0%) 38(82.6%) 12(75.0%) 30(90.9%) 14(60.9%)

Main Caregiver 　 　 　 　 　
Spouse 49(75.4%) 3(60.0%) 0.575

(0.597)

37(80.4%) 10(62.5%) 2.082

(0.182)

29(87.9%) 13(56.5%) 7.108

(0.008)*Others 16(24.6%) 2(40.0%) 9(19.6%) 6(37.5%) 4(12.1%) 10(43.5%)

Economic status 　 　 　 　 　
High 6(9.2%) 0(0.0%) 0.415

(1.000)

4(8.7%) 0(0.05) 2.815

(0.217)

4(12.1%) 0(0%) 4.903

(0.074)
Middle 39(60.0%) 3(60.0%) 29(63.0%) 8(50.0%) 21(63.6%) 12(52.2%)
Low 20(30.8%) 2(40.0%) 13(28.3%) 8(50.05) 8(24.2%) 11(47.8%)

Educational level 　 　 　 　 　
Secondary school or 

below
12(18.5%) 1(20.0%) 0.596

(0.848)

7(15.2%) 5(31.3%) 2.514

(0.276)

8(24.2%) 2(8.7%) 4.052

(0.148)High school 31(47.7%) 3(60.0%) 23(50.0%) 8(50.0%) 17(51.5%) 10(43.5%)
College or above 22(33.8%) 1(20.0%) 16(34.8%) 3(18.8%) 8(24.2%) 1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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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BAASISⒸ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p<.050

1week BAASISⒸ (N=70) 1month BAASISⒸ (N=62) 3month BAASISⒸ (N=56)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Adher
ence χ2 (p)

Adherence
Non-Adher

ence χ2 (p)
Adherence

Non-Adher
ence χ2 (p)

N(%) N(%) N(%) N(%) N(%) N(%)
Current Alcohol use 　 　 　 　 　 　 　 　

Yes 11(16.9%) 0(0.0%) 1.004
(0.316)

9(19.6%) 1(6.3%) 1.556
(0.212)

6(18.2%) 4(17.4%) 0.006
(0.939)No 54(83.1%) 5(8.5%) 37(80.4%) 15(93.8%) 27(81.8%) 19(82.6%)

Current Smoker 　 　 　 　 　
Yes 3(4.6%) 0(0.0%) 0.241

(0.623)
2(4.3%) 1(6.3%) 0.093

(0.760)
2(6.1%) 1(4.3%) 0.078

(0.779)No 62(95.4%) 5(100.0%) 44(95.7%) 15(93.8%) 31(93.9%) 22(95.7%)
Self-Efficacy 　 　 　 　 　

Below 50 percentile 29(44.6%) 4(80.0%) 2.333
(0.181)

19(41.3%) 8(50.0%) 0.365
(0.546)

17(51.5%) 10(43.5%) 0.123
(0.726)Above 50 percentile 36(55.4%) 1(20.0%) 27(58.7%) 8(50.0%) 16(48.5%) 13(56.5%)

Discharge Education at 　 　 　 　 　
The day of 
discharge

19(29.2%) 0(0.0%)
5.337

(0.062)

14(30.4%) 2(12.5%)
2.006

(0.408)

11(33.3%) 2(8.7%)
5.207

(0.074)1~3 day before 34(52.3%) 2(40.0%) 22(47.8%) 10(62.5%) 16(48.5%) 13(56.5%)
1 week before 12(18.5%) 3(60.%) 10(21.7%) 4(25.0%) 6(18.2%) 9(34.8%)

Discharge Edu. With caregiver 　 　 　 　
Yes 43(66.2%) 4(80.0%) 0.403

(1.000)
33(71.7%) 10(62.5%) 0.477

(0.538)
23(69.7%) 17(73.9%) 0.118

(0.731)No 22(33.8%) 1(20.0%) 13(28.3%) 6(37.5%) 10(30.3%) 6(26.1%)
Discharge edu. Feedback 　 　 　 　 　

Yes 57(87.7%) 5(100.0%) 0.695
(1.000)　

43(93.5%) 13(81.3%) 2.031
(0.172)　

31(93.9%) 21(91.3%) 0.142
(1.000)　No 8(12.3%) 0(0.0%) 3(6.5%) 3(18.8%) 2(6.1%) 2(8.7%)

Graft type 　 　 　 　 　
Deceased donor 8(12.3%) 1(20.0%)

0.943
(0.791)

5(10.9%) 2(12.5%)
0.802

(0.739)

2(6.1%) 5(21.7%)
4.555

(0.086)
Living related 45(69.2%) 3(60.0%) 33(71.7%) 10(62.5%) 29(81.8%) 13(56.5%)
Living unrelated 12(18.5%) 1(20.0%) 8(17.4%) 4(25.0%) 4(12.1%) 5(21.7%)



35

<Table 2-2> BAASISⒸ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CTP : Child-Turcotte-Pugh, MELD : Model of End-stage Liver disease   *p<.050

　 1week BAASISⒸ (N=70) 　1month BAASISⒸ (N=62) 3month BAASISⒸ (N=56)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N(%) N(%) N(%) N(%) N(%) N(%)
ABO compatibility 　 　 　 　

Yes 33(50.8%) 4(80.0%) 1.592

(0.361)

21(45.7%) 10(62.5%) 1.348

(0.246)

17(51.5%) 11(47.8%) 0.074

(0.786)No 32(49.2%) 1(20.0%) 25(54.3%) 6(37.5%) 16(48.5%) 12(52.2%)

CTP 　 　 　 　 　 　 　
A(5~6) 29(44.6%) 1(20.0%) 3.596

(0.145)

21(45.7%) 5(31.3%) 2.355

(0.305)

17(51.5%) 5(21.7%) 5.123

(0.077)
B(7~9) 15(23.1%) 0(0.0%) 12(26.1%) 3(18.8%) 7(21.2%) 7(30.4%)
C(10~15) 21(32.3%) 4(80.0%) 13(28.3%) 8(50.0%) 9(27.3%) 11(47.8%)

MELD score 　 　 　 　 　
≤9 20(30.8%) 0(0.0%)

3.902

(0.182)

17(37.0%) 2(12.5%)
4.081

(0.254)

15(45.5%) 3(13.0%)
8.682

(0.030)*

10~19 25(38.5%) 4(80.0%) 17(37.0%) 8(50.0%) 12(36.4%) 10(43.5%)
20~29 12(18.5%) 0(0.0%) 6(13.0%) 4(25.0%) 4(12.1%) 4(17.4%)
30~40 8(12.3%) 1(20.0%) 6(13.0%) 2(12.5%) 2(6.1%) 6(26.1%)

Post-transplantation days 　 　 　 　
<=30 34(52.3%) 1(20.0%) 3.120

(0.179)

26(56.5%) 5(31.3%) 6.411

(0.029)*

22(66.7%) 7(30.4%) 9.595

(0.007)*
31~90 22(33.8%) 2(40.0%) 17(37.0%) 6(37.5%) 10(30.3%) 10(43.5%)
>=90 9(13.8%) 2(40.0%) 3(6.5%) 5(31.3%) 1(3.0%) 6(26.1%)

Readmission 　 　 　 　 　
Yes 11(16.9%) 1(20.0%) 0.031

(1.000)

4(8.7%) 6(37.5%) 7.281

(0.014)*

2(6.1%) 7(30.4%) 5.970

(0.024)*No 54(83.1%) 4(80.0%) 42(91.3%) 10(62.5%) 31(93.9%) 16(69.6%)

Current admission for 　 　 　 　 　
Liver transplantation 53(81.5%) 4(80.0%) 0.007

(1.000)

41(89.1%) 10(62.5%) 5.769

(0.026)*

30(90.9%) 16(69.6%) 4.209

(0.073)Others 12(18.5%) 1(20.0%) 5(10.9%) 6(37.5%) 3(9.1%) 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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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BAASISⒸ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LT : Liver transplantation, LC : Liver Cirrhosis,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1week BAASISⒸ (N=70) 　1month BAASISⒸ (N=62) 3month BAASISⒸ (N=56)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N(%) N(%) N(%) N(%) N(%) N(%)
Indication for LT 　 　 　 　 　

Alcoholic LC 23(35.4%) 1(20.0%) 0.488

(0.654)

15(32.6%) 5(31.3%) 0.010

(0.920)

11(33.3%) 9(39.1%) 0.198

(0.656)Non-Alcoholic LC 42(64.6%) 4(80.0%) 31(67.4%) 11(68.8%) 22(66.7%) 14(60.9%)

Post-acute rejection 　 　 　 　 　
Yes 22(33.8%) 1(20.0%) 0.403

(1.000)

12(26.1%) 6(37.5%) 0.750

(0.523)

6(18.2%) 7(30.4%) 1.142

(0.285)No 43(66.2%) 4(80.0%) 34(73.9%) 10(62.5%) 27(81.8%) 16(69.6%)

Number of immunosuppressive agents　 　 　
≤2 20(30.8%) 4(80.0%) 4.994

(0.025)*

17(37.0%) 5(31.3%) 0.169

(0.681)

12(36.4%) 7(30.4%) 0.213

(0.645)≥3 45(69.2%) 1(20.0%) 29(63.0%) 11(68.8%) 21(63.6%) 16(69.6%)

Total number of medication per day 　 　 　
≤15 44(67.7%) 3(60.0%) 0.125

(1.000)

32(69.6%) 10(62.5%) 0.271

(0.603)

24(72.7%) 15(65.2%) 0.362

(0.548)≥16 21(32.3%) 2(40.0%) 14(30.4%) 6(37.5%) 9(27.3%) 8(34.8%)

RHDS
Below 25 percentile 14(21.5%) 2(40.0%) 2.778

(0.249)

4(8.7%) 6(37.5%) 6.679

(0.034)*

4(12.1%) 4(17.4%) 1.832

(0.442)
25-75 percentile 36(55.4%) 1(20.0%) 29(63.0%) 8(50.0%) 18(54.5%) 15(65.2%)
Above 75 percentile 15(23.1%) 2(40.0%) 13(28.3%) 2(12.5%) 11(33.3%)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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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퇴원준비도에 따른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CV)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 퇴원준비도에 따른 3개월 

동안의 CV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결과는 <Table 2-3>와 같다.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3달 시점까지 완벽하게 면역억제제 혈중 농도 

값이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기간 내 임상적 이유로 

주면역억제제 복용을 중단한 대상자 3명을 제외하여 총 53명을 분석하였다. 

퇴원 후 1주에는 MELD그룹에 따라 CV로 측정한 약물복용 이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3), 퇴원 후 1달에는 돌봄 제공자,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이행도 차이가 있었다(p=.048, p=.005). 이식 후 경과기간은 퇴원 3달 

후에도 이행도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이행군의 58.6%가 퇴원 시 이식 후 

경과기간이 30일 이내였다(p=.050). 퇴원 3달 후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군은 

29명(54.7%), 미이행군은 24명으로(45.3%) 나타났다. 퇴원준비도 그룹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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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V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p<.050

　 1week CV (N=69) 1month CV (N=59) 3month CV (N=53)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N(%) N(%) N(%) N(%) N(%) N(%)

Total 39(56.52%) 30(40.48%) 36(61.01%) 23(38.98%) 29(54.7%) 24(45.3%)
Sex 　 　 　 　 　

Male 26(66.7%) 19(63.3%)　 0.083
(0.773)

25(69.4%) 16(69.6%) 0.000
(0.992)

20(69.0%) 17(70.8%) 0.022
(0.883)Female 13(33.3%) 11(36.7%) 11(30.6%) 7(30.4%) 9(31.0%) 7(29.2%)

Age(years)
≤55 16(41.0%) 7(23.3%) 2.388

(0.122)
14(38.9%) 7(30.4%) 0.438

(0.508)
12(41.4%) 8(33.3%) 0.362

(0.547)≥56 23(59.0%) 23(76.7%) 22(61.1%) 16(69.6%) 17(58.6%) 16(66.7%)
Marital status

Single or living alone 9(23.1%) 5(16.7%) 0.431
(0.512)

9(25.0%) 2(8.7%) 2.460
(0.174)

8(27.6%) 3(12.5%) 1.817
(0.308)Married 30(76.9%) 25(83.35) 27(75.0%) 21(91.3%) 21(72.4%) 21(87.5%)

Main Caregiver
Spouse 27(69.2%) 24(80.0%) 1.020

(0.313)
25(69.4%) 21(91.3%) 3.904

(0.048)*
20(69.0%) 21(87.5%) 2.576

(0.109)Others 12(30.8%) 6(20.0%) 11(30.6%) 2(8.7%) 9(31.0%) 3(12.5%)
Economic status

High 2(5.1%) 4(13.3%)
2.071

(0.354)

2(5.6%) 2(8.7%)
1.020

(0.628)

1(3.4%) 3(12.5%)
1.518

(0.529)Middle 25(64.1%) 15(50.0%) 23(63.9%) 12(52.2%) 18(62.1%) 13(54.2%)
Low 12(30.8%) 11(36.7%) 11(30.6%) 9(39.1%) 10(34.5%) 8(33.3%)

Educational level
Secondary school or 
below 6(15.4%) 7(23.3%)

1.329
(0.515)

5(13.9%) 6(26.1%)
1.438

(0.529)

2(6.9%) 7(29.2%)
4.444

(0.118)High school 18(46.2%) 15(50.0%) 19(52.8%) 11(47.8%) 16(55.2%) 10(41.7%)
College or above 15(38.5%) 8(26.7%) 12(33.3%) 6(26.1%) 11(37.9%) 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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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V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1week CV (N=69) 1month CV (N=59) 3month CV (N=53)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N(%) N(%) N(%) N(%) N(%) N(%)
Current Alcohol use 　 　 　 　 　 　

Yes 8(20.5%) 3(10.0%) 1.398

(0.327)

6(16.7%) 4(17.4%) 0.005

(1.000)

5(17.2%) 5(20.8%) 0.111

(1.000)No 31(79.5%) 27(90.0%) 30(83.3%) 19(82.6%) 24(82.8%) 19(79.2%)

Current Smoker
Yes 1(2.6%) 2(6.7%) 0.686

(0.576)

1(2.8%) 2(8.7%) 1.018

(0.554)

2(6.9%) 1(4.2%) 0.183

(1.000)No 38(97.4%) 28(93.3%) 35(97.2%) 21(91.3%) 27(93.1%) 23(95.8%)

Self-Efficacy
Below 50 percentile 18(46.2%) 16(53.3%) 0.350

(0.631)

15(41.7%) 12(52.2%) 0.624

(0.593)

15(51.7%) 12(50.0%) 0.016

(0.901)Above 50 percentile 21(53.8%) 14(46.7%) 21(58.3%) 11(47.8%) 14(48.3%) 12(50.0%)

Discharge Education at
The day of discharge 9(23.1%) 11(36.7%) 2.069

(0.355)

9(25.0%) 7(30.4%) 2.378

(0.305)

8(27.6%) 5(20.8%) 0.637

(0.727)
1~3 day before 22(56.45) 12(40.0%) 21(58.3%) 9(39.1%) 15(51.7%) 12(50.0%)
1 week before 8(20.5% 7(23.3%) 6(16.7%) 7(30.4%) 6(20.7%) 7(29.2%)

Discharge Edu. With caregiver 　 　 　
Yes 29(74.4%) 16(53.3%) 3.305

(0.069)

25(69.4%) 16(69.6%) 0.000

(0.992)

22(75.9%) 16(66.7%) 0.547

(0.459)No 10(25.6%) 14(46.7%) 11(30.6%) 7(30.4%) 7(24.1%) 8(33.3%)

Discharge edu. Feedback
Yes 35(89.7%) 26(86.7%) 0.157

(0.720)

33(91.7%) 20(87.0%) 0.341

(0.669)

27(93.1%) 22(91.7%) 0.039

(1.000)No 4(10.3%) 4(13.3%) 3(8.3%) 3(13.0%) 2(6.9%) 2(8.3%)

Graft type
Deceased donor 6(15.4%) 1(3.3%) 3.331

(0.189)

4(11.1%) 1(4.3%) 0.762

(0.821)

5(17.2%) 0(0.00%) 4.608

(0.111)
Living related 27(69.2%) 21(70.0%) 25(69.4%) 17(73.9%) 20(69.0%) 19(79.2%)
Living unrelated 6(15.4%) 8(26.7%) 7(19.4%) 5(21.7%) 4(13.8%) 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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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V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CTP : Child-Turcotte-Pugh, MELD : Model of End-stage Liver disease,     *p<.050

　 1week CV (N=69) 1month CV (N=59) 3month CV (N=53)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Adherence

Non-

Adherence χ2 (p)

N(%) N(%) N(%) N(%) N(%) N(%)
ABO compatibility

Yes 20(51.3%) 15(50.0%) 0.011

(0.916)

17(47.2%) 12(52.2%) 0.138

(0.711)

13(44.8%) 13(54.2%) 0.458

(0.498)No 19(48.7%) 15(50.0%) 19(52.8%) 11(47.8%) 16(55.2%) 11(45.8%)

CTP
A(5~6) 13(33.3%) 18(60.0%) 4.904

(0.086)

15(41.7%) 11(47.8%) 0.369

(0.832)

9(31.0%) 13(54.2%) 2.895

(0.235)
B(7~9) 10(25.6%) 5(16.7%) 9(25.0%) 6(26.1%) 9(31.0%) 5(20.8%)
C(10~15) 16(41.0%) 7(23.3%) 12(33.3%) 6(26.1%) 11(37.9%) 6(25.0%)

MELD score
≤9 11(28.2%) 9(30.0%)

10.503

(0.013)*

12(33.3%) 7(30.4%)
2.341

(0.525)

9(31.0%) 9(37.5%)
2.086

(0.592)

10~19 12(30.8%) 18(60.0%) 13(36.1%) 11(47.8%) 10(34.5%) 11(45.8%)
20~29 9(23.15) 3(10.0%) 5(13.9%) 4(17.4%) 5(17.2%) 2(8.3%)
30~40 7(17.9%) 0(0.0% 6(16.7%) 1(4.3%) 5(17.2%) 2(8.3%)

Post-transplantation days 　 　 　 　 　 　
<=30 19(48.7%) 15(50.0%) 3.906

(0.143)

20(55.6%) 10(43.5%) 10.281

(0.005)*

17(58.6%) 11(45.8%) 6.181

(0.050)*
31~90 11(28.2%) 13(43.3%) 8(22.2%) 13(56.5%) 6(20.7%) 12(50.0%)
>=90 9(23.1%) 2(6.7%) 8(22.2%) 0(0.0%) 6(20.7%) 1(4.2%)

Readmission 　 　 　 　 　
Yes 10(25.6%) 3(10.0%) 2.713

(0.100)

9(25.0%) 1(4.3%) 4.252

(0.072)

6(20.7%) 3(12.5%) 0.625

(0.487)No 29(74.4%) 27(90.0%) 27(75.0%) 22(95.7%) 23(79.3%) 21(87.5%)

Current admission for 　 　 　 　 　 　 　 　
Liver transplantation 29(74.4%) 26(86.7%) 1.588

(0.208)

27(75.0%) 21(91.3%) 2.460

(0.174)

23(79.3%) 20(83.3%) 0.139

(1.000)Others 10(25.6%) 4(13.3%) 9(25.0%) 2(8.7%) 6(20.7%)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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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V medication adherence after discharg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LT : Liver transplantation, LC : Liver Cirrhosis,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1week CV (N=69) 1month CV (N=59) 3month CV (N=53)

Characteristics
Adherence

Non-Adher

ence χ2 (p)
Adherence

Non-Adher

ence χ2 (p)
Adherence

Non-Adher

ence χ2 (p)

N(%) N(%) N(%) N(%) N(%) N(%)
Indication for LT 　 　 　 　 　 　

Alcoholic LC 13(33.3%) 10(33.3%) 0.000

(1.000)

11(30.6%) 9(39.1%) 0.461

(0.497)

11(37.9%) 9(37.5%) 0.001

(0.974)Non-Alcoholic LC 26(66.7%) 20(66.7%) 25(69.4%) 14(60.9%) 18(62.1%) 15(62.5%)

Post-acute rejection 　 　 　 　 　 　
Yes 13(33.3%) 10(33.3%) 0.000

(1.000)

12(33.3%) 6(26.1%) 0.348

(0.555)

9(31.0%) 4(16.7%) 1.464

(0.226)No 26(66.7%) 20(66.7%) 24(66.7%) 17(73.9%) 20(69.0%) 20(83.3%)

Number of immunosuppressive agents 　 　 　 　 　 　
≤2 15(38.5%) 9(30.0%) 0.535

(0.464)

11(30.6%) 10(43.5%) 1.022

(0.312)

9(31.0%) 9(37.5%) 0.245

(0.621)≥3 24(61.5%) 21(70.0%) 25(69.4%) 13(56.5%) 20(69.0%) 15(62.5%)

Total number of medication per day 　 　 　 　 　 　
≤15 26(66.7%) 21(70.0%) 0.087

(0.768)

26(72.2%) 15(65.2%) 0.325

(0.569)

23(79.3%) 15(62.5%) 1.829

(0.176)≥16 13(33.3%) 9(30.0%) 10(27.8%) 8(34.8%) 6(20.7%) 9(37.5%)

RHDS
Below 25 percentile 9(23.1%) 7(23.3%) 0.002

(0.999)

7(19.4%) 3(13.0%) 1.550

(0.488)

5(17.2%) 3(12.5%) 0.387

(0.928)
25-75 percentile 21(53.8%) 16(53.3%) 19(52.8%) 16(69.6%) 17(58.6%) 14(58.3%)
Above 75 percentile 9(23.1%) 7(23.3%) 10(27.8%) 4(17.4%) 7(24.1%) 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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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시점에 따른 자가간호의 변화

  본 연구 대상자의 시점 흐름에 따른 일상생활 자가간호, 주관적, 객관적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 대한 결과는 <부록7>와 같다. 자가간호는 시점에 

따라 1주 70명, 1달 62명, 3달 시점에 56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1주 측정 시점에 ‘일상생활’ 영역이 평균 

5.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처 및 배액관 관리 영역의 ‘복대 착용’이 

3.52점으로 가장 낮으며 연구 측정 시점 전체에서도 가장 낮았다. ‘외래 

방문 및 검사’영역이 1달, 3달 측정 시점에 각각 평균 4.86, 4.89점으로 

가장 높았다. ‘외래 방문’ 영역과 ‘식사’영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감염 예방’, ‘복대 착용’, '수면’, ‘일상생활 

관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감소하였다. 약물복용은 1달 시점이 1주 

측정시점보다 잘 지켜졌으나 3달 측정시점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BAASISⒸ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억제제 복용 시간을 처방대로 지킨 이행군이 퇴원 후 1주 

65명(92.9%)에서 1달 46명(74.2%), 3달에 33명(58.9%)으로 감소하였다. 

CV값을 이용해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군은 1주 시점에 39명(56.5%), 

1달 시점 36명(61.0%)으로 증가하였으나 3달 시점에는 29명(54.7%)으로 

확인되었다. 이행군의 CV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평균값이 15.80에서 

20.18로 증가하였다. 퇴원 후 1주의 평균 CV값은 44.79에서 3달에 

42.10으로 감소하였다. 두 방법으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미이행군은 퇴원 

3달 후 각각 41.1%, 45.3%로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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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일상생활 자가간호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자가간호 행위의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1>과 같다. 퇴원준비도와 일상생활 자가간호에 유의한 변수인 

돌봄제공자, 자기효능감, 이식 후 경과일, 거부반응경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였다. 

  위의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상, 중, 하로 나눈 퇴원준비도는 일상생활 

자가간호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않았다. 퇴원준비도를 그룹이 아닌 점수 

총점을 요인으로 보았을 때, 퇴원준비도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는 0.291만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또한 3개월 

시점에 퇴원준비도 점수는 1점 증가할 때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가 퇴원 

1주 후에 비해 0.164점만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5). 

각 시점에 따른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정변수 

중 거부반응을 경험하지 않은 수혜자 그룹이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가 

7.066점만큼 낮았다(p=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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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HDS Total influencing Daily-life Self-Care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Characteristics B SE t p 95% CI

3month 23.174 13.961 1.660 0.099 (-4.438, 50.787)

1month 16.212 13.644 1.188 0.237 (-10.773, 43.199)

1week(Ref.) 　 　 　 　

Caregiver(Ref=Spouse) -4.910 3.235 -1.516 0.135 (-11.380, 1.569)

Post-transplantation days 0.007 0.019 0.396 0.693 (-0.031, 0.047)

Acute rejection(Ref=Yes) -7.066 2.971 -2.422 0.018* (-12.898, -1.234)

Sex(Ref=Male) 3.338 2.884 1.157 0.252 (-2.433, 9.110)

Age -0.007 0.141 -0.052 0.959 (-0.290, 0.275)

Self-efficacy group
(Ref=below 50 percentile) 2.544 3.097 0.821 0.415 (-3.654, 8.743)

RHDS total 0.291 0.071 4.084 <0.001* (0.109, 0.388)

3m*RHDS total -0.164 0.080 -2.028 0.045* (-0.320, -0.005)

1m*RHDS total -0.106 0.079 -1.347 0.180 (-0.260, 0.050)

1wk*RHDS tota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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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BAASISⒸ)에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

  본 연구 대상자의 BAASISⒸ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2>과 같다. 퇴원준비도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 유의한 변수인 돌봄 제공자, 자기효능감, 이식 후 

경과일, 거부반응경험 유무, MELD score, 재입원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모델의 유의성 검정 결과 p=0.005로 적어도 하나 유의한 

변수가 있었다. 다른 변수를 보정했을 때, 유의수준 95%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할 확률이 0.094배로 

낮고(p=0.041), MELD 30~40점인 그룹이 9점 이하인 그룹에 비해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할 확률이 0.056배 낮았다(p=0.025).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의 이행도가 낮게 나온 것은 단순 통계적인 결과일 수도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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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HDS group influencing BAASISⒸ medication adherence 

MELD : Model of End-stage Liver disease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p<.050

Characteristics Odds
Ratio p 95% CI

Sex (Ref=Male) 0.621 0.647 (0.081, 4.768)

Age 1.088 0.128 (0.946, 1.213)

Caregiver (Ref=Spouse) 0.334 0.335 (0.036, 3.101)

Self-efficacy group
(Ref=below 50 percentile) 0.094 0.041* (0.010, 0.906)

Post-transplantation days 0.998 0.801 (0.980, 1.016)

Acute rejection(Ref=Yes) 0.275 0.191 (0.040, 1.904)

MELD score (Ref≤9)

10~19 0.201 0.123 (0.026, 1.539)

20~29 0.515 0.644 (0.031, 8.610)

30~40 0.056 0.025* (0.005, 0.701)

Readmission(Ref=No) 0.081 0.156 (0.003, 2.620)

RHDS group (Ref=below 25%)

25~75% 1.948 0.613 (0.147, 25.824)

Above 75% 8.346 0.215 (0.292, 23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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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CV) 영향요인으로서의 퇴원준비도

  본 연구 대상자의 CV로 측정한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3>과 같다. 퇴원준비도와 주관적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에 유의한 변수인 돌봄 제공자, 자기효능감, 이식 후 

경과일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모델의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p=0.712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Table 3-3> RHDS group influencing CV medication adherence 

RHDS :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Characteristics Odds
Ratio p 95% CI

Sex (Ref=Male) 0.823 0.785 (0.204, 3.331)

Age 1.003 0.928 (0.931, 1.082)

Caregiver (Ref=Spouse) 3.089 0.223 (0.504, 18.946)

Self-efficacy group
(Ref=below 50 percentile) 1.299 0.724 (0.304, 5.553)

Post-transplantation days 1.003 0.517 (0.993, 1.014)

Acute rejection(Ref=Yes) 2.902 0.174 (0.624, 13.498)

RHDS group (Ref=below 25%)

25~75% 0.811 0.824 (0.128, 5.141)

Above 75% 1.001 0.999 (0.099, 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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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에 따른 자가간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퇴원준비도를 확인하는 첫 시도로서, 병원에서 집으로의 퇴원에 

앞서 준비도를 확인하고, 퇴원 후 자가간호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이식 수혜자는 남성이 64%, 여성이 36%으로 남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2018년 장기이식통계연보에서 간이식 수혜자인 

남자가 61%인 것과 비슷한 수치였다. 여전히 대부분은 남자 수혜자가 많지만 

2014년 연구에서는 간이식 수혜자 중 남자가 76.3%(김현경 et al., 2015), 

77.1%였으나(송정미, 2015), 2018년에는 68%로 감소했으며(문소정, 

2018), 본 연구에서도 64%로 확인되는 등 남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여성 간이식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은 

56세 이상 대상자가 6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선행연구에서 간이식 

수혜자의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두윤숙, 2005; 윤지선, 2007; 이정은, 2004; 이태경 & 강인순, 

2016). 본 연구에서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간이식을 받은 경우가 32.0%로, 

전경옥(2018)에 따르면 2016년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이식을 받은 경우가 

19.5%이며, 장기이식통계연보 따르면 2018년 21.6%로 증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경우는 32%를 차지하여 송정미(2014)의 22.9%, 윤지선(2017)의 

15.8%, Paterno et al.(2014)의 13.8%보다 높은 비율로,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45.3%, 간장응급도를 나타내는 

MELD score가 40점 만점 중 14점의 대표값을 나타냈으며, 20점 이상의 

그룹이 33.4%를 차지하는 등 이식 전 간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수혜자도 

면역학 및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이식이 가능해졌음을 

확인했다(이승규, 2005). MELD는 수혜자의 질병의 중증도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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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사망 가능성의 지표이며 15점 이상은 응급 뇌사자 이식 대기 

등록 기준으로서(Grogan, 2011), 본 연구의 대상자 중 MELD 20점 이상이 

33.4%를 차지하는 것은 이식 전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가 약 1/3을 차지하며, 

해당 수혜자는 회복 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퇴원 

후 1년 이내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입원 비율은 17.3%였으며, 퇴원 3개월 

이내의 수혜자 대상 연구에서도 15.8%의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다(윤지선 

et al., 2017). 선행연구에서는 30일 이내 재입원이 41%, 1년 이내 재입원이 

69%를 차지했으며(Paterno et al., 2014), 횡단적 연구에서도 40~60%를 

차지했다(Kothari et al., 2016; 김현경 et al., 2015; 두윤숙, 2005; 송정미, 

2015). 이는 본 연구가 적은 대상자 수로 인해 낮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이식 수혜자는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 퇴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김현경(2015)의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고, 여러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 

퇴원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Nurhayati, 

Songwathana, & Vachprasit, 2019; Weiss et al., 2007; Weiss et al., 

2017; 권희경, 2017).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전미경과 

박연환(2016)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성, 특히 배우자의 역할은 자가간호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센터의 의료진들은 

간이식 수혜자의 회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돌봄 제공자를 만나게 되므로, 

돌봄 제공자를 퇴원 전 준비도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식 후 경과일이 적을수록, 

급성 거부반응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퇴원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특정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므로(Bandura, 1977), 정의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적 능력이 있고 정서적 안정 상태로 

퇴원 전 준비 정도가 높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급성 거부반응을 경험할수록 퇴원준비도가 낮았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길다는 것은 수혜자의 회복력이 낮거나, 이식 후 합병증 

및 급성 거부반응을 경험하여 재원기간이 연장된 것일 수 있고 (Pinero et 

al., 2015), 외과 수술을 경험한 수혜자의 퇴원 준비도 점수가 내과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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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Weiss et al., 2007), 이는 외과적 수술로 인한 

통증 및 기력저하로 인한 낮은 ‘개인적 상태’ 가 퇴원 준비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간이식을 받은 수혜자가 퇴원 

준비도가 낮고 재음주 등의 문제로 자가간호 수행을 잘 못하여(전경옥, 

2018), 재입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되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추후 대상자의 수를 크게 하여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퇴원준비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를 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1주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이식 수혜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가간호에 대한 인지도 및 

이행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이태경 & 

강인순, 2016), 이전 연구에서 퇴원준비도는 퇴원 후 대처어려움이나 

재입원과의 관계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Weiss et al., 2007), 일상생활 

자가간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퇴원 전 전반적인 준비도 향상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퇴원 전 준비도를 높임으로써 3개월 후 이행도가 감소하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진은 준비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거부반응을 경험한 간이식 수혜자가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퇴원준비도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일상생활 자가간호는 더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재이식을 경험한 

대상자가 치료지시 이행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문소정, 2018). 간이식 후 급성 거부반응은 간 효소와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 미열, 피로, 황달 등의 증상을 경험하므로 수혜자는 이식 후 관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치료기간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거부반응 예방을 

위한 자가간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으며 인지도가 향상되어(하희선, 

2017), 일상생활 자가간호 증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급성 거부반응을 경험한 수혜자들의 퇴원준비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일상생활 자가간호 수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준비도가 BAASISⒸ와 면역억제제 혈중 농도의 CV값을 

통해 확인한 약물복용 이행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퇴원 후 3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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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복용 미이행이 약 40%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소아 장기 이식 수혜자의 퇴원 준비도가 높을수록 3개월 후 투약 이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rret et al., 2015). 해당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ASISⒸ 도구와 유사한 이분형 도구로 측정하였으나, 결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아와 성인이라는 대상자 특성의 차이가 있으며, 대상자의 수를 

늘려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이식 후 경과기간이 적을수록 퇴원 후 1달, 3달 

때의 이행군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식 후 경과기간에 따라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reenstein & Siegal, 

1998). 본 연구에서 BAASISⒸ로 확인한 약 40%의 면역억제제 복용 

미이행은 모두 처방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차이 나게 복용한 경우로, 시간에 

대한 미이행은 결과적으로 측정되는 Tacrolimus trough level의 변동성을 

높이므로(Charlton et al., 2018),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퇴원 전에 

정확한 용량 복용의 중요성만큼 강조해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복용 

이행도가 중요한 약물의 복용 시간을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알려주어 

이행도 증진을 꾀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Hedegaard et al., 2015; 

Kessler et al., 2018; Morawski et al., 2018; Park, Li, Howren, Tsao, 

& De Vera, 2019), 추후 간이식 수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일상생활 자가간호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퇴원준비도를 향상 

시키고, 일상생활 자가간호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의 영향요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낮은 이행도가 예측되는 수혜자에게 적극적으로 중간 교육 및 

이행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간호사와 환자가 함께 퇴원준비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추가로 개발되어 

퇴원준비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Weiss et 

al., 2010). 간호사의 평가가 환자의 자가 평가보다 퇴원 후 재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에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어, 추후 수혜자의 객관적인 

준비도 사정을 위해 건강 관리자를 포함하여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Weiss et al., 2010).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 

퇴원교육의 질은 퇴원준비도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교육의 질은 시간, 

장소, 내용, 제공자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권희경, 2017). Y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이식을 받고 퇴원하는 수혜자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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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교육을 퇴원 당일이나 2~3일 전 진행하고, 돌봄 제공자와 함께 교육을 

제공했으나 퇴원준비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추후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퇴원교육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중 어떤 항목이 

준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서 퇴원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한 선형 혼합 모형이나 회귀 

분석 시 100명 이하의 적은 대상자 수로 유의한 예측요인을 도출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 대학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퇴원하는 간이식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이식 수혜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 퇴원준비도의 영향요인인 퇴원교육의 질에 대한 항목이 본 연구에서

는 자세히 확인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종단적 연구 설계이나 퇴원 후 

3달은 장기간의 자가간호를 예측하는데 그 기간이 짧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간이식 수혜자와, 다양한 기관의 장기이식

센터 간이식 수혜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3개월 이후의 장기적인 시점까

지 종단적으로 확인하여 자가간호에 유의한 예측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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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와 자가간호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고 자가간호의 예측요인으로서 퇴원준비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퇴원준비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 점수는 높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3개월 시점에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도는 BAASISⒸ와 CV값을 이용한 

두 방법의 결과 모두 약 40%의 미이행을 확인하였다. 이식 후 급성 

거부반응을 경험한 대상자는 시점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자가간호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이식 수혜자는 퇴원준비도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 자가간호 이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나 특히 1주에 비해 

3개월 시점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퇴원준비도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퇴원준비도가 면역억제제 복용 

이행도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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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교육, 실무, 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를 통하여 간이식 수혜자는 돌봄 제공자가 있을수록 퇴원준비도가 

높고, 퇴원준비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퇴원 전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퇴원교육에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돌봄 대상자를 가진 수혜자를 위한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2)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를 통해 3개월 시점에 일상생활 자가간호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면역억제제 복용 미이행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퇴원 전에 이뤄지는 교육 이외에도 퇴원 후 1~3개월의 외래 방문 시 해당 

기간의 간이식 수혜자에게 복용 이행도를 반드시 사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가간호 중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상담 및 중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간호연구 측면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와 장기적인 자가간호 예측요인으로서 

퇴원준비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종단적 연구와 

대상자의 수와 기관을 확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와 

간이식 수혜자가 함께 퇴원준비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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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간이식 수혜자의 퇴원준비도 (N=75)

Questions Mean SD

Personal
Status

1.   Physical readiness 7.84 2.35

2.   Pain/discomfort 7.29 2.68

3.   Strength 6.64 2.16

4.   Energy 7.27 2.13

5.   Emotionally ready 8.59 1.90

6.   Physical ability for self-care 8.13 2.38

Total 7.67 1.59

Knowledge

7.   Knowledge of self-care 8.43 1.79

8.   Knowledge of personal needs 8.76 1.72

9.   Knowledge of medical needs 8.29 1.73

10.   Knowledge of complications 7.75 2.06

11.   Knowledge of when to call for
      problems 8.59 1.72

12.   Knowledge of restrictions 7.84 2.30

13.   Knowledge of follow-up plan 6.75 2.89

14.   Knowledge of resources 5.65 3.44

Total 7.76 1.58

Coping 
Ability

15.   Ability to handle demands 8.05 1.83

16.   Ability to perform personal care 8.43 1.97

17.   Ability to perform medical 
      treatments 8.48 1.93

Total 8.32 1.67

Expected 
Support

18.   Emotional support at home 8.17 2.00

19.   Help with care at home 8.64 1.76

20.   Help with household activities 7.89 2.49

21.   Help with medical care 8.40 2.23

Total 8.28 1.86

RHDS Total (Max 210) 165.88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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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대상자의 자가간호 

Self-cafe
1 Week (N=70) 1 Month (N=62) 3 Months (N=56) 　

M±SD or N(%) M±SD or N(%) M±SD or N(%) t(p)

Daily-life

Self-care

1. OPD visit(15) 14.51±1.27 14.58±1.06 14.66±1.08 -0.250(0.803)

2. Infection Prevention(50) 36.84±6.45 36.34±5.11 35.32±5.33 0.710(0.479)

3. Wound & Drain 

Management(5)
3.52±1.55 2.65±1.43 1.98±1.45 3.806(<0.001)

4. Sleep(15) 11.01±3.01 11.08±2.89 10.57±2.81 -0.064(0.949)

5. Dietary management(35) 28.30±4.17 28.21±4.29 28.75±4.01 0.231(0.818)

6. Take medication(35) 29.96±3.53 30.50±2.55 29.61±2.76 -1.030(0.305)

7. Life management(35) 29.23±3.32 28.90±3.57 28.21±3.75 0.629(0.531)

Total (190) 153.39±16.03 152.26±12.29 148.95±12.83 0.910(0.365)

Medication

Adherence

BAASISⒸ Adherence 65(92.9%) 46(74.2%) 33(58.9%)

Non-Adherence 5(7.1%) 16(25.8%) 23(41.1%)

N(%) M±SD N(%) M±SD N(%) M±SD

CV

Adherence 

(CV≤30%)
39(56.5%) 15.80±6.85 36(61.0%) 18.45±7.21 29(54.7%) 20.18±7.26

Non-Adherence

(CV>30%)
30(40.5%) 44.79±13.42 23(39.0%) 43.76±9.42 24(45.3%) 42.10±9.80

CV total 69 28.40±17.68 59 28.31±14.84 53 30.11±13.86 　



95

ABSTRACT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and Post-Discharge 

Self-care Behaviors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Park, Sun Bo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s: Since the early stage of liver transplantation is vital as 

the causes of complications var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eadiness before discharge and follow up changes longitudinally in 

self-care during the early stages of transplantation and to investigate 

its relationship. 

Purpose: This study is a longitudinal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and the changes in 

self-care of liver transplant recipients.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May 2019 to May 2020 for 

75 liver transplant recipients who are preparing for discharge from 

the transplantation center of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was measured by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cale (RHDS). Daily-life self-care scale was used 

to evaluate self-care behavior every three times.  BAASISⒸ(Basel 

Assessment of Adherence to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Scal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acrolimus trough level were 

measured to identify medication adherence at every point.



96

Results: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caregiver was a spouse (p=.027), the upper 50% 

self-efficacy group(p<0.001), the fewer post-transplantation days 

(p=.027) and the absence of acute rejection(p=.004). The difference 

in readiness scores according to the discharge readiness group was 

significant (p<0.001). Daily-life self-care has decreased over time. 

The medication Non-adherence groups have shown 41.1% for using 

BAASISⒸ and 45.3% for the CV of Tacrolimus trough level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linear mixed model analysis, the 

higher the discharge readiness score was, the higher the daily living 

self-care score increased(β=0.291, p<0.001). However, after 3 

months of discharge, the daily-life self-car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1 week after discharge (β=-0.164, p=0.045). In the case of 

the absence of an acute rejection event, the daily-life self-care 

score was low as 7.066 (β=-7.066, p=0.018). Medication adherenc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Conclusion: The higher the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and the 

recipients who experienced acute rejection, the better self-care in 

daily life. However, it reveals that the daily-life self-care became 

lower than that of the week after discharge. Therefore, pre-discharge 

education is required to improve the readiness of discharge for 

recipients and active nursing intervention after discharge should be 

performed to check and enhance daily-life self-care and 

immune-suppressive medication adherence.

Key words : Liver Transplant Recipients, Readiness for Hospital 

Discharge, Self-Care, Daily-Life Self-Care,  

Immunosuppressive Medication, Medication Adh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