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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석사과정과 학위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도움을 주

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COVID-19 상황으로 설문조사 진

행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변화가 많았지만, 많은 분

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한 것은 저에게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몸이 아프기도 많이 아팠던, 다사다난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던 만큼,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

들을 통해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한 단계 성장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힘

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빌려 학위논문 마무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 2년간 저의 학업을 지도해주시고, 논문 지도를 통해 초보 연구자

로의 첫 걸음을 도와주신 장연수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좌절

하던 순간에도 손을 뻗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따

뜻한 말로 위로해주시고, 제가 나태해지거나 정신이 해이해질 때는 따끔한 가르

침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셨던 교수님은 저에게 큰 버팀목이셨

습니다. 교수님의 큰 사랑과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계속 성장해서 꼭 보답하

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부심을 맡아주시

고, 꼼꼼하게 수정사항과 방향성을 알려주신 이경희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또한, 진료 및 강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심사를 맡아주신 유태현교수

님, 많은 도움 주시고 응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흔쾌히 설문에 응해주시고, 좋은 연구가 되기를 빌어주신 혈액투석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석치료로 피곤한 가운데, 설문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리어 일하랴, 논문 쓰랴 힘들

겠다고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연구와 간

호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운딩을 오실 때마다 공부는 잘되냐, 논문 쓰느라 힘들진 않은지 격려와 응

원으로 힘이 되어주신 노나리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업과 논문작성 진행을

위해서 근무표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황소은파트장님과 투석실 간호사 선생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

신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은주 파트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설문조사를 허락해주시고 한대석원장님, 김기중원장

님과 구영석원장님, 수간호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병원관계자분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로컬에서 설문 진행에 많은 도움 주신 김애경, 김경란, 최

귀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본원에서 이어진 인연이 계속 이어져, 도움이 많이 필

요한 시기였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논문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면 열심히 팁을 알려주신 이식

외과 NP 박선복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동 근무 시절부터 저의 롤모델이

신 선배, 김현경 파트장님,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삶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

으시고, 슬럼프가 올 때면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며 삶뿐

만 아니라, 학문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다르지만 같은 학부를 졸업하고 함께 타지에서 사회생

활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늘, 미애, 상희, 수진 언제나 응원해

줘서 고맙고 존재만으로 든든한 친구들이기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단짝인 다민이와 세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지만, 힘들

때면 위로가 되고,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

어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기라, 영어 공부하며 우연히 만난 아영언니 분

야는 다르지만 먼저 대학원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충고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힘이 되어주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대학원 동기로 만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

주고 힘이 되어준 동기 이원경, 우선영, 김희연, 양승현, 이세원, 김은교 선생님

그리고 먼저 석사과정을 마치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실습조교 김은경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

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 부족한 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랑

스러워 해주시고, 응원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멀리서 응원해준 오빠 내외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곧 태어날 조카 짱복이를 축

복하며,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공부한다는 핑계로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에게 소홀했던 그동안의 시간을 반성하며, 만회하

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도움 덕에 석사과정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 숙

여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금 깨닫고 낮아지고,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

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자, 교육자가 되기 위해 체력을 다지고

다시금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격

려,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받은 도움과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박영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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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영향요인

본 연구는 외래 유지투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

로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혈액투석 관련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

퇴 및 노쇠가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구조화된 설문지와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수집하였고, 서울시 소

재 3차 종합병원 2곳의 혈액투석실과 1차 혈액투석병원 3곳에서 2020년 10월

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15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6±5.89세였으며, 65-74세의 대상자가

56.5%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는 40.2%, 대학 졸업

이상이 31.2%로 확인되었다. 주 돌봄제공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62.3%로 가

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준은 중상 정도(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8±0.43점) 나

타났다. 그 하위영역 중에서는 약물복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동정맥루 관리와 신체관리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 사회활동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문해력 수준은 중상 정

도로 측정되었고, 주관적 기억력 감퇴 점수는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총 30가지 혈액투석 증상 분류 중 대상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은 평균

8.5±6.0개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은 가려움증,

피부건조, 피로 또는 활력부족 순이었고, 심리적 증상은 수면 유지의 어려

움, 잠들기 어려움, 근심 걱정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 중 44.2%가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쇠한 상태의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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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로 조사되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 정도는 주 돌봄제공자

가 있는 경우(t=-2.689, p=0.008) 자가간호행위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일반적 및 질병관련 특성과 자가간호행

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정도는 자기효능감(r=.598, p<.001) 및 건강

문해력(r=.450, p<.0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주관적 기억력 감퇴(r=-.256, p<.001)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건강문해력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8.4%였다. 대상자의 자가간

호 수준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475, p<.001),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β=.193, p=.020)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는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과 주

관적 기억력 감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문해력과

자기효능감이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혈액투

석을 받는 노인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증

진하는 간호중재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문해력 수준과 기억력 감퇴와

같은 인지기능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이 요구된다.

핵심어 : 노인, 혈액투석환자,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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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 신부전(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신장이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아 지속적인 신기능의 저하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신부전의 진행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뉜다. 말기 신부전 (End-stage

renal disease, ESRD)은 만성 신부전의 5단계인, 사구체여과율이 15mL/min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저하된 신기능으로 인해 수분, 독소, 전해질이

축적되어 요독증후군이 나타나며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National Kidney Foundation, 2012). 따라서, 말기 신부전은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몸 안의 독소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다(이은경, 2018). 그 중에서

혈액투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혈액투석은 확산과 초여과를

원리로 투석기의 반투막을 통해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주 3회, 1회 4시간씩 투석하는 것이 표준이다.

국내 혈액투석환자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 명당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18년도 1497명으로 2008년도의 통계인 인구 100만 명당 663명에 비해

증가하였고, 신대체요법을 받는 총 환자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KSN, 2019). 대한신장학회(2019)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의 평균 연령은 62.3세이며, 2010년 65세 이상 투석 환자의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해, 2018년 65세 이상의 투석 환자의 비율은 46.5%로

증가하였으며, 혈액투석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용에 비하여 혈액투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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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은 87배 높고, 관련 의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성질환인 혈액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1.5%, 10년 생존율은 40.7%로

투병 기간이 길다(KSN, 2019). 그렇기 때문에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환자들은

생명유지와 합병증 예방, 건강상태 유지를 위해 식이 및 수분섭취관리,

약물복용, 투석스케줄 지키기, 혈관관리, 운동, 취미활동, 사회활동 등의

자가간호를 계속해야 한다(Griva et al., 2011; Richard, 2006). 혈액투석

환자들의 경우 자가간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 수분과 염분 과부하, 폐부종,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심장질환과, 고인산혈증으로 인한 신성골이영양증과

같은 골병변이 생기게 되고, 저하된 신장기능으로 인하여 칼륨이 축적될 경우

위장관 산통, 손·발 저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고, 2차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다양한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나, 많은 환자들이 자가간호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Denhaerynck et al., 2007).

자가간호(self-care, self-management)란 환자 스스로 능동적인 참여자로

치료에 임하며, 자신의 건강문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건강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경미 등, 2017). 효과적인 자가간호는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의료비용의 절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희 & 송영신, 2018).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또한, 혈액투석의 효과를 높이고(조미경 & 최명애,

2008),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Griva et al., 2011). 급만성 합병증의 예방과 관리, 성공적인 질병

관리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간호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수적이나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생활습관을 일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점이 자가간호

수행이 어려운 이유이다(조미경 & 최명애 2008).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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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노인 만성질환 환자들의 자가관리에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강혜연 & 구미옥, 2015; 이송흔, 2017; 이은주 & 박은아, 2015;

신경민, 2015; 장효은, 2019).

인지능력은 정보를 이해, 처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Folstein et al., 1975). 인지기능 손상은 노인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어렵게 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고되었다(Cameron et al., 2009). 노인

우울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는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Chu et al., 2010; Jung et al., 2013).

최근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혈액투석환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혈액투석환자 의

자가간호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의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소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경험,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노쇠(Frailty)와 자가간호 수행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

실무에서 노인 혈액투석환자들의 증상정도, 우울, 자기효능감 및 노쇠와 같은

신체·정신적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문해력을 고려한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특성에 맞는 자가간호 증진 중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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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외래 유지투석을 받는 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관련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가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와 자가간호 수행의 수준을

파악한다.

2)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와

자가간호 수행의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와 자가간호 수행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혈액투석환자

(1) 이론적 정의: 말기 신장질환으로 인해 인공 신장기를 통한 물질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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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질 이동, 한외여과에 의해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

하는 환자를 의미한다(한대석, 198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는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인공신장실에 주 2-3회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3개월 이상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노인 대상자를 의미한다.

2) 자가간호

(1) 이론적 정의: 자가간호란 자신의 생명, 건강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스스로 수행하는 활동의 실제이다(Orem, 198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미령(1999)이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관리,

혈압과 체중 관리, 식이 관리, 약물복용, 운동과 휴식, 신체 관리, 사회생활을

총 26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조미경(2008)이 신체관리, 혈관관리, 운동과

휴식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35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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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혈액투석을 받는

노인 환자들의 자가간호 수행정도, 혈액투석 증상 정도, 자기효능감, 건강

문해력,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의 각 변수들을 확인하고, 변수들간의

관계 및 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Orem(1985)의 자가간호이론이 개발된 후 자가간호는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었다. 자가간호는 자신의 생명, 건강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Orem,

1985).

혈액투석환자에게 자가간호는 생명유지에 결정적인 주요 요인이며, 주어진

환경에서 삶의 만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조영문 & 성기월, 2012; 노성배 등, 2019). 만성질환

인 말기 신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영역은 투석 스케줄 지키기, 동정맥루를

포함한 혈관접근로 관리, 혈압과 체중 측정, 식이요법, 약물복용, 운동과 휴식,

신체 관리, 사회생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이경미 등, 2017; 허정,

2005).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혈중 칼륨 수치,

혈중 인 수치와 같은 생리적 지표와 함께 투석 간 체중 증가율, 투약 이행을

지표로 사용하여 자가간호 수행정도를 연구한 연구(허정, 2015; Kim & Kim,

2008)들이 있었고, 생리적 지표와 연령 집단별 특성과 자가간호 정도를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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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임세미 등, 2018), 그리고,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를 이행이라는 개념으로

하여, 정해진 혈액투석 치료 일에 혈액투석을 받지 않거나, 자의로 시간을

단축하는 횟수, 혈중 인 수치, 투석 간 체중증가량을 자가간호 이행에 대한

지표로 제시한 연구(Saran et al., 2003)가 있었다. 임세미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간호 중 약물복용과 동정맥루 관리는 잘되고 있는 반면에, 혈압 및

체중 측정과 식사 관리는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칼륨 수치,

혈중 인 수치와 같은 생리적 지표는 혈액투석환자의 식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치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와 관련된 요인 중 식생활과 관련된 지표로

많이 사용되었다.

식생활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치료 횟수와 투석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내 연구 중 처방된 투석시간보다 실제 투석시간이 27% 줄어들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3.58배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다(허정,

2015). 장형숙 등(2015)에 따르면, 지지체계, 특히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자가간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혈액투석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군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군보다 자가간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자가간호를 통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증상관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Wagner, 1998). 특히,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며, 행동변화에

대한 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차지은 & 강지영, 2017). 자기효능감은

만성질환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적절한 지식습득은 대상자의 인식 변화의 기초가 되며, 지식의 향상은

곧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교육 요구도와 건강문해력에 맞춘

의료인의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문정화, 2018).

국내 연구 중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민영순(20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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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스마트폰 앱 기반의 자기관리 지지프로그램의

효과.”와 유혜선(2016)의. “혈액투석 노인의 건강 문해력, 자가관리 지식과

자가간호 행위에 관한 연구.” 2편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요구와 영향요인에

맞춘 중재 연구의 개발을 위해 자가간호 영향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2.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경우, 자가간호 수행 정도와

생리적지표,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극복력,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우울 등이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았고(김정애, 2020; 문정화, 2018; 박정은, 2016; 유혜선, 2016;

이은경, 2018; 임세미 등, 2018; 임은지, 2016; 장형숙 등, 2015; 전영희, 2018,

전영희, 2019; 허정 & 김애정, 2010), 혈액투석환자의 혈관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2편(윤미영, 2019; 이경미 등, 2017)이 있었다.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자가간호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효능감 훈련 프로그램, 인지 행동 치료법,

임파워먼트 (Empowerment) 프로그램, 교육 중재법 그리고 행동 계약 및 주간

전화 접촉 중재 등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다(Lee et al., 2016).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우울, 혈액투석

증상, 노쇠, 노년기 주관적 기억력 감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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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각 개인이 스스로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Institute of

Medicine, 2004; 김정은, 2011). 국내에서는 건강문해력과 같은 용어로

건강정보이해능력, 의료정보이해능력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의학의 발달과 의료 세분화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건강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혈액투석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건강행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정은, 2011;

정은영 & 황선경, 2015). 낮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질병에 대한 지식, 질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건강행위를 감소시키고,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은영 & 황선경, 2015; Bains & Egede, 2011).

건강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과 낮은 교육 수준,

고령자, 신체 정신적 상태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Berkman et al., 2004;

Kutner et al., 2006).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종 의료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의료 문제에 대한 처리능력이 제한된다. 이는 개인 건강관리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료기관 입원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et al., 2002).

건강문해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는 자가보고식 도구와 문제풀이식

도구로 구분된다. 자가보고식 도구는 주관적 경험에 대한 건강문해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대상자의 정확한 건강문해력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문제풀이식 건강문해력 측정도구는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을 맞춰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 시 대상자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김수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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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문헌에서 Wolf 등(2007)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문해력을 조사하였는데,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33%가 건강문해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문헌으로는 이태화 & 강수진(2008)의 노인 연령층의

건강정보 활용 능력과 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고, 김수현

& 이은주(2008)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60세 이상 노인 중 40%가 건강문해력이

낮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을 조사한

조영문 등(2018)의 선행연구의 결과, 혈액투석환자의 70.1%가 건강문해력이

낮아, 건강 관련 의료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혼자 사는 집단에 비해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사는 집단에서 건강

정보이해능력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조영문 등, 2018). 이는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거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고,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와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정은영 & 황선경, 2015).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문해력을 측정한 연구는 유혜선(2016)의 연구 1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문해력, 자가관리지식과 자가간호 행위의 단순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였고, 해당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자의 건강 문해력과

자가관리 지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 노인의 건강문해력이 낮은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건강문해력이 연구 동향으로는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문해력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

혈액투석환자가 자가간호 수행을 통해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건강정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 혈액투석환자가 질병과

건강정보를 잘 이해하여 규칙적인 혈액투석과 생활습관 및 행동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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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가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문해력의 수준을 확인하고, 건강문해력이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문해력을 평가한 후 이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자가간호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자신감 또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신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97). 인간행동을 지속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요소로 건강 행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정 상황에서 특수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구체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특정 행위와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구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해야한다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사실상

사람들이 행위의 이점을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수행해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건강 행동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기이며,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차지은 & 강지영, 2017).

노인은 신체 노화로 신체 기능과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성인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강현욱 &

김지태, 2009), 자기효능감은 신체 노화와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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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혈압, 제2형 당뇨병, COPD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자가간호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혜연 & 구미옥, 2015;

박수민 & 강윤희, 2017; 이은주 & 박은아, 2015; 장효은, 2019).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혈액투석 환자에게 동정맥루 관리, 혈압과 체중 측정, 운동프로그램, 식이 교육,

약물복용 방법, 말기 신부전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관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용 매뉴얼 책자, 비디오 테이프 및 자가관리 일지를

활용한 능력증강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박효미 & 이혜순(2010)의 연구가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자기효능감, 자가간호역량 및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석 간 체중증가율은

감소하였다. 이명화 등(2002)는 혈액투석환자의 무력감,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해당 연구의 결과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력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의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희 & 김혜숙, 2015). 이는,

향후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가족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서남숙

등(2013)의 연구결과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자가관리능력과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만성질환환자의 자가간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혈액투석 환자는 평생 병원치료를 지속해야 하고 개인,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주어진 역할을 지속해야 하므로 건강을 유지하고 양질의 삶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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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이영희 & 김혜숙, 2015).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고,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며, 이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울(Depression)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동반되는 질환 중 정신질환은 고혈압 다음으로 높게

나타날 정도로 중요하다(Fukuhara et al.,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10-30%에 달하며(Cukor, 2007, Chilcot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42%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정연순 등, 2006).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우울증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쁘게 하고, 투석이나

내과적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Kimmel, 2001; Kroenke et al., 2007).

투석 환자에게 기저 우울증을 선별하는 것은 치료 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다.

우울한 감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투석

처방에 있어서 낮은 순응도, 면역기능의 이상, 식욕부진과 나쁜 영양 상태로

이끌 수 있다. 복막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한 감정은 복막염의

높은 유병률과 연계되어 왔다(Daugirdas et al., 2012). 혈액투석환자에게 우울은

자가간호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임은정, 2015; 임은지, 2016), 우울감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낮아지며, 자가간호 수행 점수가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보고되었다(허정 & 김애정, 2010).

노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은 신체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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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awrence & Jette, 1996). 노인 혈액투석환자들은 동반 질환이 많고, 이는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고령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요인 또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국내 선행연구 중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우울과 자가간호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혈액투석 증상(Dialysis symptom)

혈액투석 환자는 질병 및 치료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복합적으로 겪는다(Weisbord et al., 2005). 그 증상으로는 관절염,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신장질환에

기인한 요독증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Feldman et al., 2013).

Jablonski (2007)의 연구결과 혈액투석 환자는 평균 5.67개의 증상을

겪고있었으며, 주요증상으로는 피로, 수면과 관련된 문제, 근육위축, 근육경련,

손발의 무감각이었다. 국내 연구 중 차지은 & 이명선(2014)의 혈액투석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평균 3.08개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였고, 주요 증상은 피로, 가려움증, 활력부족으로 보고되었다(임은지, 2016;

차지은 & 이명선, 2014). 혈액투석 환자가 겪는 증상 중 그 강도가 높은 증상으로는

변비, 근심·걱정, 골·관절 통증, 수면 유지의 어려움으로 측정되었다(임은지, 2016).

박정은(2016)은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와

자가간호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적지지, 수면관련 증상클러스터,

성관련 클러스터가 자가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가간호수행과 증상정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숙정 &

전재희(2014)는 자가관리 이행이 부적절한 경우 식욕부진이 심하고, 정서적

불안정이 더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박경하(2017)의 ‘혈액투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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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관리 구조모형’ 연구에서 증상경험과 자가관리 수행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증상경험이 적을수록 자가관리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32%의

설명력을 보였다. 문정화(2018)의 연구에서 혈액투석환자는 자가관리와 전체

증상경험, 정서적 증상경험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가관리가 잘

되는 환자가 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는 만성적이고,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의 특성상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복합만성질환을 갖고있는 고령의 노인 혈액투석환자들이

겪는 증상과 자가간호의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노인

혈액투석환자가 겪는 증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5) 노쇠(Frailty)

Frailty는 노쇠 또는 허약이라고 번역하며, 생리학적으로 특정 자극에 의해

변화된 항상성이 더디게 회복되는 상태를 반영한 것이며 임상적으로는

신체활동, 근력, 기동성, 인지능력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 된 상태로 볼 수

있다(Tannenbaum, 2013).

노쇠를 연구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노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Fried 등(2001)은 노쇠를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예비능력의 감소로 나타난 생물학적 증후군(biologic

syndrome)으로 정의하였고, 그 부정적 결과로 취약해지는 것으로, 장애는

노쇠의 결과이며 노쇠를 장애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Fried et al., 2004). Rockwood(2007)는 노쇠를 생리적 요소와

심리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정의하였으며, 노쇠를 ‘건강

소실의 개수(accumulation of deficits)’로 설명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이나 증후의 개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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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시설입소 같은 부정적 건강 결과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노쇠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노쇠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정상과

장애의 중간 상태이며(Fried et al., 2004) 환자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증가되는 상태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다(Gobbens

et al., 2010). 노쇠한 노인의 측정지표로는 신체의 생리적 손상이나 신체 기능

제한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이 있으며(Studenski et al., 2004), 신체 능력

및 근골격계 요인들(악력, 균형)(Bortz, 2002), 주관적인 건강상태 저하

(Rockwood & Robertson, 1994), 영양상태(BMI)(Bortz, 2002)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Johansen 등(2007)은 투석환자 2,275명의 노쇠의 유병률을 연구하였는데,

노쇠로 인한 1년 사망 위험률(hazard ratio)은 2.24로 연령으로 인한

위험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입원율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쇠(Frail) 환자와 비노쇠(Robust)환자를 비교했을 때 투석을 시작한 첫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석환자에게 노쇠는 사망률에

있어 나이보다 더 민감한 지표로 나타났다(Johansen et al., 2007). McAdams-

DeMarco et al.(2013)은 투석환자에게 노쇠는 높은 유병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투석환자의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높은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Kojima(2017)의 연구 결과 객관적 노쇠 측정도구로 말기 신질환환자의 노쇠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들의 1/3 이상이 노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노쇠에 대한 연구는 ‘혈액투석 노인에서

측정된 허약과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허약의 관계’(최승희, 2019) 1편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연구의 결과 측정된 허약과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허약은 낮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국외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쇠상태를

분류하고 일차 중재를 통해 비 노쇠노인이 노쇠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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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중재를 통해 전 노쇠단계의 노인이 노쇠상태의 회복을 위한 중재

뿐만아니라 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Fried

et al., 2001; Fried et al., 2004; Rockwood et al., 2005). Cook & Jassal(2008)은

95%의 노인 혈액투석환자에서 노쇠의 유병률과 관련된 기능적인 장애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노쇠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부정적 건강상태와 강한

연관성이 있으나 임상에서 노쇠를 정기적으로 사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진의 경험과 노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Partridge et al., 2012). 노쇠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며 장애, 입원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사망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로 가족과 사회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최승희, 2019). 노쇠는 만성신질환 환자의 부정적 건강결과의

예측인자이며, 노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중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준다(Rockwood et al., 2005). 적절한 중재에 따라 노쇠가

잠재적으로 가역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Clegg et al., 2013), 노인 혈액투석

환자 중 노쇠의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노년기 주관적 기억력 감퇴(Subjective Memory Complaints(SMC))

주관적 기억력 감퇴 호소(Subjective Memory Complaints(SMC))란, 객관적인

기억 문제가 없음에도 자신의 인지기능의 저하와 그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를 말한다(Schofield et al., 1997). 이와 더불어 신경학적 검사상 인지능력의

손상이 없는 경우 SMC로 진단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 중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SMC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의 정상

노인 686명 중 약 22%가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3). 주관적 기억력 감퇴는 추후 치매 및 인지기능의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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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는 초기 변인이 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MCI))가 알츠하이머에 선행한다는

연구결과가 인정받게 되며 어떤 상태가 MCI에 선행하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되었다. 이후 시행된 장기 종단 연구들의 결과, SMC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거나 치매 발병률이 더욱

높았다고 보고되었다(Gauthier et al., 2006)

우울과 불안이 주관적 기억력 감퇴(SMC)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은 여러

연구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Schofield et al., 1997; Hogan, 2003; 장기중, 2009;

정진현 & 김정모, 2015). 장기중 등(2009)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력 감퇴정도와 객관적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 진행한 연구의

결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는 연령, 교육수준, 우울, 객관적 인지기능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기억력 감퇴(SMC)

점수는 객관적 인지기능상태를 측정한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증상정도와 주관적 기억력감퇴는 자가간호와 관계가 있으며, 노쇠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에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며,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높은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McAdams-DeMarco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포함한 자가간호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증상정도,

노쇠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의 실제적인 수준과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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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노쇠와 기억력감퇴가 대상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혈액투석환자에서도 앞서 기술한 4가지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예상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및 노쇠를 포함한 노인의 특성이 자가간호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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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감퇴 및 노쇠(Frailty)와 자가간호 수행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자가간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S시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과 1차 혈액투석병원 세 곳에서 유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서면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최근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을 주 2-3회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외래 유지투석환자

(2) 만 65세 이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3)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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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제외 기준

(1) 기타 다른 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

(2) 치매에 속하는 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자

(3)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자

(4) 섬망증상이 있는 자

(5) 의무기록이 미비한 자

3) 대상자 수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의 산출 근거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Analysis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시 사용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산출하였다(Faul et al., 2007).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중간크기 0.15에서 투입변수 16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43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예상하여 최종 대상자

수를 159명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Y 대학병원 IRB 승인(IRB No.4-2020-0949) <부록 2>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0년 10월–11월까지 소요되었다. 해당 기간의

전수로서 155명 중 결측 설문지 1부를 제외하여 총 1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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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수행정도 35문항, 혈액투석 증상 정도 설문

30문항, 자기효능감 설문 10문항, 건강문해력 설문 15문항, 우울 측정 설문

15문항, 주관적 기억력 감퇴 설문 14문항 및 주관적 노쇠 설문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동거가족 및 주돌봄제공자,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은 혈액투석을 받은 기간, 1주 동안의 혈액투석

치료 횟수, 1회당 혈액투석 치료 시간, 말기 신질환의 원인질환, Charlson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투석 전·후 체중, 건체중,

투석 간 체중 증가량(Interdialytic Weight Gain(IDWG)), 복용 약물 개수, 최근

1년간 낙상 횟수를 포함하며 환자의 의무기록(전자 및 서면) 열람을 통해

조사하였다. Charlson 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CCI))는

일반적인 측정도구로 1987년 Char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년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자료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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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개발되었다(Charlson et al., 1987). 19개의 동반상병에 대해 1, 2, 3,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CCI 측정 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모두 신장질환을 갖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들로, 해당 질환에 대한

점수는 부여하지 않았다. 투석 간 체중 증가량은 설정된 건체중 대비 증가한

체중을 의미한다(한대석, 1988). 체중증가량을 건체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4주간의 평균이 5.7% 이상 증가한 경우 매우 부적절한 투석 간

체중증가량이라고 정의하며, 0-4.0%인 경우 적절한 수준, 4.1-5.7%인 경우는

약간 부적절한 체중증가량으로 정의한다(허정, 2007). 질병 특성에 포함되는

생리적 지표는 KDOQI 가이드라인(Levin, A. & Rocco, M., 2007, National

Kidney Foundation., 2012)에서 혈액투석 환자에게 고려해야하는 지표로 권고한

헤모글로빈과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혈청 알부민, Total Protein, 골형성장애를

나타내는 인과 칼슘, 식이 관련 지표로 사용되는 포타슘, 감염에 대한 지표로

CRP수치를 포함하였다. 또한, 칼슘과 인은 길항작용을 하여 어느 한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골형성장애를 나타내는 지표로 칼슘과 인을 곱한

수치를 포함하였다. 환자의 의무기록(전자 및 서면)에 기록된 혈액검사결과

수치를 확인하였다. 혈액검사결과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결과를 토대로 수집하였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혈액검사결과의 측정은 최근 연속 3개월의 혈액검사결과의 평균 수치를

계산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3) 자가간호 (Self-care)

자가간호란 자신의 생명, 건강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스스로 수행하는 활동의 실제로 정의할 수 있다(Orem, 1985).

자가간호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미령(1999)이 혈액투석환자의 혈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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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과 체중관리, 식이 관리, 약물복용, 운동과 휴식, 신체관리 및 사회생활을

측정하기 위해 총 26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조미경(2008)이 신체관리,

혈관관리, 운동과 휴식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식이관리 6문항, 혈관관리 6문항, 운동과 휴식 4문항,

약물복용 2문항, 혈압과 체중관리 3문항, 신체관리 11문항, 사회생활 3문항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못하고 있다’ 1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35점, 최고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간호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조미경(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0.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이었다.

4) 증상 경험 정도(Dialysis Symptom)

증상 경험은 한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기능과 감각 또는 인지

변화를 반영하는 주관적 경험이라 정의할 수 있다(Lenz et al., 1997). Weisbord

등(2004)이 개발한 Dialysis Symptom Index (DSI) 도구를 임은지(2016)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7일 동안 혈액투석 환자의

증상유무와 증상의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혈액투석환자의 증상관련 양적, 질적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도구이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신체적 증상 21문항, 정서적 증상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증상이 없음=0점’,

‘전혀 힘들지 않았다=1점’, ‘매우 많이 힘들었다=5점’이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Weisbord

등(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Kappa 값의 평균은 0.48±0.22였으며,

임은지(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0.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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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하며(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로

김주현 & 김매자(1995)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최은영(200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전혀아니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4점이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김주현(199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1이었고, 최은영(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9이었다.

6) 건강문해력 (Health Literacy)

건강문해력은 Chew 등(2004)의 ‘의료정보 이해능력 스크리닝 도구’를

김수현(2010)이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는

의료정보 이해영역 9문항, 의료체계 내 정보탐색, 의료서식 작성, 의료인과의

상호작용, 예약표 해독 등 의료정보 활용영역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해력이 높음을 뜻한다. 15점 이하는 의료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수현(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0.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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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울 (Depression)

본 연구에서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S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Short Form을 Jang 등(2001)이 수정 번안한 것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15개의 문항,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형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총점 15점이며, 0-5점(정상),

6-9점(가벼운 우울증), 10-15점(심한 우울증)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GDS-SF은 노인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스크리닝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7가지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대중에 공개되어 있다(refer

to https://web.stanford.edu/~yesavage/GDS). Jang 등(200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0.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4이었다.

8) 주관적 기억력 감퇴 (Subjective Memory Complaint)

본 연구에서 주관적 기억력 감퇴를 측정하기 위해 Youn 등(2009)이 개발한,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SMCQ)를 사용하였다. SMCQ는

주관적 기억장애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으로 노인에게서 일반 기억장애와

일상기억 장애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총 14문항,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4점은 일반적

기억에 대한 점수이고, 나머지 10점은 일상기억에 대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Youn. et al.(2009)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3 (p< 0.001), Cronbach's α=0.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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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쇠 (Frailty)

노인의 노쇠에 대한 측정은 Morley 등(2012)이 개발한 간략한 노쇠 측정도구인

Fatigue, Resistance, Ambulation, Illness, and Loss of weight(FRAIL)을 Jung

등(2016)이 한국어로 수정 번안한 한국형 노쇠 설문지(Korean version of the

FRAIL(K-FRAIL))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자가보고형 설문지이며, 노쇠

측정을 위해 피로(Fatigue), 저항(Resistance), 이동(Ambulation), 동반 질환의

개수(Illness), 체중감소(Loss of Weight)를 측정한다. 피로(Fatigue)영역은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항상 그렇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답할 경우

1점, ‘종종 그렇다’, ‘가끔씩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는 경우 0점에

해당하며, 저항(Resistance)과 이동(Ambulation)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1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점에 해당한다. 동반질환의 개수(Illness) 항목에서는

고혈압, 당뇨, 암,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천식, 관절염,

뇌경색, 신장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개수가 0-4개일 경우 0점, 5-11개일

경우 1점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장질환을 갖고있는

혈액투석환자들로, 해당 문항에서 신장질환 항목을 제외하고, 0-3개일 경우

0점, 4-10개일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체중감소(Loss of weight)항목은

현재와 1년 전의 체중 감소량을 평가하는 것인데, 1년간 5% 이상 감소한

경우에 1점, 5% 미만 감소한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한다. 현재 체중 및 1년 전

체중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의무기록에 1년 전 체중의 기록이 없는

경우만 대상자의 진술을 참고하였다. 위의 5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3점

이상의 경우 노쇠(Frail), 1-2점은 전노쇠(Prefrail), 0점은 건강(Robust)한

것으로 판단한다. Jung 등(2016)의 연구에서 민감도 0.90, 특이도 0.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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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서울 소재 Y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3차 상급종합병원 각 간호국의 승인 및 1차 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IRB No.4-2020-0949) <부록 2>. 본 연구는 연구기간

동안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혈액투석실과 1차 혈액투석병원 세

곳에서 유지투석 중인 대상자 중에서 편의 표집하였다. 환자 내원 일에

연구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연구 소개, 목적, 과정, 비밀보장,

익명성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가간호, 증상정도,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정도,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를 측정하는

설문지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을 읽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설문을 읽어주고 대상자가 응답한 것을

기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 완료 시

설문지를 확인하여 누락 된 부분이나 잘못 기입 된 부분은 수정 및 추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약 3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설문 완료 시에 제공하였다. 증례기록서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질병관련 특성 및 혈액검사결과를 확인 및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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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5.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3)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와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test를 시행하였다.

4)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와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정도,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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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의원급 1차 혈액 투석병원 세

곳에서 82명(53.2%), 3차 종합병원의 혈액투석실 두 곳에서 72명(46.8%)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6세였으며,

65-74세의 대상자가 87명(56.5%)로 가장 많았고, 75-84세는 61명(39.6%), 85세

이상인 대상자는 6명(3.9%)이었고, 그중에서 90세 이상인 대상자는 2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78명(50.6%), 여성이 76명(49.4%)으로 남녀의 분포가

비슷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9명(25.3%), 중졸이

23명(14.9%), 고졸은 44명(28.6%), 그리고 대학 졸업 이상이 48명(31.2%)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16명(7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가 28명(18.2%), 그 외 미혼이 6명(3.9%), 별거가 2명(1.3%),

이혼이 2명(1.3%)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 돌봄제공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96명(6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으로 자녀인 경우(사위나 며느리가 돌봄

제공자인 경우 2명 포함)가 41명(26.6%), 기타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인

경우가 5명(3.2%)이었고, 주 돌봄제공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2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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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78 50.6
Female 76 49.4

Age(yr) 73.6±5.89
65-74 87 56.5
75-84 61 39.6
≥85 6 3.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below 39 25.3
Middle school 23 14.9
High school 44 28.6
College or above 48 31.2

Marital status Married 116 75.3
Widowed 28 18.2
Single 6 3.9
Separated 2 1.3
Divorced 2 1.3

Primary Caregiver None 12 7.8
Spouse 96 62.3
Children 41 26.6
Other 5 3.3

Occupation status None 135 87.7
Full-time 9 5.8
Part-time 10 6.5

Household Income ≤300 109 70.8
(10,000 won/month) 301-600 25 16.4

≥601 20 13.2

Type of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72 46.8
Primary care hospital 82 53.2

HD related Medical ≤10 21 13.6
Expenses 11-30 84 54.6
(10,000 won/month) ≥31 49 31.8

Medical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138 89.6
Medical Aid 14 9.1
Others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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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

중에서 혈액투석 이전에 복막투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19명(12.3%)이었다. 혈액투석 기간은 평균 6.8±5.60년 이었으며, 그 분포는 1년

미만이 12명(7.8%), 1-5년 62명(40.3%), 6-10년 44명(28.6%), 11년 이상이

36명(23.4%)이었다. 주당 혈액투석 횟수는 주 2회 3명(1.9%), 주 3회

151명(98.1%)이었으며, 혈액투석 시간은 모두 4시간이었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 점수의 분포는 0-7점까지 다양했으며,

대상자들이 모두 혈액투석 중인 신장질환자에 해당하여 신장질환에 대한

점수와 연령에 대한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다. Charlson Co-morbidity

Index의 평균 점수는 1.5±1.40이었고, 0점 38명(24.7%), 1점 50명(32.5%), 2점

31명(20.1%), 3점 22명(14.3%), 4점 8명(5.2%), 5점과 6점이 각각 2명(1.3%), 7점

1명(0.6%)이었다. 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11.3±3.28개의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하루 평균 9개 이하인 경우는

46명(29.9%), 10-14개인 경우는 82명(53.2%), 15개 이상 인 경우는 26명(16.9%)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는 항고혈압제제, 철분제, 인결합제,

고칼륨혈증의 치료에 쓰이는 양이온 교환수지(Sodium polystyrene sulfonate),

칼슘보충제, 요산배설촉진제, 비타민 D 제제, 피부가려움증을 감소시키는 약제

등과 복용대상자의 질병 특성에 따라 심장질환관련 약제(항부정맥제제),

항혈소판제제, 갑상선·부갑상선 호르몬제, 이뇨제, 소화성궤양용제, 진통제, 수면제,

항간질제제와 같은 약제들을 복용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말기 신질환의 원인질환으로는 고혈압이 53명(3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당뇨 40명(26%), 고혈압 + 당뇨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인 경우는

19명(12.3%), 사구체신염 10명(6.5%), 다낭성신질환 8명(5.2%), 암 3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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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13명(8.4%), 기타가 8명(5.2%)이었다. 최근 1년간 낙상 경험에

대하여서는 낙상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자가 125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경험 1회 13명(8.4%), 2-3회 10명(6.5%), 4회 이상이 6명(3.9%)로

조사되었다. 평균 투석 간 체중증가량(IDWG)을 조사한 결과 0-4% 85명(55.2%),

4.1-5.7% 55명(35.7%), 5.7% 초과인 경우는 14명(9.1%)로 조사되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치를 조사한 혈액검사결과는 모두 혈액 투석환자의 혈액검사

정상범위 내에 속했다. 조사된 혈액검사의 평균은 Hgb 10.7±0.93g/dL (정상범위:

11g/dL 이상), Hct 32.7±3.14% (정상범위: 30-33%), T.Protein 6.6±0.53g/dL

(정상범위: 6.5-8.0g/dL), Albumin 3.8±0.31g/dL (정상범위: 3.5-5.0g/dL), K

5.0±0.60mmol/L (정상범위: 3.5-5.5mmol/L), Ca 8.8±0.67mg/dL(정상범위:

9.0-10.5mg/dL), Phosphorous 4.9±1.06(정상범위: 3.0-6.0mg/dL), CRP의 중앙값

0.4mg/L(정상범위: 0-8mg/L)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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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Other treatment NONE 135 87.7
before HD PD 19 12.3

HD period(yr) 6.8±5.60
≤1 12 7.8
1-5 62 40.3
6-10 44 28.6
≥11 36 23.4

Frequency 2 3 1.9
of HD(per wk) ≥3 151 98.1

CCI score 1.5±1.40
0 38 24.7
1 50 32.5
2 31 20.1
3 22 14.3
4 8 5.2
5 2 1.3
6 2 1.3
7 1 0.6

Total number 11.3±3.28
of medications ≤9 46 29.9
(per day) 10-14 82 53.2

≥15 26 16.9

Cause of ESRD HTN 53 34.4

-

DM 40 26.0
DM + HTN 19 12.3
GN 10 6.5
ADPKD 8 5.2
Cancer 3 1.9
Unknown 13 8.4
Others 8 5.2

Average 0-4 85 55.2

-IDWG(%) 4.1-5.7 55 35.7

>5.7 1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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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154)

HD=Hemodialysis; PD=Peritoneal Dialysis;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ESRD=End

Stage Renal Disease; DM=Diabetes Mellitus; HTN=Hypertension; GN=Glomerulonephritis;

ADPKD=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 IDWG=Interdialytic Weight Gain;

Hgb=Hemoglobin; Hct=Hematocrit; T.Protein= Total Protein; BUN=Blood Urea Nitrogen;

K=Potassium; Ca=Calcium; P=Phosphorus; PTH=parathyroid hormone; CRP=C-reactive

protein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Fall-down 0.4±1.10

experience 0 125 81.2

-
(within 1 yr) 1 13 8.4

2-3 10 6.5

≥4 6 3.9

Lab data Hgb <11g/dL 90 58.4
-

≥11g/dL 64 41.6

Hct <30% 17 11.0
-

≥30% 137 89.0

T.Protein <6.5g/dL 63 40.9
-

6.5-8.0g/dL 91 59.1

Albumin <3.5g/dL 21 13.6
-

3.5-5.5g/dL 133 86.4

BUN <50mg/dL 32 20.8
-

≥50mg/dL 122 79.2

Creatinine <15mg/dL 153 99.4
-

≥15mg/dL 1 .6

K 3.5-5.5mmol/L 120 77.9
-

≥5.5mmol/L 34 22.1

Ca×P ≤55mg/dL 137 89.0
-

>55mg/dL 17 8.4

CRP ≤5mg/L 141 91.6
-

>5mg/L 1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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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 정도

2-1)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수준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준은 175점 만점 중 평균 137.6±15.00점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80±0.43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자가간호 수준의 하위영역은

식이, 동정맥루 관리, 운동&휴식, 약물복용, 혈압&몸무게 측정, 신체관리,

사회활동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약물복용 점수는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4.7±0.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정맥루 관리 평균평점 4.4±0.61점, 신체관리

평균평점 4.2±0.48점, 운동&휴식 평균평점 3.9±0.72점, 식이 평균평점

3.8±0.70점, 혈압&몸무게 측정 평균평점 3.7±0.8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평균평점은 1.8±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Care behavior

(N=154)

AVF=Arterio-Venous Fistula; BP=Blood Pressure; Body wt.=Body weight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Average
M±SD
(1-5)

Min-Max

Self-Care behavior 35-175 137.6±15.00 3.8±0.43 40-167

Medication 2-10 9.4±1.20 4.7±0.60 2-10

AVF care 6-30 26.6±3.67 4.4±0.61 6-30

Physical management 11-55 46.6±5.31 4.2±0.48 11-55

Exercise & Rest 4-20 15.7±2.87 3.9±0.72 4-20

Diet 6-30 22.9±4.21 3.8±0.70 8-30

BP & Body wt. 3-15 11.0±2.53 3.7±0.84 4-15

Social activity 3-15 5.4±2.55 1.8±0.85 3-15



- 37 -

2-2)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 수준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40점 만점 중 평균 32.4±5.00점 (평균평점 4점

만점 중 3.2±0.50점)으로 중상 정도로 측정되었다<Table 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 Efficacy

(N=154)

2-3)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문해력 수준

대상자의 건강문해력 수준은 75점 만점 중 평균 57.7±10.77점 (평균평점

3.8±0.72점)으로 중상 정도로 측정되었다. 건강문해력의 하위영역의 점수는

이해영역의 점수는 45점 만점 중 32.8±6.87점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6±0.76점), 활용영역의 점수는 30점 만점 중 24.9±5.01점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4.2±0.84점)으로 측정되었고, 활용영역의 점수가 이해영역의 점수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Health Literacy

(N=154)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Average
M±SD
(1-4)

Min-Max

Self Efficacy 5-40 32.4±5.00 3.2±0.50 10-40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Average
M±SD
(1-5)

Min-Max

Health Literacy 15-75 57.7±10.77 3.8±0.72 22-75

Comprehension 9-45 32.8±6.87 3.6±0.76 9-45

Utilization 6-30 24.9±5.01 4.2±0.84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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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정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정도는 <Table 6.>과 같다.

주관적 기억력 감퇴 총 점수는 14점 만점 중 3.2±3.08점(평균평점 2점 만점 중

0.2±0.22점)으로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하위영역으로 전반적 기억력감퇴

점수는 4점 만점 중 1.5±1.19점(평균평점 2점 만점 중 0.4±0.30점), 일상생활

기억력감퇴 점수는 10점 만점 중 1.6±2.22점(평균평점 2점 만점 중

0.2±0.22점)으로 측정되었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N=154)

SMCQ-T=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Total score; SMCQ-G=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Global memory; SMCQ-E=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Everyday memory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Average
M±SD
(1-2)

Min-Max

SMCQ-Total 0-14 3.2±3.08 0.2±0.22 0-4

SMCQ-G 0-4 1.5±1.19 0.4±0.30 0-4
SMCQ-E 0-10 1.6±2.22 0.2±0.2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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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증상 정도

대상자들의 혈액투석 증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총 30가지 증상 중

대상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은 평균 8.5±5.99개로 확인되었고, 최소

0-최대 28개의 증상이 측정되었다. 하위영역인 신체적 증상 21개 중 평균

5.8±4.32개(범위: 0-20개), 심리적 증상은 총 9개 중 평균 2.7±2.13개(범위:

0-9개)로 측정되었다.

증상의 발생빈도와 증상의 중증도는 <Table 7.>과 같다. 신체적 증상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증상은 가려움증(n=80, 51.95%)였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건조(n=71, 46.10%), 피로 또는 활력부족(n=66, 42.86%), 변비(n=61,

39.61%), 구강건조(n=60, 38.96%)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심리적 증상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증상은 수면유지의 어려움(n=94,

61.04%)이었으며, 잠들기 어려움(n=65, 42.21%), 근심, 걱정(n=50, 32.47%),

예민함(n=38, 24.68%), 슬픈 감정(n=31, 20.13%)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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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Dialysis Symptom Index

(N= 154)

Note: * multiple responses, M=Mean; SD=Standard deviation; Severity(1=Not at

All, 2=A Little Bit, 3=Somewhat, 4=Quite a Bit, 5=Very Much)

　Variables
Prevalence Severity (1-5)

n % M±SD

Physical symptoms* 39.1 25.4

Itching 80 52.0 2.7±1.29
Dry Skin 71 46.1 2.8±1.28
Fatigue or Weakness 66 42.9 3.1±0.98
Constipation 61 39.6 3.1±1.46
Dry Mouth 60 39.0 2.7±1.22
Bone or Joint Pain 55 35.7 3.2±1.32
Muscle Cramps 53 34.4 3.1±1.19
Decreased Appetite 43 27.9 3.0±1.34
Swelling in Legs 41 26.6 2.6±1.20
Dizziness 40 26.0 2.6±1.11
Shortness of Breath 38 24.7 2.8±1.09
Headache 35 22.7 2.5±1.07
Difficult Concentrating 33 21.4 2.7±1.04
Foot Numbness 30 19.5 2.4±1.14
Cough 26 16.9 2.3±1.26
Muscle Soreness 24 15.6 2.7±0.86
RLS(Restless Leg Syndrome) 18 11.7 2.8±0.92
Diarrhea 17 11.0 2.8±1.33
Nausea 13 8.4 2.6±1.12
Chest Pain 10 6.5 2.7±0.82
Vomiting 7 4.6 2.6±1.27

Emotional symptoms* 40.22 26.1

Trouble Staying Asleep 94 61.0 2.8±1.14
Trouble Falling Asleep 65 42.2 3.3±1.11
Worries 50 32.5 2.7±1.27
Felling Nervous 38 24.7 3.1±1.02
Feeling Sad 31 20.1 3.1±0.99
Feeling Irritable 25 16.2 3.0±1.17
Feeling Anxious 25 16.2 2.9±1.05
Decreased Interest in Sex 20 13.0 2.9±1.60
Difficulty Becoming Sexual Aroused 14 9.1 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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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우울 정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한국형 노인 우울도구-단축형)을

통해 측정된 대상자들의 우울정도는 <Table 8.>과 같다. 전체 평균은 총점

15점 만점 중 5.8±4.01점으로 측정되었고, 정상범위인 5점 이하인 대상자는 총

86명(55.8%)으로 평균 2.7±1.69점이었다. 우울한 것으로 측정된 대상자수는 총

68명(44.2%)로 그 중 Mild Depression으로 측정된 대상자는 36명(23.4%),

Severe Depression으로 측정된 대상자는 32명(20.8%)로 나타났다.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F

(N=154)

GDS-SF=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Variables N %
Possible
Range

M±SD Min-Max

GDS-SF 154 100 0-15 5.8±4.01 0-14

Normal 86 55.8 0-5 2.7±1.69 0-5
Mild Depression 36 23.4 6-9 7.4±1.08 6-9
Severe Depression 32 20.8 10-15 11.9±1.48 10-14



- 42 -

2-7)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노쇠 정도

한국형 노쇠측정도구(K-FRAIL)를 통해 측정한 대상자들의 노쇠 정도는

<Table 9.>과 같다. 전체 154명의 대상자 중 건강한 상태로 측정된 대상자는

56명(36.4%), 전노쇠(Pre-Frail) 66명(42.9%), 노쇠(Frail) 32명(20.8%)로

조사되었다. 과반수 이상인 98명(63.7%)의 대상자가 전노쇠 또는 노쇠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of K-FRAIL score

(N=154)

K-FRAIL=Korean version of Fatigue, Resistance, Ambulation, Illness, Loss of Weight

Variables Possible Range N %

K-FRAIL 0-5 154 100

Robust 0 56 36.3
Pre-Frail 1-2 66 42.9
Frail 3-5 3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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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자가간호는 주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t=-2.689, p=0.008)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간호의 하위영역 중 식이 영역에서는 대상자의 혈액투석관련 의료비

지출과 혈액투석 유병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혈액투석 관련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F=3.114, p=0.047) 식이 영역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투석 유병 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640, p=0.029), 사후분석에서 혈액투석 유병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5-10년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인 대상자들과는 사후분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 중, 운동&휴식 점수는 성별, 교육정도, 결혼상태, 주 돌봄제공자의

유무, 혈액투석 유병 기간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t=3.017, p=0.003) 여성에 비하여 운동&휴식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251, p=0.002), 사후분석에서 중졸 이하의 경우에 비해 대졸이상의

대상자들의 경우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결혼상태의 경우가 미혼인 경우(이혼, 별거, 사별 포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10, p=0.006).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t=-2.663, p=0.009)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 유병 기간에 따른 운동&휴식 점수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81, p=0.023). 사후분석에서 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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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간이 5년 미만인 대상자가 10년 이상인 대상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약물 복용영역에서는 혈액투석관련 의료비 지출의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3.062, p=0.050.), 사후분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압&몸무게 측정 영역에서는 결혼상태와 주

돌봄제공자의 유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결혼상태의 경우가 미혼인 경우(이혼, 별거, 사별 포함)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3.274, p<0.001), 주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84, p=0.011). 신체관리 영역의 점수는

주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319, p=0.022).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성별, 교육정도, 결혼상태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사회활동 영역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64, p=0.004).

또한,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3.808, p=0.024).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결혼상태의 대상자가 미혼인 경우(이혼, 별거, 사별

포함)보다 사회활동 영역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23,

p=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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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N=154)

Note: a, b, c- group for Bonferroni(Post-hoc), *p<.05, **p<.01, ***p<.001

Variable Categories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B.wt. Physical Soci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138.1±13.10 22.8±4.10 26.3±3.03 16.4±2.56 9.5±0.88 11.2±2.43 45.9±4.77 6.0±2.96

Female 137.1±16.88 22.9±4.35 27.0±4.22 15.1±3.01 9.3±1.45 10.7±2.62 47.3±5.76 4.8±1.89

t/F(p) 0.414(.680) -0.167(.867) -1.281(.202) 3.017(.003**) 0.960(.342) 1.408(.161) -1.683(.095) 2.964(.004**)

Age(yr) 65-74 137.8±16.75 23.1±4.33 26.4±4.13 15.8±2.99 9.3±1.31 11.1±2.53 46.6±6.09 5.4±2.37

75-84 137.5±12.45 22.6±4.13 26.9±3.08 15.7±2.78 9.4±1.06 10.9±2.53 46.6±4.28 5.5±2.90

≥85 136.2±9.99 23.0±3.79 27.2±1.72 15.3±2.16 9.7±0.82 10.0±2.83 47.3±3.39 3.7±1.03

t/F(p) 0.038(.963) 0.254(.776) 0.473(.624) 0.070(.932) 0.227(.798) 0.492(.612) 0.104(.902) 1.501(.226)

Education ≤Middle schoola 135.8±12.50 22.8±3.94 26.8±2.80 15.0±2.73 9.5±1.05 10.4±2.58 46.5±4.33 4.9±2.05

High schoolb 136.9±20.19 23.1±4.70 26.3±5.06 15.6±3.40 9.2±1.59 11.4±2.66 46.1±7.32 5.3±2.77

≥Collegec 140.7±11.51 22.8±4.16 26.8±3.23 16.9±2.10 9.5±0.92 11.3±2.25 47.2±4.22 6.2±2.78

t/F(p) 1.541(.218) 0.089(.915) 0.330(.720) 6.251(.002**) 0.686(.505) 2.624(.076) 0.558(.573) 3.808(.024*)
a<c a<c

Marital Married 139.3±11.80 23.1±3.93 26.3±2.84 16.1±2.61 9.5±0.91 11.3±2.31 46.8±4.50 5.7±2.61

status Single 132.5±21.20 22.2±4.98 26.3±5.52 14.6±2.61 9.1±1.79 9.8±2.87 45.9±7.29 4.6±2.20

t/F(p) 1.890(.065) 1.146(.254) 0.521(.605) 2.810(.006**) 1.455(.153) 3.274(<.001***) 0.930(.354) 2.323(.022*)

Existence of Yes 138.6±14.84 23.0±4.21 26.8±3.61 15.9±2.82 9.4±1.21 11.1±2.47 46.9±5.34 5.5±2.61

caregiver No 126.8±11.16 21.3±4.08 25.1±4.19 13.7±2.64 9.3±0.98 9.2±2.66 43.3±3.72 4.9±1.73

t/F(p) 2.689(.008**) 1.336(.183) 1.526(.129) 2.663(.009**) 0.150(.881) 2.584(.011*) 2.319(.022*) 0.722(.471)



- 46 -

Table 10. Differenc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4)

Note: *p<.05, **p<.01, ***p<.001

Variable Categories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B.wt. Physical Soci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Occupation None 137.6±14.62 22.9±4.15 26.8±3.33 15.8±2.92 9.4±1.10 10.9±2.51 46.5±5.33 5.3±2.48

status Part-time 134.0±21.09 22.1±5.02 24.0±6.91 15.4±2.22 8.8±2.10 11.0±3.37 45.5±6.19 7.2±3.01

Full-time 141.9±11.36 23.2±4.58 27.4±3.01 15.8±2.86 9.1±1.27 11.6±2.01 48.8±3.67 6.0±2.55

t/F(p) 0.662(.517) 0.207(.814) 2.957(.055) 0.075(.928) 1.615(.202) 0.279(.757) 0.975(.380) 3.005(.053)

Household ≤300 136.8±15.61 23.0±4.18 26.6±3.88 15.5±2.93 9.4±1.29 10.8±2.53 46.2±5.58 5.2±2.43

Income 301-600 139.0±12.23 22.5±4.83 26.4±3.04 16.3±2.72 9.5±0.82 11.0±2.66 47.8±4.17 5.6±2.52
(10,000won/month) ≥601 140.7±14.02 22.7±3.70 26.9±3.36 16.4±2.62 9.3±1.08 11.5±2.44 47.3±5.03 6.7±3.01

t/F(p) 0.685(.506) 0.187(.829) 0.084(.919) 1.270(.284) 0.131(.877) 0.586(.558) 1.035(.358) 2.934(.056)

Medical ≤10 135.0±8.80 22.3±4.22 26.6±2.91 15.2±2.27 9.0±1.24 10.6±2.25 46.1±3.25 5.1±1.49

Expenses 11-30 138.7±13.15 23.6±3.78 27.0±2.83 16.0±2.79 9.6±0.87 11.0±2.62 46.4±4.86 5.2±2.84

(HD related) ≥31 136.9±19.24 21.9±4.71 26.1±5.01 15.6±3.21 9.2±1.56 11.1±2.54 47.2±6.64 5.9±2.38
(10,000won/month) t/F(p) 0.628(.535) 3.114(.047*) 0.896(.411) 0.754(.472) 3.062(.050*) 0.320(.727) 0.514(.599) 1.124(.328)

Medical NHI 138.0±15.25 23.0±4.15 26.8±3.67 15.8±2.92 9.4±1.22 10.9±2.54 46.6±5.48 5.4±2.63

insurance Medical aid 134.6±11.33 20.3±4.06 24.8±4.29 15.6±1.74 9.2±1.09 11.1±2.85 46.9±3.67 5.9±1.76

t/F(p) 0.637(.525) 1.889(.061) 1.578(.117) 0.267(.790) 0.387(.699) -0.209(.835) -0.638(.525) -0.493(.623)

PD experience NONE 137.4±14.96 22.9±4.17 26.5±3.76 15.7±2.92 9.4±1.23 10.9±2.55 46.6±5.32 5.4±2.59

before HD PD 139.6±14.70 23.1±4.64 27.3±2.96 16.2±2.49 9.5±0.90 11.2±2.50 46.8±5.36 5.5±2.32

t/F(p) -0.606(.546) -0.238(.813) -0.802(.424) -0.763(.447) -0.557(.579) -0.385(.701) -0.197(.844) -0.082(.935)



- 47 -

Table 10. Differenc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4)

Note: a, b, c- group for Bonferroni(Post-hoc), *p<.05, **p<.01, ***p<.001

Variable Categories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B.wt. Physical Soci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HD ≤ 5a 140.5±11.46 23.8±3.81 27.2±2.61 16.3±2.87 9.6±0.84 11.2±2.31 47.0±4.22 5.3±2.88
period(yr) * 5<yr≤10b 134.9±13.72 21.8±4.57 26.0±4.13 15.7±2.19 9.1±1.32 10.5±2.77 46.2±4.69 5.6±2.38

>10c 135.2±20.80 22.4±4.24 26.2±4.73 14.7±3.32 9.2±1.55 10.9±2.67 46.4±7.65 5.4±2.05
t/F(p) 2.589(.078) 3.640(.029*) 1.881(.156) 3.881(.023*) 2.934(.056) 1.151(.319) 0.350(.705) 0.222(.801)

a>b a>c

Frequency of 2/wk 135.3±16.92 19.7±4.04 25.3±3.21 15.7±2.52 9.0±1.73 12.7±3.22 47.0±4.36 6.0±5.20
HD(per wk) 3/wk 137.6±14.88 22.9±4.20 26.6±3.69 15.7±2.89 9.4±1.19 10.9±2.53 46.6±5.31 5.4±2.52

t/F(p) -0.255(.799) -1.330(.186) -0.605(.546) -0.040(.968) -0.552(.581) 1.190(.236) 0.144(.885) 0.193(.865)

CCI score 0 138.4±13.11 23.5±4.09 26.5±4.30 15.8±2.45 9.5±1.18 10.7±2.55 46.7±4.37 5.7±3.19
1 137.7±12.15 22.7±4.12 26.7±3.02 15.8±2.95 9.5±0.89 10.8±2.47 46.9±3.90 5.3±2.26
≥2 137.1±17.68 22.7±4.38 26.7±3.78 15.6±3.05 9.3±1.40 11.2±2.59 46.4±6.63 5.3±3.38
t/F(p) 0.092(.912) 0.574(.565) 0.050(.951) 0.099(.906) 0.635(.531) 0.439(.646) 0.103(.902) 0.370(.692)

Total ≤ 9 136.9±12.85 22.9±3.64 26.0±4.41 16.3±2.44 9.4±1.18 10.8±2.50 46.1±4.66 5.5±2.86
number of 10-14 138.2±15.74 23.3±4.22 26.9±3.37 15.7±3.03 9.4±1.25 11.1±2.45 46.6±5.54 5.3±2.38
medication ≥15 137.1±16.00 21.7±5.01 26.8±3.09 15.0±2.93 9.3±1.09 10.9±2.92 47.7±5.73 5.7±2.59

t/F(p) 0.141(.869) 1.388(.253) 1.110(.332) 1.812(.167) 0.082(.921) 0.231(.794) 0.690(.503) 0.26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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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4)

Note: a, b, c- group for Bonferroni(Post-hoc), *p<.05, **p<.01, ***p<.001

Variable Categories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B.wt. Physical Soci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Fall-down 0 138.0±15.46 22.9±4.41 26.6±3.86 15.9±2.96 9.4±1.20 11.1±2.61 46.6±5.30 5.5±2.64
experience 1 141.1±8.03 23.8±2.74 27.5±2.18 15.5±1.51 9.8±0.60 11.3±1.70 48.7±3.71 4.6±1.89
(within 1 yr) ≥2 131.7±13.72 21.9±3.59 26.4±3.14 14.6±2.78 8.9±1.39 9.8±2.32 44.9±6.16 5.2±2.32

t/F(p) 1.683(.189) 0.693(.502) 0.382(.683) 1.674(.191) 1.824(.165) 1.874(.157) 1.874(.157) 0.857(.427)

Average <4.0 139.6±12.92 23.6±3.88 26.8±3.57 16.0±2.78 9.5±1.06 11.3±2.56 47.1±4.26 5.4±2.52
IDWG(%) 4.0-5.7 134.8±17.47 21.9±4.60 26.5±3.89 15.5±3.08 9.4±1.30 10.4±2.46 45.6±6.63 5.5±2.72

>5.7 136.7±14.27 22.9±4.07 25.9±3.58 15.3±2.49 8.9±1.49 10.6±2.41 47.4±5.06 5.7±2.23
t/F(p) 1.844(.162) 2.716(.069) 0.400(.671) 0.797(.453) 1.143(.322) 2.341(.100) 1.542(.217) 0.132(.877)

Frailty Robust a 137.3±18.82 22.5±4.83 25.5±4.98 16.9±2.91 9.2±1.53 10.7±2.71 46.5±6.56 6.1±2.57
(KFRAIL) Pre-frailb 140.5±10.76 23.7±3.68 27.7±2.39 15.5±2.32 9.7±0.77 11.6±2.20 47.1±4.18 5.2±2.65

Frail c 132.2±13.24 21.9±3.88 26.5±2.46 14.2±3.06 9.2±1.17 9.9±2.53 45.8±4.98 4.7±2.07
3.523(.032*) 2.404(.094) 5.533(.005**) 10.206(<.001***) 3.357(.037*) 5.371(.006**) 0.727(.485) 9.302(.010*)
b>c a<b a>b, a>c b>c a>c

Depression 0-5 (normal) a 139.6±16.09 22.8±4.29 26.6±3.88 16.4±2.82 9.4±1.19 11.3±2.55 47.1±5.95 5.9±2.76
(GDS-SF) 6-9 (mild) b 135.9±12.64 23.0±4.24 26.6±2.75 15.4±2.68 9.4±1.05 10.5±2.51 46.0±4.75 5.0±2.35

10-15 (severe) c 134.4±13.42 22.9±4.10 26.6±4.10 14.4±2.69 9.2±1.35 10.5±2.41 46.1±3.93 4.7±1.93
1.765(.175) 0.015(.985) 0.001(.999) 6.750(.002**) 0.554(.582) 2.062(.131) 0.671(.513) 3.318(.039*)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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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4)

Note: *p<.05, **p<.01, ***p<.001

Variable Categories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B.wt. Physical Soci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Hgb <11g/dL 137.6±16.89 22.5±4.60 26.7±4.01 15.6±2.94 9.4±1.30 11.3±2.67 47.1±5.80 5.4±2.62

≥11g/dL 137.7±11.67 23.5±3.56 26.5±3.16 15.9±2.77 9.4±1.05 10.8±2.35 46.1±4.53 5.5±2.48
t/F(p) 0.069(.945) 1.404(.162) -0.369(.713) 0.719(.473) -0.071(.944) -0.494(.622) -0.969(.334) 0.356(.723)

Hct <30% 137.8±18.35 22.7±5.51 26.6±3.22 15.8±2.64 9.2±1.13 11.8±2.68 45.5±5.91 6.2±2.97
≥30% 137.6±14.49 22.9±4.05 26.6±3.74 15.7±2.90 9.4±1.20 10.8±2.50 46.8±5.24 5.3±2.49
t/F(p) -0.031(.975) 0.150(.883) 0.049(.961) -0.037(.970) 0.755(.451) -1.517(.131) 0.943(.347) -1.385(.168)

T.protein <6.5g/dL 139.4±11.38 23.2±3.98 27.5±2.51 15.9±2.84 9.5±1.02 10.8±2.22 47.2±4.60 5.4±2.72
6.5-8.0g/dL 136.7±16.51 22.7±4.35 26.2±4.12 15.6±2.89 9.3±1.29 11.0±2.70 46.3±5.66 5.5±2.47
t/F(p) -1.096(.275) -0.600(.549) -2.398(.018*) -0.661(.509) -0.693(.490) 0.539(.590) -1.016(.311) 0.234(.815)

Albumin <3.5g/dL 138.1±12.95 23.7±2.89 27.2±2.98 16.1±2.43 9.5±1.13 10.5±2.33 46.3±5.46 4.7±2.05
3.5-5.5g/dL 137.6±15.14 22.8±4.33 26.6±3.74 15.7±2.91 9.4±1.21 11.0±2.56 46.7±5.32 5.5±2.60
t/F(p) -0.117(.907) -0.816(.416) -0.632(.529) -0.463(.644) -0.511(.610) 0.774(.440) 0.217(.829) 1.111(.268)

K 3.5-5.5mmol/L 137.1±12.77 23.1±4.08 26.5±3.49 15.6±2.79 9.4±1.05 10.8±2.5 46.6±4.54 5.1±2.45
≥5.5mmol/L 139.4±20.34 22.4±4.63 27.0±4.23 16.2±3.10 9.2±1.57 11.5±2.57 46.6±7.31 6.4±2.67
t/F(p) 0.828(0.409) -0.846(0.399) 0.754(0.452) 1.028(0.306) -0.816(0.416) 1.641(0.103) 0.042(0.967) 2.72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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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s of Self-Care behavior by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54)

Variable Categories
Self-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B.wt. Physical Social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Ca X P ≤55mg/dL 137.7±14.99 23.0±4.19 26.6±3.75 15.7±2.87 9.4±1.21 11.0±2.47 46.6±5.41 5.4±2.56

>55mg/dL 136.0±16.68 21.8±5.29 26.9±2.47 15.8±3.19 9.1±0.94 10.2±3.31 46.6±5.32 5.6±2.62
t/F(p) 0.350(.727) 0.888(.376) -0.231(.817) -0.186(.853) 0.869(.386) 1.002(.318) -0.027(.979) -0.215(.830)

CRP ≤5mg/L 137.7±15.01 23.1±4.17 26.6±3.72 15.8±2.89 9.4±1.23 10.9±2.50 46.5±5.29 5.4±2.57
>5mg/Ll 136.5±14.21 20.9±4.30 27.0±3.22 15.4±2.60 9.5±0.66 11.0±2.97 47.6±5.64 5.2±2.45
t/F(p) -0.277(.782) -1.842(.067) 0.379(.705) -0.467(.641) 0.247(.806) 0.077(.939) 0.707(.481) -0.2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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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증상 정도,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가간호, 증상정도,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정도,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행 정도는 자기효능감(r=.598, p<.001) 및

건강문해력(r=.450, p<.0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기억력 감퇴(r=-.2565, p<.001)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간호의 하부영역 중 식이 관리 영역은 자기효능감(r=.345, p<.001)과

건강문해력(r=.253, p=.002)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맥루 관리 영역 또한 자기효능감(r=.403, p<.001)과 건강문해력(r=.287,

p<.0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

휴식 영역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r=.525, p<.001)과 건강문해력(r=.333, p<.001)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상정도(r=-.192, p=.017),

우울정도(r=-.320, p<.001), 주관적 기억력 감퇴(r=-.286, p<.001) 및 노쇠(r=-.355,

p<.001)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 영역은 자기효능감(r=.381, p<.001), 건강문해력(r=.371, p<.001) 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몸무게 측정

영역은 자기효능감(r=.249, p=.002), 건강문해력 (r=.307, p<.001)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기억력 감퇴(r=-.229,

p=.004)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관리 영역은 자기효능감(r=.557, p<.001), 건강문해력(r=.398, p<.001) 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기억력

감퇴(r=-.220, p=.006)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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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사회활동 영역은 자기효능감(r=.168, p=.037)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정도(r=-.273, p<.001), 주관적

기억력 감퇴(r=-.198, p=.014) 및 노쇠(r=-.191, p=.018)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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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rrelation among Self-care behavior, Dialysis symptom, Self efficacy, Health literacy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N=154)

Note: r= Pearson’s correlation, *p<.05, **p<.01, ***p<.001

Variables

Self

-Care

behavior

Self-Care behavior (sub-component)
Dialysis

Symptom

Self-

Efficacy

Health

literacyDiet AVF
care

Exercise
& Rest Medicine BP &

Weight Physical Social
activity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Dialysis
Symptom

-.048
(.558)

-.061
(.455)

.066
(.416)

-.209
(.009*)

-.049
(.545)

.032
(.692)

-.001
(.988)

-.045
(.581)

Self-
Efficacy

.598
(<.001***)

.345
(<.001***)

.403
(<.001***)

.525
(<.001***)

.381
(<.001***)

.249
(.002**)

.557
(<.001***)

.168
(.037*)

-.097
(.230)

Health
literacy

.450
(<.001***)

.253
(.002**)

.287
(<.001***)

.333
(<.001***)

.371
(<.001***)

.307
(<.001***)

.398
(<.001***)

.120
(.139)

-.052
(.523)

.508
(<.001***)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256
(<.001***)

-.048
(.551)

-.118
(.146)

-.286
(<.001***)

-.091
(.264)

-.229
(.004**)

-.220
(.006**)

-.198
(.014*)

.204
(.011*)

-.224
(.005**)

-.38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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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1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가간호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주 돌봄제공자 유무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주관적 기억력감퇴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모두 10미만(1.061-1.742)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그림(Residual plot)과 정규확률도(Normal probability plot)를 확인하였다.

잔차그림에서 잔차들이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정규확률도에서

잔차가 모두 45도 직선에 근접하고 있어 오차항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건강문해력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8.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가간호의 수준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475, p<.001),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β=.193, p=.020)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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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ctors influencing toward Self-care behavior of older

people with HD (N=154)

K-FRAIL=Korean version of FRAIL scale; GDS-SF=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VIF: 1.061-1.742

Reference Group: Gender(Male), Existence of Caregiver(No), K-FRAIL (Robust),

GDS-SF(Normal)

Note: *p<.05, **p<.01, ***p<.001

Variables
Self-care behavior

B SE β t(p)

Constant 72.386 15.880 -
4.558
(<.001)

Gender (Female) 2.845 1.993 0.096
1.427
(.156)

Age 0.045 0.179 0.018
0.250
(.803)

Existence of Caregiver (Yes) 5.931 3.622 0.107
1.638
(.104)

K-FRAIL (Prefrail) 1.984 2.190 0.066
0.906
(.366)

K-FRAIL (Frail) -0.514 3.065 -0.014
-0.168
(.867)

GDS-SF (Depression) 0.748 2.108 0.025
0.355
(.723)

Self-Efficacy 1.414 0.225 0.475
6.290

(<.001***)

Health literacy 0.267 0.113 0.193
2.361
(.020*)

SMCQ -0.400 0.378 -0.083
-1.057
(.292)

R2 .420

Adjusted R2 .384

F(p) 11.59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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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대상자의 자가간

호 수행 정도와 증상정도,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Frailty)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정도

본 연구에서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수준은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8±0.43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자가간호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약

물복용 점수가 4.7±0.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정맥루 관리 4.4±0.61점, 신체관

리 4.2±0.48점, 운동&휴식 3.9±0.72점, 식이 3.8±0.43점, 혈압&몸무게 측정

3.7±0.8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활동의 점수가 1.8±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위영역 중 약물복용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말기 신질환 환자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고혈압제제, 고칼륨혈증의 치료에 쓰이는 양이온 교환수지

(Sodium polystyrene sulfonate), 인결합제, 철분제, 칼슘보충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관리를 위해 투여되는 비타민 D 등의 약제를 복용하며, 약 복용을

소홀히 할 경우 혈압조절의 어려움, 심장의 문제 및 전해질 불균형 등 신체

증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대상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Eknoyan et al., 2002; Locatelli et al., 2004).

두 번째로 동정맥루 관리 점수가 높은 것은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 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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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동정맥루는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통로(Vessel access)로 동정맥루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원활한 투석을 받을 수 없고, 이 또한 혈액투석환자들

의 투석 치료 효과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자가간호 점수 중 사회활동의 점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는데, 혈액투석 치

료의 특성상 1회 4시간씩, 주 2-3회 혈액투석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

관에 내원해야 한다는 점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사회

활동에서 은퇴하여 현재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87.7% 차지하는 것이 그 이유

라 할 수 있겠다(차지은 & 이명선, 2013). 또한, 현재 COVID-19의 외부 상황

적 영향으로 면역력이 약한 혈액투석환자에게 취미활동과 사회활동에 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자가간호 점수와 하위영역의 순위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자가

간호 수행 정도를 측정한 홍기화(2020)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의 자가간호 수준은 평균 평점 5점 만점 중 3.8±0.43점이었고, 홍기화

(2020)의 연구는 3.6±0.49점으로 중상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나 본 연구가 더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3.6±5.89세였던 것에

비해, 해당 연구는 59.5±12.68세로 본 연구 대상자들과 연령에서 큰 차이를 보

였다. 본 연구에서 고졸 이상인 대상자는 59.8%였던 것에 비해 해당 연구의

고졸 이상인 대상자는 77.9%로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방적 건강행위의 실천정도

가 높아 질병관리를 위한 자가간호수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연령이 낮은

군보다 시간 조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민혜숙 & 이은주, 2006)

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은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자가간

호 수행정도가 증가한다고 한 조영문 등(2018)의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

받침한다. 조영문 등(2018)의 연구결과 혼자 사는 집단에 비해 자녀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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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사는 집단에서 건강정보이해능력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가간호 수행 정도는 주 돌봄제공자가 있는 경우(t=-2.689,

p=0.008)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혜선(2016), 민혜숙

& 이은주(2006)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

상자의 자가간호 수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

다. 장형숙 등(2015)의 연구에서도, 지지체계, 특히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

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자가간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혈액투석의 기간

이 3년 미만인 군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군보다 자가간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간

호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 동거 유형이 건강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김수현 & 이은주, 2008; 이

태화 & 강수진, 2008; 신경민, 2015; Chen et al., 2014)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와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의 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겪는 증상은 평균 8.5±5.99개로 차지은 &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 3.1개, Jablonski(2007)의 연구에서 5.7개에 비해

호소하는 증상의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정은(2016)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증상클러스터와 생리적 요인인 Hgb, Albumin, Creatinine 수치와

안위관련 클러스터의 증상점수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 정도는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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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안위, 통증, 식욕관련 증상클러스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수면관련 증상 클러스터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증상과 자가간호 수행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건강문해력 및 교육수준이 높아 증상의 개수와 관계없이

자가간호 수행 정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증상의

중증도는 2.3±1.26점에서 3.2±1.32점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4.2%로 확인되었으나 자가간호 수행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지은 & 이명선(2013), Billington

등(2008)의 연구에서의 혈액투석환자의 우울증 유병률과 유사하였으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우울증 유병률이 20-30%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ukor et al., 2007). 노인의 경우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능력이

저하되어 있고(대한노인병학회, 2002), 특히,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복합질환의 상태 및 그로 인한 다약제 복용, 병원에 자주

내원해야 하는 혈액투석 치료의 특성상 사회적 활동 저하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심하며(차지은 & 이명선, 2013)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자가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건강상태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와

만성질환상태에 따른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 대해 조사한 이명진 &

손혜숙(2012)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과 우울증을 동반한 경우 자가 평가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만성질환자의 우울증 동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연구에서 질병 상태 이외에 인구학적 변수 중 여자의

경우와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중등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가 평가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137.1±16.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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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 비해(138.0±13.10점) 자가간호점수가 낮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자가간호 점수가 135.8±12.50점인 것에 비하여, 고등학교 졸업 136.9±20.19점,

대학졸업 이상 140.7±11.51점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가간호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대한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가간호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기원 등(2013)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65세 기준으로 성인과

노인환자로 나누어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대상자들의 질병관련특성

및 전반적 신체 상태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연령에 따른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절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 연령의 증가가 우울, 불안의

악화 이유가 되지 않았다. 만성질환에 견뎌내는 능력을 비교했을 때, 노인 환자

집단이 성인 환자 집단에 비하여 취약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노인 환자들은

성인 집단에 비해 신체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기억력 감퇴는 자가간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장기중 등(2009)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객

관적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해 진행한 연구 결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는

연령, 교육수준, 우울정도 및 객관적 인지기능상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해당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과 우울정도는

유사하였다. 반면, 장기중 등(2009)의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평균 4.9±4.5년으

로 본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해당 선행연구의 결과 일변량일반선형모델

(univariate analysis of General Linear Model) 분석을 통해 노인의 객관적 인

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 교육수준, 우울 변수를 보

정하여도 주관적 기억력 감퇴(SMC)점수는 객관적 인지기능상태를 나타내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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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객관적 기억력 감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노인 환자에게 있어서 혼돈이나 섬망과 같은 의식

변화 또한 현재의 건강상태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유무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이동국, 2014; Kalish et al., 2014; Toye et al.,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섬망은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의 50%가 겪을 만큼 흔히 발생하는 인지장애이며, 30-40%에서 예방

이 가능하므로, 의료비 절감 및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예방과 초기 진단의 중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Inouye et al., 2014). 따라서, 노인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정

기적으로 인지능력 및 의식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쇠는 자가간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 노쇠(Frail) 환자와 비노쇠(Robust)환자를 비교

했을 때 투석을 시작한 첫 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

석환자에게 노쇠는 사망률에 있어 나이보다 더 민감한 지표로 나타났다

(Johansen et al., 2007). McAdams-DeMarco 등(2013)은 투석환자들은 높은

노쇠 유병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노쇠는 투석환자의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높은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 Park 등(2016)의 ‘노인의 노쇠와 신체활동과 일

상생활 체력의 관련성’ 연구에서 전노쇠노인(Pre-Frail)의 총 신체활동량은 건

강노인의 약 60%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전노쇠노인은 연령과 체지방률을

보정하고도 건강한 노인(Robust)에 비해 걷기, 중강도 그리고 총 신체활동량

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고강도 활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연

구에서 전노쇠이면서 비신체활동 노인은 건강한 노인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점

수 및 WHO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전노쇠이면서 신체활동을

실천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 및 WHO 삶의 질 점수

모두에서 건강노인들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쇠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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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체활동량과 일상생활체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

는 노쇠상태일지라도 신체활동을 실천하면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 및 WHO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증상 정도,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및 노쇠가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이전 연구에

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알려진 바(장기중 등, 2009; 이명진 & 손혜숙, 2012; 차지

은 & 이명선, 2014; Jablonski, 2007; Johansen et al., 2007; Billington et al.,

2008; McAdams-DeMarco et al., 2013), 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우울, 주관적 기억력 감퇴, 노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중재가 필수적이라 사

료된다.

3.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건강문해력으로 나타났다(R2=38.4%).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행 수준은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p<.001),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p=.020)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와 자기효능감(조영진, 2020) 및

건강문해력(유혜선, 2016; 조영문 등, 2018; 조영진, 2020)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건강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연령, 소득 수준, 동거

유형이 알려져 있다(김수현 & 이은주, 2008; 이태화 & 강수진, 2008; 신경민,

2015; Chen et al., 2014). 만성질환 환자에게 건강 문해력은 자신의 질병에 대

한 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 건강 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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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낮은 노인의 경우 건강 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증

상관리나 약물 복용에 대한 이행률도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이나래, 2012;

Wolf et al, 2005; Goodman et al., 2013).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상당수는 교육수준이 낮으며 건강 문해력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Baker et al., 2000).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고졸 이상인 대상자가 59.8%

로(고졸=28.6%, 대졸 이상=31.2%) 과반수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상정도로

측정된 건강문해력 점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혼자 사는 집단에 비해 자녀와 배우자와 같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단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다고 하였다(조영문 등, 2018). 이는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지내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거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사회적지지와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정은영 & 황선경, 2015).

자기효능감은 신체 노화와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고, 이는 긍정적인 건강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혈압, 제2형 당뇨병, COPD와 항암화학요

법을 받는 노인 암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자가간호에 자

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강혜연 & 구미옥, 2015;

박수민 & 강윤희, 2017; 이은주 & 박은아, 2015; 장효은, 2019), 자기효능감이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관리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조영진, 2020; 허정 &

김애정, 2010), 투석환자의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들

을 통해 확인되었으며(허정 & 김애정, 2010),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 설문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부록 5.> 대

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점수 중 가장 높았던 항목은 약물 복용(3.79±0.58점)과

관련된 문항이었고, 그 다음으로 휴식(3.66±0.60점)관련 점수와 혈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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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68점) 점수순으로 높았다. 자기효능감 점수 중 하위점수 3항목은 저염

식이(3.18±0.76점), 운동(2.53±1.15점)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로는 사회활동 관

련(2.34±1.21점) 자기효능감 점수였다. 대상자들의 자가간호 점수 또한 약물복

용, 동정맥루관리, 운동&휴식의 점수순으로 높았고, 사회활동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 또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Jang & Yoo, 2012), 인

간행동의 변화와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건강 행위와 관련

된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지지되고 있다. 자가간호의 일차 목표 또한

대상자가 만성적인 질병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는 동안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

화하고, 자신의 삶의 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대상자들이

적절한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Jablonski, 2007).

건강문해력 설문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부록 6.> 가

장 높은 점수를 얻은 문항은 ‘약물복용 설명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

라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가?’ 에 해당하는 15번 문항(점수4.45±1.15점)이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약물 복용설명서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뜻한다. 반

면,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문항은 ‘약물 이름을 잘 이해하는가?’의 6번 문

항(3.28±1.29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가간호 수행 점수 중 약

물복용에 대한 점수와 자기효능감 점수 중 약물복용에 대한 점수가 높았던 것

에 비해 약물 이름을 어려워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가간호의 약물복용

에 대한 점수와 약물복용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약물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복용 시간에 맞춰 복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약물을 하나로

포장하여 대상자들에게 처방, 조제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또한, 노인

대상자에 맞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개수가 11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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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제복용을 하는 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 대상자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문항은 ‘의료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주위에 많은가?’를 묻는 3번 문항(3.31±1.33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함

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투석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일수가 많

고,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며 의료인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과 대조적으로 간호사, 의사와 같은 의료진이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지지체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김정애(2020)

의 연구에서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관리는 대상자가 지각한 기본심리욕구 충족,

건강 전문가의 지지, 내재적 동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

아,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하는 바이다.

대상자들은 자가간호를 통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증상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며(Wagner, 1998),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말

기 신부전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Bonner et al., 2014).

Lin 등(2017)이 말기 신부전 환자의 자가관리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는, 자가관리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건강관련 삶의 질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

며, 투석 간 체중 증가량을 줄이고, 우울감과 불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건강행동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기이며, 행동변화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지은, 2017). 자기효능감은 만성질환 환

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적절한 지식습득은

대상자의 인식의 변화의 기초가 되며, 지식의 향상은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

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에 맞춘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문정화,

2018).



- 66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이므로 향후 전향적 추적 관찰을 통해 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 혈액투석환자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측정 도구 중 건강문해력 측정도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설문은 자가보고식으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상태를 측정한 것이며, 노쇠

측정도구 또한 신체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정서적인 측면 중 우울감만

측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 불안, 울화 등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측정과 자가간호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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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외래 유지투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

으로 혈액투석 관련 증상정도, 자기효능감, 건강문해력, 우울 정도, 주관적 기

억력 감퇴 및 노쇠가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154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시행하였다.

국내 혈액투석환자의 평균 연령은 62.3세이며(대한신장학회, 2019), 본 연

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6세였다. 남녀 성별은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교

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59.8%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준은 중상정도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약물복용 점

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정맥루 관리, 신체관리, 운동&휴식, 식이,

혈압&몸무게 측정 순으로 중상정도 점수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활동 점수는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

하였으며,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정도는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중에서

건강문해력과 자기효능감이 자가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혈액투석을 받는 노인 대상자의 자가간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

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간호중재 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문해력 수

준과 기억력 감퇴와 같은 인지기능의 수준을 고려한 대상자 개개인에 맞춘 자

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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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 간호실무,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교육 측면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임상 현장의 간호사로 하여금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 및 자가간호 수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노인 혈액투석

환자들의 자가간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실무 측면

간호실무의 측면에서는 노인 대상자에게 자가간호관련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들의 건강문해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가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건강문해력과 자기효능감 수준을 고려한

대상자 개개인에 맞춘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3)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므로 향후 전향적 추적 관찰을 통해

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 혈액투석환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노인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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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고, 설문에 사용된 측정 도구 중

건강문해력 측정도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설문은 자가보고식으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상태를 측정한 것이며, 노쇠 측정도구 또한 신체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향후 신체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을 포함한 노쇠 측정도구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정서적인 측면 중 우울감만 측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 불안, 울화 등과 같은 다른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측정과

자가간호와의 관계를 규명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 중재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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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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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결과 통보서



- 93 -



- 94 -



- 95 -

부록 3.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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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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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자기효능감 문항별 평균점수

문 항 M±SD

1 나는 정해진 양만큼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 3.32±0.76

2 나는 음식의 종류나 양을 지시대로 섭취할 수 있다. 3.18±0.76

3 나는 싱겁게 식사를 할 수 있다. 2.99±0.89

4 나는 규칙적으로 알맞은 운동을 할 수 있다. 2.53±1.15

5 나는 피곤하고 힘이 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66±0.60

6 나는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있다. 3.37±0.77

7 나는 지시된 약물을 잘 복용할 수 있다. 3.79±0.58

8 나는 지시된 대로 혈액투석용 혈관을 잘 관리 할 수 있다. 3.64±0.68

9 나는 사회적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 2.34±1.21

10 나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5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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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건강문해력 문항별 평균점수

* 역문항

문 항
M±SD

(역환산)

1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하십니까? 3.94±1.11

2
환자 교육자료 중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됩
니까?

3.44±1.12

3
병원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간호사,
의사가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3.31±1.33

4
병원에서 사용하는 서식 중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3.58±1.21

5
병원의 예약표 중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는 것은 얼마나 됩
니까?

3.93±1.07

6
약봉투/약병에 적힌 약물명 중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적힌 것은
얼마나 됩니까?

3.28±1.29

7
약봉투/약병의 약물복용 설명서 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는 것
은 얼마나 됩니까?

3.79±1.08

8
병원의 안내표시판 중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는 것은 얼마
나 됩니까?

4.06±0.95

9*
의사나 간호사, 약사로부터 받은 설명서나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다
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은 얼마나 됩니까?

2.56±1.44

(3.44±1.44)

10 병원의 서식에 기입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3.59±1.35

11*
병원의 서식에 있는 설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기입하는데 문
제가 있었던 적은 얼마나 됩니까?

1.79±1.24

(4.21±1.24)

12*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의학적 건강상태
를 아는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79±1.15

(4.21±1.24)

13 약물복용 설명서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4.01±1.13

14*
병원의 설명서를 읽기 힘들어서 병원의 예약시간에 맞추어 가는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56±1.13

(4.44±1.13)

15*
약물복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55±1.15

(4.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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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주관적 기억력 감퇴 설문(SMCQ) 문항별 평균점수

문 항 M±SD

1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39±0.49

2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0.77±0.43

3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
니까?

0.26±0.44

4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0.12±0.32

5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0.15±0.36

6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0.16±0.36

7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0.07±0.26

8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0.21±0.41

9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0.32±0.47

10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0.11±0.31

11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0.02±0.14

12
가게에서 2~3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
니까?

0.18±0.38

13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0.15±0.36

14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자신 혹은 자녀의 집)를 기억하기 어렵습니
까?

0.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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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Self-care behaviors among elderly 

individuals undergoing hemodialysis.

  

Park, Young Jo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s: With the emergence of Korea’s ultra-aging society, 

the number of elderly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elf-care for 

elderly patients hemodialysis is more emphasiz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lf-care behaviors among elderly individuals undergoing 

hemodialysis.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20 for 154 elderly(aged ≥ 65 

years) patients who were undergoing hemodialysis at two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and three primary care hospitals in 

Seoul. The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regarding 

self-care behaviors, dialysis symptoms, self-efficacy, health literacy, 

depression,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and frail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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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verall, the levels of self-care behaviors, self-efficacy, and 

health literacy were reported as moderate to high in this study.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score was low. Among a total of 30 

types of hemodialysis symptoms, the average number of symptoms 

currently experienced was 8.5±6.0 in the participants. Of all 

participants, 44.2% were found to be depressed and 20.8% were in a 

frail state. The participants’ self-care behavio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self-efficacy (r=.598, p<.001), health literacy 

(r=.450, p<.001) a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r=-.256, 

p<.001).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elf-efficacy (β=.475, 

p<.001) and health literacy (β=.193, p=.020)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self-care behaviors. This regression model 

accounted for 38.4%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strategies for enhancing 

self-efficacy would improve self-care behaviors in elderly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nursing 

interventions to enhance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the 

self-care behavior levels among elderly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ailored 

self-care education programs that examine and modify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in each individual are needed.

Key words : Elderly, Hemodialysis, Self-care, Self-efficacy, 

Health lite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