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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ty the effects of a video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or hemodialysis patients on their self-care, stress and physiological indice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58 hemodialysis patients at three
times per a week at C hospital in Gwangju from June to September, 2013. The repeated
40-minute video education program for 10 weeks was addressed to the participants. structured qestionnaire to measure self-care and stress level, and in terms of phy- siological
indices, a trained research assistant collected the data from medical records.
Results: There are differences on the serum potassium level (t=3.82, p=.001) and serum
phosphorus level (t=2.33, p=.004) and hemodialysis appropriateness (t=-3.51, p=.002) of
physical indexes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In other hands, there are no differences
on the self care, stress and body weight increase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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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video education program for hemodialysis patients
might be helpful to their physiological indice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video education program for a bi-directional self-care and stress control program.
Key words: Hemodialysis; Kidney Dialysis, Video-Audio media, Education, Self-care, Stress

Ⅰ. 서 론

동정맥루 관리 등이 포함되는데, 자가간호
이행은 환자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Kutner,
2001).

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는 질병의 조절은 가능
고령화의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의료기술의

하나 완치되지 않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합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건

병증을 조기발견하기가 어렵다. 장기간 지속

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만성 콩팥병 환

불구하고 만성질환자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

자들은 식이조절과 약물복용 등 자가간호 수

가고 있다. 그중 만성 콩팥병 환자는 전 세계

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혈액투석 환자는

적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이 콩팥 손상이 발생

복막투석과는 다르게 투석을 마치고 섭취가

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제한된 음식을 과다섭취하거나 필수 약제를

2014). 만성 콩팥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

복용하지 않아 고칼륨혈증이나 폐부종과 같은

당뇨, 심장질환 경험이 있으며, 말기신부전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응급 투석과

첫 번째 원인으로는 당뇨병, 다음 원인으로 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Jeong,

혈압, 사구체신염, 비만 등이 뒤를 따르고 있

2008). 또한 동정맥루를 천자하여 혈액투석을

다. 신장 기능이 5%이하로 감소하며 요독 증

하는 환자에게는 동정맥루는 생명선과도 같은

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투석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동정맥루 수술

신장을 이식 받거나, 신 대체 요법으로 혈액투

후 혈관의 협착이나 미성숙, 관리가 안 되어

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만 한다.

혈관의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가 30-50% 이며,

혈액 투석환자는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2-3

혈관 문제가 혈액 투석환자의 이환율과 사망

회, 1회 4시간 이상을 투석기계에 의존하여

률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며 평생 동안 조절이 필

(Shin, Jung, & Rim, 2005). 따라서 혈액 투석

요하고 투석을 통해 안전하게 신기능을 조절

환자가 스스로 자가간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

함으로써 질적인 생활을 지향한다(Chang et

는 교육은 환자의 예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간

al., 2011). 이러한 질적인 삶은 자신의 치료에

호중재이다.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임상적 권유에 대한 자

투석을 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지 모른다

가간호 수행여부에 달려있다(Orem, 2001). 혈

는 불안감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액 투석환자의 자가간호 항목에는 식이 및 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분제한, 약물복용, 투석스케줄 지키기, 운동,

혈액 투석환자들은 다른 만성질환자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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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트레스가 높아 자가간호 이행이 낮다

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Sim & Son, 2012). 따라서 식이요법을 실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식이제

2. 연구의 목적

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혈관관리
이해 및 투석환자들을 위한 운동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석실 교육 관련 조사에 의하면(Lee, 2003)

본 연구는 혈액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
영상 교육프로그램이 환자의 자가 간호, 스트
레스 및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환자교육 방법으로 책자 없이 구두교육이 50%,
교육책자나 메모지를 이용한 교육이 49%, 정
기적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12.5%에 그
쳐(Bae, 2005) 교육방법의 다양성이나 교육
횟수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혈액 투
석환자는 신체기능 저하뿐만이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논리적 사고와 같은 인지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있다(Hwang, 2008). 혈액 투석환자
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교육법보
다는 시각, 청각, 체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각 교육

첫째,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이 혈액 투석환
자의 자가간호(자가간호 지식과 수행)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혈액 투석환
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혈액 투석환
자의 생리적 지표(혈청 칼륨 수치, 혈청 인 수
치, 투석 적절도 및 투석 간 체중증가)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 가설

은 활자위주의 책자를 이용한 교육보다 자가

가설 1.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프

간호수행에 효과가 있으며, 동영상의 경우 책

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자의 자

자나 정적인 영상에 비해 대상자의 집중력을

가간호 정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Lee, 2003;

• 부가설 1.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Suk, Park, Jeon, & Kim, 2013).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병원의 혈액 투

자의 자가간호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

석환자 자가간호 전문가가 혈액 투석환자의

• 부가설 2.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을 목적으로 연구대상 병원의 신장센터에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

서 개발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집중

자의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을 것이다.

력이 저하된 대상자의 교육방법으로 활용하였

가설 2.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프

으며, 같은 내용을 5회 반복함으로써 초기 투

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자의 스

석환자나 지속적 장기적 치료를 받는 투석환

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자에게 초회 혹은 재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가설 3.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프

하였다. 본 연구는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식이

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자의

요법, 혈관 관리, 약물 요법, 운동 등의 자가간

생리적 지표가 유의하게 개선될 것이다.

호 내용의 40분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이 환자

• 부가설 1.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의 자가간호, 스트레스 및 생리적 지표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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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

의 충고에 따르는 행위의 정도(Connelly, 1987)

자의 혈청 칼륨 수치가 낮을 것이다.

를 말하며, 자가간호는 Hong (1999)이 개발하

• 부가설 2.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고 Suk 등(2013)이 수정한 도구로 자가간호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

지식은 신장의 이해 (10문항), 식이 요법 (5문

자의 혈청 인 수치가 낮을 것이다.

항), 투약(3문항), 혈관관리(4문항), 운동(3문

• 부가설 3.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점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

수를 의미하였다. 혈액 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자의 투석 적절도가 높을 것이다.

수행은 투약(5문항) 식이요법(6문항), 투석생

• 부가설 4. 혈액 투석환자를 위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 대상
자의 투석 간 체중증가가 감소할 것이다.

활(7문항), 혈관관리(4문항)로 구성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점수를 의미한다.
3) 혈액 투석환자의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과 관련된 스트레스

4. 용어 정의

로 Baldree와 Murphy (1981)가 개발하고 Hur
1)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2005) 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한 점수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단위시간에 보여 지
는 화면들이 여러 개 모여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를 의미한다.
4) 혈액투석환자의 생리적 지표
본 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임상적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
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방문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를 위한 자가관리에 관
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었다. 식이요법은 하
루에 섭취해야 할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는 방

인 중재를 위해 사정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영
역(Cho & Choe, 2007) 중 전해질(칼륨), 골대
사(인),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건체중 비교하
여 투석 간 체중 증가량을 말한다.

법, 칼륨제한 음식섭취 방법 등의 내용과 혈관
관리는 수술 후 운동, 문제발생 시의 조치, 혈

Ⅱ. 연구방법

관 수술한 팔에 하지 말아야 할 사항, 투석 후
지혈방법 및 관리방법이었으며, 약물요법은 복
약법, 복약 시 주의사항 및 약물의 효능이었

1. 연구 설계

고, 운동은 운동의 목적과 방법, 주의사항, 스

본 연구는 혈액 투석환자의 동영상 교육프

트레칭에 관한 내용으로 제작된 40분 동영상

로그램이 자가간호, 스트레스 및 생리적 지표

으로 2주에 5차례 반복 시청하였다.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다.

2) 혈액 투석환자의 자가간호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자가간호는 자가간
호 지식과 자가간호 수행으로 구분하여 각각

2. 연구 대상

측정하였다. 자가간호는 대상자의 행동이 치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광역시 소재한 C 대

료 및 건강유지에 일치하는 상태 혹은 의료인

학병원에서 혈액투석 전문의에게 말기 신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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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단받고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 68

에게 자문을 얻어 최종 22문항으로 수정한 도

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7일부터 8월 20

구를 사용하였다.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

일까지 10주 동안 2주 1회씩 5회 반복된 동영

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예”가 많을수록

상 시청을 실시하였다. 이 중 입원치료 2명,

자가간호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계획된 센터 방문 불이행 4명, 연구참여 중도

(2)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포기 4명으로 총 10명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5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항목으로는 혈액투석과 관련해서 환자 스스
로 수행하는 건강 유지, 증진 행위로서 Hong
(1999)이 개발한 체중관찰, 식이, 투약, 운동,

3. 연구 도구

투석계획 수행, 동정맥루 관리 등에 관한 16

1)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치료 관련 특성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
력, 종교, 결혼, 보험 종별, 경제 활동 및 월수
입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료 관련 특
성으로는 투석에 관한 정보원, 투석교육의 필

문항 자가간호 측정도구를 Suk 등(2011)이 수
정․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투약에서 외식시
칼륨저하제와 인결합제를 가지고 가서 복용한
다.”와 “담방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건강보조제
나 약제 달인 물 등)” 2문항을 추가하여 식이
요법(6문항), 투석 생활(7문항), 혈관 관리 (4

요성, 주간호제공자, 투석기간, 입원경험, 입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투석실 근무 5년 이상

이유 및 복용 약의 수량의 총 7문항으로 구성

근무자 간호사 5명과 신장내과 교수 1인에게

되었다.

자문을 얻어 최종 22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2) 혈액 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사용하였다.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예”가 많을수록 자가

(1) 혈액 투석환자의 자가간호 지식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 간호 지식 정도는
Hong (1999)이 개발하고, Suk 등(2011)이 답

간호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3) 혈액투석환자 관련된 스트레스

하기 쉬운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23문항을 연

항목은 총 23항목으로 Baldree, Murphy와

구자가 혈관 관리 문항 중 “혈관에 부르르 떨

Powers (1981)가 개발하고 Hur (2005)가 수정,

리는 진동이 있는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 추

보완한 측정도구(Hemodialysis stress scale ;

가 하였으며 운동 항목 중 “운동은 투석 간

HSS)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스트레스 5문항

체중증가를 예방하고 근력과 식욕을 증진하여

과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18문항으로 총 23문

주므로 계획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를 “운

항이다. “스트레스가 없음”은 ①을 의미하며,

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⑤를 의미하여 5점 분포

효과가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열이 나거나

로 최대 7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관절이 문제가 있거나, 과식한 경우에는 운동

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r (2005)의

을 삼간다”를 추가하여 3항목을 수정･보완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본

도구 25문항으로 신장의 이해(10문항), 식이요

연구의 Cronbach's alpha=.90 였다.

법(5문항), 투약(3문항), 혈관 관리(4문항), 운
동(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투석실 근무 5년

4) 혈액투석환자의 생리적 지표

이상 근무자 간호사 5명과 신장내과 교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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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사 당일 투석 시작 전 환자의 혈액

주 간격으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총40분)을

5cc를 채혈하여 C 대학 병원 임상 병리과에서

시행한 후 같은 내용으로 2차 설문지 조사를

원심 분리 후 Beckman culter (AU5800)기기

실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투석 스케줄이

로 검사한 결과로 6월과 9월 검사한 혈중 칼

월, 수, 금 환자는 월요일 투석 시작 후, 화,

륨, 인 측정치와 혈중 요소질소 (Blood Urea

목, 토 스케줄인 환자는 화요일 투석 시작 후

Nitrogen, BUN)를 투석전후로 측정하여 계산

적용하였다.

하여 각각의 투석 적절도(KT/V)를 산출하였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

다. 투석적절도는 투석 시작 전 혈중 BUN과

여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부

투석 후 혈중 BUN을 측정하고, 환자의 체중

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

(요소 분포량, 환자의 총수분량), 투석시간 등

우에만 연구자가 질문지를 읽어주며 작성하도

으로 계산된 값으로 산출 공식은 Kt/V=-ln

록 하였다. 생리적 지표 검사는 프로그램 전과

(R-0.008 × t) + (4-3.5 × R) × 0.55UF/V (R=투

프로그램 후 투석시작 전 채혈을 하여 인과

석종료 시의 BUN/투석 직전의 BUN, t: 투석

칼륨 검사를 하였으며, 체중측정 역시 투석전

시간[시], UF: 한외여과[ultraltration][kg], V:

에 실시하였다. 투석 적절도의 자료는 투석전

투석 후 체중 [kg])이다(Blake et al., 2011). 건

후 혈중 요소(BUN)을 실시한 결과 값과 체중,

체중 대비 투석 간 체중 증가량을 확인하기

투석시간으로 계산한 값으로 수집하였다.

위한 체중측정은 연구대상 신장센터에 구비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실측된 체중을 투석시마

5. 자료 분석 방법

다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5)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후 SPSS를 통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와 5년 이

분석하였다.

상의 투석실 간호사들이 환자대상의 책자와

첫째,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치료

파워 포인트 교육 자료를 토대로 C 대학병원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의 지원과 협조로 신장내과 교수의 자문과 감

로 분석하였다.

수를 받아 개발하였다. 식이요법(15분), 약물

둘째, 대상자의 동영상 프로그램 전후의 자

요법(10분), 혈관관리(10분), 투석환자의 운동

가간호, 스트레스, 생리적 지표 정도는 평균,

과 스트레스(5분) 등 5부분으로 구분한 총 40분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동영상 프로그램 교육 전후

분량의 교육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2

자가간호, 스트레스, 생리적 지표와의 차이는

주에 5회 반복 시청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paired t-test로 검증하였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7. 연구의 윤리적 측면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IRB
에 제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2013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6월초에 동영상 교육 전 혈액투석 환자대상 1

대상 병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명의학연

차 설문지 조사를 한 뒤 10주 동안 총 5회 2

구윤리위원회(IRB CNUH-2013-103)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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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았으며, 승인 시 연구절차를 준수하였다.

8. 연구의 제한점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치료 관련 특성

본 연구는 G 광역시 소재한 투석실에서 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단일군 유사 실

상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의 환자가 38명

험설계로 본 연구 결과를 혈액투석환자 전체

(65.5%)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가 32명

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여해야 한다.

(55.2%)으로 여자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year)

Religion

(N=58)
Category

n

%

Male

32

55.2

Female

26

44.8

30-39

6

10.3

40-49

7

12.1

50-59

7

12.1

60-69

25

43.1

above 70

13

22.4

≤9

20

34.5

10-12

21

36.2

≥13

17

29.3

Buddhist

15

25.9

Christian

17

29.3

Catholic

5

8.6

Others

21

36.2

Marrital

Coupled

46

79.3

status

Single

12

20.7

Medical insurance

34

58.6

Insurance

Financially-low class support

12

20.7

type

Msupport

11

19.0

1

1.7

Industrial disaster
Economic

No

46

79.3

activity

Yes

12

20.7

Below 500,000

28

48.3

Monthly

50-1,000,000

7

12.1

income

100-2,000,000

13

22.4

Above 2,000,000

10

17.2

- 61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20권 1호, 2015년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Treatment
Characteristics

Category

(N=58)
n

%

Nurse

33

56.9

Information

Doctor

20

34.5

source

Internet

3

5.2

Hemodialysis patient society

2

3.4

Much needed

17

29.3

Necessity

Necessary

23

39.7

of education

Usual

14

24.1

4

6.9

Patients themselves

30

51.7

Spouse

21

36.2

Not needed

Primary

Sons and Daughters

3

5.2

care-giver

Parents

3

5.2

Siblings

0

0

Patient helper

1

1.7

Below 1 year

4

6.9

Above 1 year and Three years

10

17.2

Above 3 years

44

75.9

No experience

17

29.3

Previous

1-2 times

19

32.8

hospitalization

3-4 times

9

15.5

More than 5 times

13

22.4

Pulmonary edema

2

Cardiac problem

7

17

Hyperkalemia

5

12.1

Reasons for

bleeding

0

0

hospitalization*

blood pressure

0

0

Hemodialysis Blood vessel problem

13

31.7

Others

14

34.1

No experience

17

Hemodialysis
period

Below 4
Number
of medications

4.87

7

12.1

5-7

28

48.3

Above 8

23

39.7

* Admission experience group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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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이하가 21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종

후 자가간호 정도가 교육 전 자가간호 정도보

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37명(55.8%)이었고,

다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부가설 1. “혈

결혼상태는 부부상태인 경우가 46명(79.3%)였

액 투석환자에게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후 자

고, 보험형태는 의료보험이 34명(58.6%)으로

가간호 지식 정도 프로그램 전보다 자가간호

가장 많았으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지식정도 보다 높을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46명(7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월평

평균 22.10± 1.58점이었고 프로그램 후 평균

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28명(48.3%)으로 가

22.30±1.3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장 많았다.

-1.44, p=.160). 따라서 부가설 1은 기각되었

대상자의 치료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다. 부가설 2. “혈액 투석환자에게 동영상 교

투석에 관한 정보원은 간호사인 경우가 33명

육프로그램 후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프로그램

(56.9%)으로 가장 많았고 혈액투석을 위한 지

전보다 자가간호 수행정도보다 높을 것이다.”

속적 교육 필요성은 40명(70%)이 필요하다고

는 프로그램 전 평균 20.60±1.96점이었고, 프

하였다. 주간병인으로는 본인인 경우가 30명

로그램 후 평균 21.60±1.37점으로 자가간호 수

(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석기간은 3년

행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t=

이상이 44명(75.9%)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경

-1.82, p=.070).

험은 1-2회 입원이 19명(32.8%)이었는데, 5회
이상도 13명(22.4%)이었다. 입원이유로는 투

2) 제 2 연구 가설

석혈관 때문이 13명(31.7%)으로 가장 높았고,

“혈액투석 환자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후

다음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7명(17%), 고칼륨

스트레스 정도가 프로그램 전 보다 유의하게

혈증 5명(12.1%) 순이었다. 복용약은 5-7가지

감소할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평균 61.50±

병용군이 28명(48.3%)으로 가장 많았다.

7.70점이었으며, 프로그램 후에는 평균 63.00±
7.70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각

2. 가설검증

되었다(t=-0.70, p=.470).

1) 제 1 가설

3) 제 3 연구 가설

“혈액 투석환자에게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혈액투석 환자의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후

<Table 3> Self-Care

(N=58)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t

p

1.37

-1.44

.160

1.37

-1.82

.070

Mean

SD

Mean

SD

Self-Care Knowledge

22.10

1.58

22.30

Self-care fulfillment

20.60

1.96

21.60

<Table 4> Stress

(N=58)
Before program

Stress

After program

Mean

SD

Mean

SD

61.50

17.70

63.00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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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ological Indicators (N=58)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Mean

SD

Mean

SD

Serum potassium (mEq/L)

5.5

0.85

5.13

Serum phosphate (mg/dl)

4.97

1.85

Kt/V

1.49

Body weight increase (kg)

2.48

Characteristics

t

p

0.54

3.82

.001

4.47

1.20

2.33

.004

0.23

1.61

0.24

-3.51

.002

0.79

2.5

0.71

-0.82

.450

Kt/V is a number used to quantify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treatment adequacy. K=dialyzer
clearance of urea, t=dialysis time, V=volume of distribution of urea

환자의 생리적 지표가 프로그램 전 보다 유의

Ⅳ. 논 의

하게 향상되어질 것이다.” 는 부분 지지되었
다. 부가설 1.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고령,

혈청 칼륨 수치가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유의

신기능 장애 관련된 인지장애와 집중력 저하,

하게 낮아질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평균

피로 등의 이유로 교육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5.5±0.85 mEq/L이었고, 프로그램 후에는 평균

점에서 착안하여 투석치료를 받는 동안 시청

5.13±0.54 mEq/L로 유의하게 낮아져(t=3.82,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5회 반복시청

p=.001), 지지되었다. 부가설 2. “동영상 교육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자가간호, 스

프로그램 실시 후 혈중 인 수치가 프로그램

트레스 및 생리적 지표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

적용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질 것이다.”는 프로

였다.

그램 전 평균 4.97 ±1.85 mg/dl, 프로그램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고령 환자가 많

에는 평균 4.47±1.2 mg/dl으로 유의하게 낮아

았다. 대한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져(t=2.33, p=.004), 지지되었다. 부가설 3. “동

(2014)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가 고령화가 되

영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투석 적절도는

어 가며 말기 신부전의 원인질환인 당뇨병과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질 것이

고혈압의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고령

다.”는 프로그램 전 평균 1.49±0.23, 프로그램

의 투석 환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

후에는 평균 1.61±0.24 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구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80%로

(t=-3.51, p=.002) 지지되었다. 부가설 4. “동영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한 직업

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투석 간 체중 증가

상실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

가 프로그램 적용 전 투석 간 체중 증가보다

원경험 역시 합병증으로 잦은 입원횟수를 보

유의 하게 낮아질 것이다.”는 프로그램 적용

였고, 병용하는 약의 수도 많아서 투석환자에

전 평균 2.48±0.79 kg, 프로그램 후에는 평균

게 약의 정확한 복용법과 효능에 대한 교육하

2.50±0.71 kg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t=-0.82 p=.450) 기각되었다.

다. 혈액투석환자는 식이나 운동과 같이 생활
습관, 신념,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의 경
우는 관련된 지식만으로 자가 간호 수행이 높

- 64 -

혈액 투석환자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이 자가간호, 스트레스 및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

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참, 피부색이

(Durose, Holdsworth, & Przygrodzka, 2004).

나 외모의 변화, 새로운 간호사가 와서 투석치

따라서 혈액 투석실 간호사는 혈액투석 환자

료를 한다’,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다’의 항

들이 자신의 건강과 질병문제에 대한 관심을

목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짧은 연구기간동안의 동영상 교육이 스트레스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환자수준에

감소에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

맞아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성질환자를 간호하는 투석실 간호사도 환자들

교육을 하여 건강문제에 잘 대처 할 수 있도

의 스트레스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염

록 도와주어야 한다(Tschong, 2010).

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

본 연구에서 본 동영상 프로그램은 자가간

은 원인을 확인하여 식이요법, 예후 및 동료환

호 지식정도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

자의 악화 등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

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90% 이상이 1년

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투석치료를 하고 있어 자가간호에 대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생

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리적 지표 중 투석 간 체중증가는 유의한 차

생각된다. 그러나 자가간호의 중요 항목별로

이는 없었다. 투석 간 체중증가는 투석을 끝내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을 일주일에 1회로 줄

는 시점에서 다음 투석 시행 시점까지 2.0-3.0

인다, 외식 시 칼륨 저하제, 인 약을 가지고

kg이 권고 목표 체중(Blake et al., 2011)이며

가서 외식 후 복용 한다, 하루 7-8시간의 수면

체중은 민감한 지표를 나타내지 않아 유의한

을 취한다에서 교육의 지식이 향상되었다. 혈

차이는 없었지만 혈액투석환자들의 건체중의

액 투석 환자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1.2-

평균값이 교육 전 2.48에서 교육 후 2.50 이므

1.4g/k으로 투석치료전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

로 환자는 투석 간 체중 증가 값은 적정하다

질을 권장하고 있다(The Korean Society of

고 보겠다. 다만 환자별 표준 편차가 큰 환자

Nephrology, 2014). 환자들은 외식을 자주함으

는 지속적인 개별 교육과 관찰이 필요하겠다.

로써 단백질이 보충이 된다고 알고 있음이 설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 중 혈청 칼륨 측정은

문지 조사 시 나타났다. 또한 외식 시 더 많은

교육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칼륨과 인이 섭취되므로 칼륨 저하제와 인 약

와 유사하게 12주 동안 50분 만성신질환 및

을 복용하도록 하여 교육 후 유의한 결과를

혈액투석의 역할에 대한 이해(11분), 전해질과

얻을 수 있었다.

식이요법(18분), 투약(7분), 혈관루 관리(7분),

본 동영상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정도에는

투석환자의 운동(7분) 등 5부분 동영상을 12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스트레스 정도

주 동안 6회 반복한 선행 연구의 경우 지식이

를 문항 별로 분석해 보면, 대상자들의 스트레

나 혈청 인이나 투석적절도에서는 유의한 결

스 측정 결과는 23개 항목 중 교육 전․후에 상

과를 가져왔으나 칼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관없이 ‘투석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식이 요

보이지 못했다(Suk et al., 2013). 고칼륨혈증

법이다’ 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으며 ‘앞으로의

이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속적

병에 대한 예후가 걱정이다’, ‘옆의 환자나 친

인 교육이나 중재를 통해 칼륨 수치의 상승을

한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예방할 필요가 있다. Suk 등(2013)의 연구에

‘투석실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잘한다고 생각

비해 본 연구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짧고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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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적었음에도 혈청 칼륨 수치에 좋은 영향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석실 간호사들은 환자

을 보인 것은 단기간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장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중재에 더

기간 지속적인 반복보다 교육효과가 있었기

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중 혈청 인은 교육전
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혈중 인은 소
리 없이 환자들을 쓰러지게 하는 전해질이라

본 연구는 고령, 인지문제 발생이 잦은 혈

고 신장내과 전문의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본

택투석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 청취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혈액투석환

교육방법으로 교육 후 혈청 인수치가 감소하

자의 자가간호, 스트레스 및 생리적 지표에 미

였다(Kim & Kim, 2008; Park & Lee, 2010).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생리

따라서, 혈청 인수치의 경우 다양한 교육 프

적 지표 중 혈청 칼륨과 인 수치 및 투석 적절

로그램에 의해 잘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도에 효과가 있었으나 자가간호, 스트레스 및

었다.

생리적 지표 중 투석 간 체중증가에는 효과가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 중 투석 적절도(KT/V)

없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은 1년 이상 혈액

는 교육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투

투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이나 정

석 적절도에서 수치화에 필요한 값인 BUN은

보제공의 다양한 중재에 노출된 특성을 가지

환자의 단백질 섭취량과 관련되므로 환자의

고 있으므로 반복 청취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식이요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건강 심

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생각된

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에서 투석 적절도 지표 값 평가를 하며 투석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 양

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항목이다. 투석

방향적 자가간호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적절도와 BUN값에 따라 투석시간의 중재와

요하다고 생각된다.

식이요법과 약물 요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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