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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질병 양상에

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만성질환의 이환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만성질환 중에서도 만성신부전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신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장기능이 정상 신장 기능의 10-15% 이하로 저하되

어, 약물요법만으로는 정상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신대체요법

이 필요하다[1]. 2011년 말 보고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50,289명으로 이 

중 혈액투석치료와 복막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각각 42,596명과 

7,694명으로 매년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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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purposed to investigate whether phosphorus-related nursing intervention affect physiologic indicators of hemodialysis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150 people who were received hemodialysis from one hospital in Daegu-city from May 2013 to February 2015. 

They checked physiologic indicators (serum Ca × P and phosphorus level) 3 times on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and 6 months later after post-

intervention and answered the questionnaire to figure out effects of diet habits, phosphorus-related knowledge and medication adherence. Results: 

Patients ratio had serum Ca × P to less than 55 mg2/dL2 on post-intervention were 74.7% from 48.7% on pre-intervention. Good diet habits and level of 

knowledge influenced physiologic indicators significantly. However patients ratio of serum Ca × P was not significant between on post-intervention and 

6 months later. Conclusions: This study was identified that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contributed to result of physiologic indicators of hemodial-

ysis patients.

Key words: Nursing intervention, Ca × P rate of filled vacancies, Hemodialysis 

How to cite this article:
Lee JH, Kam S, Kim KY, Song MU, Lee EJ, Lee WK. The effect of phosphorus-related nursing 
intervention on physiologic indicators of hemodialysis patients. J Health Info Stat 2016;41(2):239-247. Doi: 
http://dx.doi.org/10.21032/jhis.2016.41.2.239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16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Original Article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Corresponding author: Won Kee Lee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420-6939, E-mail: wonlee@knu.ac.kr

Received: April 22, 2016 Revised: May 27, 2016 Accepted: May 30, 2016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혈액투석 환자에 있어 주요 사망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

혈관질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신장질환 자체 혹은 요독증이나 신

대체요법, 칼슘과 인을 포함하는 미네랄 대사 장애와 같은 위험인자가 

혈액투석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인은 뼈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세포의 합성과 당질, 지방, 단백질 대

사에 관여하며, 신장의 산 배설 과정에서 중요한 완충제가 된다[5,6]. 

신부전에 의해 사구체여과율이 저하되면 신장을 통한 인 배설이 감소

되고[7], 신대체요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혈액투석 치료만으

로는 음식물에서 섭취한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8]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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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산혈증 상태가 된다. 혈중 인 농도가 1 mg2/dL2 증가할 때마다 사

망위험이 18-35% 높아지므로[9], 고인산혈증의 예방은 만성 신질환자

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다[10].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혈청 인의 증가는 신장성골형성장애 대사 이상

으로 인한 골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골절의 원인이 되고, 

골절 발생 시 치유를 느리게 하며, 골절에 의한 장기간의 활동제한은 

감염과 영양실조를 유발하여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11], 혈관과 연조직 석회화를 일으키며 죽상동맥경화증과 

심혈관계 사망률, 입원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12]. 따라서 만성신

부전 환자는 혈청 인의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투석, 인결합제 복용, 인

이 많이 포함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고인산혈증의 예방 및 

치료는 만성신부전 환자에 있어 중요한 치료목표의 하나이다.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KDOQI)의 2009년 지

침에 따른 Chronic Kidney Disease-Mineral and Bone Disorder (CKD-

MBD)에 의하면 Chronic Kidney Disease (CKD) 5단계에서는 골질환 

예방을 위해 혈청 인 치를 3.5-5.5 mg/dL 범위, 교정 총 칼슘은 8.4-9.5 

mg/dL, 그리고 칼슘과 인의 곱은 55 mg2/dL2 이하 범위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3]. 이러한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혈액투석적정성평가 항목에 혈청 칼

슘×인 충족률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 수

치와 혈청 칼슘×인 농도의 곱이 높을수록 환자사망률이 증가하였으

며[14], Dialysis Outcome and Practice Patterns Study (DOPPS) 결과에

서도 칼슘 10.0 mg/dL 이상, 인 5.0 mg/dL 이상인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칼슘과 인의 혈청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이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인 조절을 하는 데 유용하고 혈청 인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6]. 또한 음식의 섭취제한과 투약과 관련된 혈액

투석 환자의 자가간호행위가 혈중 인, 혈중 칼륨, 투석 간 체중증가량

과 같은 생리적 지표값에 영향을 미치며, 자가간호행위 수행이 잘될수

록 생리적 지표 값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 

이와 같이 인의 생리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식습관, 인 

조절제의 복용, 인과 관련된 지식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

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 인 관련 식이교육, 식사일지, 칼슘

×인 충족률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는 1:1 교육 등 간호중재 프로그램

을 적용하고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 간호학회지를 중심으로 찾

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인과 관련된 2차적인 심혈

관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인 관련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칼슘과 인을 권고

기준 이하로 유지 시켜주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구소재 일개 병원에서 혈액투석

을 주기적으로 받은 환자 208명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이 기간 동안 

신장이식, 전원, 사망 등으로 생리적 지표의 추적이 불가능한 대상자

를 제외한 1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내과 전문의에 

의해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만 18세 이상이며, 혈액투석

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주 2-3회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시행받고 있으

며,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중재 전 2013년 5, 6, 7월 대상자의 생리적 지표조사를 조사하였

으며 이후 1년 동안 인 관련 간호중재를 제공하였다. 인 관련 간호중재

에는 개인별 식이 확인 및 교육, 약복용법 설명 및 인결합제 복용격려

를 위한 문자전송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시행된 간호중재를 살

펴보면 1년 동안 개인별 식이교육과, 약복용법과 중요성을 매달 설명하

였고 문자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달 정기 검사 전 ‘적절한 투석 생

활을 위하여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인약을 꼭 복용하세요’라는 문자

를 전송하였다. 매월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10 mg/dL 이상 대상자에게 

매 투석 시마다 저 칼슘 투석액을 사용하였고 자체 제작한 5분 분량의 

인 지식 관련 동영상을 4주에 걸쳐 혈액투석을 하면서 환자 개인 침상

에 비치된 모니터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들이 실제 섭취하는 

음식의 구체적인 인 함유량을 잘 알지 못하여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이용하여 식이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달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칼

슘×인의 값이 55 mg2/dL2 이상인 환자를 선별하여 기입식 식사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가져오도록 하고 담당간호사는 실제 기록한 음식의 인

섭취량을 계산하여 기록하였다. 이때 정확한 인 섭취량의 계산을 위하

여 농촌진흥청 국민농업과학원 제8개정판[17] 식품성분표와 대한신장

학회의 만성신부전 환자 식품성분표를 바탕으로 실제 식습관을 파악

한 후 이를 다시 피드백하였고 식이교육에 활용하였다. 칼슘×인 55 

mg2/dL2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1 집중교육을 투석 시 주 1회 5분

간 실시하였다.

인결합제의 복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용약물중 인결합제만

을 따로 낱개 포장하여 식사 중과 외식 쉽게 복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간

호중재 후 2014년 5, 6, 7월 생리적 지표를 다시 조사하였으며 2014년 7

월에 인 관련 지식, 식습관, 약물순응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환자별 식이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간호중재 후 대상자의 참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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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의 지속 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12월, 2015년 1, 2

월에 생리적 지표를 추적 조사하였다(Figure 1).

인 관련 지식이란 기술, 동기 등과 함께 자가 간호에 참여하는 역량

(self-care agency)이며 생명, 건강, 발달, 안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자가 간호에 참여하는 능력이다[18]. 본 연구에서는 Ford et al. [19]이 개

발한 내용을 Na [20]가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고인산혈증과 관련된 식사요법 및 식품정보, 생리적 변화, 약물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하였으며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문지의 점수 빈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상위 30%인 15-20점을 ‘고’, 중간 40%인 

11-14점을 ‘중’, 하위 30%인 0-10점을 ‘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Cronbach’s α는 0.64였다.

식습관이란 식생활과 관련된 모든 습관으로 음식에 대한 기호에서

부터 일상적으로 영유하는 일상의 식생활 태도와 행동을 모두 포함한

다[21]. 본 연구에서는 Song [22]이 개발하고, Cho and Choe [23]가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한 자가간호측정행위에 관한 문항 중 식이와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못하고 

있다’(1점)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

수는 최저 점수 0점에서 최고 점수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문지 점수 빈도에 따라 세 부분으

로 나누었고, 상위 30%인 22-30점을 ‘고’, 중간 40%인 18-21점을 ‘중’, 하

위 30%인 6-17점을 ‘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0.75였다.

약물순응도란 처방대로 제 시간에 정해진 용량의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Morisky et al. [25]이 개발한 

Morisky Medication Adherence Scale (MMAS-6)을 Han [26]이 번역하

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MMAS-6는 복약지속성을 

잘 예측할 수 있고 환자의 지식과 동기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망각과 무관심을 측정하여 환자의 

복약순응 의지 측면에서 동기의 수준을 평가하며, 환자가 복약을 중지

했을 때에도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

하는지 측정함으로써 복약순응과 관련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각 문항의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하였으며 점수는 최저 0점

에서 최대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설문지 점수 빈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상위 30%인 6

점을 ‘고’, 중간 40%인 4-5점을 ‘중’, 하위 30%인 0-3점을 ‘저’로 분류하

였다.

생리적 지표는 혈액투석 환자의 혈중 칼슘×인 측정치와 인 측정치

로 전자의무기록지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수집했으며, 혈중 칼슘×인의 

수치와 인 측정치는 교육 전(2013년 5-7월)의 3개월 평균치와 교육 후

(2014년 5-7월)의 3개월 평균치, 교육 후 추적(2014년 12월- 2015년 2월)

의 3개월 평균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생리적 지표의 충족

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충족 기준에 근거하여 칼슘×인 측정치의 

충족률은 55 mg2/dL2 이하이면서 인은 5.5 mg/dL를 유지할 것을 안내

하고 있으며[27] 조사당시 인과 칼슘 수치를 각각 조사하였지만 칼슘×

Before nursing intervention: Investigation of physiological indicators from May to July 2013

After nursing intervention: Investigation of physiological indicators from May to July 2014

Follow up after nursing intervention:  Investigation of physiological indicators on December 2014 and January and 
February 2015

•  Diet education (using video by self-developed)
•  Explain the methods and important points for taking medications
•  Send text messages
•   Use dialysis fluid with low calcium (for the participants with more than 10 of 

Calcium level on monthly test)
•  Develop diet journal
•  Intensive education for participants with ≥55 mg2/dL2 of Calcium×Phosphorus

•  Diet education after survey for assigned patients
•  Continued education

Intervention

Intervention

Figure 1. The process of intervention program in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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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치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

해서만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산

출하였다. 중재 및 중재지속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칼슘×인 수치의 

평균비교는 일반선형모형이론의 단순 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

을, 칼슘×인 충족률은 단순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중

재 전후와 6개월 경과 후 측정한 칼슘×인 충족률 비교는 측정시기별

로 카이제곱검정(χ2-test)을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경우에만 표로 제시

하였다. 또한 간호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별 전후와 6개월 경과 후 측정한 칼슘×인 충족률 비교 역시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중재 후와 6개월 경과 후에도 충족률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의 충족률 비교도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인 

관련 지식, 식습관, 약물순응도어 더불어 간호중재가 칼슘×인 충족률

에 미치는 순수효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이용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9.3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 150명 중 남자가 51.3%, 여자 48.7%였으며, 연령은 50-59세가 

26.7%로 가장 많았고 기혼자가 68.7%였다.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가 65.3%로 가장 많았고, 독거도 10.7%였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 41.3%

였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는 20.0%였다(Table 1).

혈액투석 기간은 5-10년 미만이 37.3%였으며 만성신부전의 원인질

환으로는 만성사구체신염이 28.0%로 가장 많았다. 평균약물개수는 

‘6-10개 복용한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52.7%였으며 약 복용 시 ‘도움 없

이 복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4.0%였다. 인결합제의 부작용을 경

험한 대상자는 42.7%였으며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인결합제 부작용 

경험 중에서는 소화기계 부작용 증상을 경험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다. 인결합제 복용 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

하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불편

사항은 인결합제 크기가 커서 먹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로 26.0%

였다(Table 2).

대상자의 혈청 칼슘×인 값의 평균은 간호중재 전 57.6이었고 간호중

재 후 47.9로 낮아졌으며 간호중재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49.6

으로  중재  후보다  약간  높았으며  조사  시기에  따라  유의하였다

(p< 0.001). 또한 중재 후와 중재 후 경과시점에서의 칼슘×인 수치는 중

재 전보다 모두 유의하게 낮아졌다(p< 0.001). 칼슘×인 충족률도 마찬

가지로 중재에 따른 조사시점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0.001) 중

재 전보다 충족률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 0.001) (Table 3).

일반적 및 질병특성에 따른 간호중재 전 칼슘×인 충족률은 연령, 

결혼상태와 혈액투석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0.05) 연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충족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자

가, 투석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충족률이 69%로 가장 높았다. 

중재 후 충족률은 연령, 교육수준과 인경합제 부작용경험 여부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연령은 중재 전에 비교하여 모든 연

령대에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충족률이 높

았고 교육수준은 학력이 낮을수록 충족률이 높았으며 인결합제 부작

용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을 하지 않은 군이 높게 나타났다. 중재 후 6개

월 경과한 시점에서는 연령, 교육수준과 식습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 0.05). 연령은 여전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 충족률이 높았고 교

육수준은 학력이 낮은 군에서 높았고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충족

률이 높았다.

일반적 및 질병특성별 중재 전후와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의 충족

률 비교에서는 교육수준이 연령이 50-59세 군에서 중재 전 57.5%였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Sex     
   Male 77 51.3
   Female 73 48.7
Age (y)     
   <40 21 14.0
   40-49 31 20.7
   50-59 40 26.7
   60-69 33 22.0
   ≥70 25 16.7
Marital status     
   Married 103 68.7
   Single, divorced, bereaved and etc. 47 31.3
Family type (multiple answers)     
   Living alone 16 10.7
   Living with spouse 98 65.3
   Living with children 71 47.3
   Living with sibling 13 8.7
   Living with parents 26 17.3
Education     
   ≤Primary school 20 13.3
   Middle school 32 21.3
   High school 62 41.3
   ≥College 36 24.0
Occupation     
   Yes 30 20.0
   No 120 80.0
Total 1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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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Hemodialysis period (y)     
   1-<3 40 26.7
   3-<5 29 19.3
   5-<10 56 37.3
   ≥10 25 16.7
Causing disease     
   Diabetes mellitus 25 16.7
   Hypertension 40 26.7
   Diabetes mellitus and hypertension 18 12.0
   Chronic glomerulonephritis 42 28.0
   Etc. 25 16.7
Number of medication (pill)     
   ≤5 30 20.0
   6-10 79 52.7
   11-15 30 20.0
   ≥16 11 7.3
Helper     
   Yes 39 26.0
   No 111 74.0
Experience of adverse reaction for phosphate 
   binders

    

   Yes 64 42.7
   No 86 57.3
Adverse reaction symptoms of phosphate 
   binders (multiple answers)

    

   Digestive system 45 30.0
   Nervous system 33 22.0
   Cardiovascular system 21 14.0
   Integumentary system 34 22.0
   Urogenital system 12 8.0
   Endocrine system 9 6.0
   Respiratory system 13 8.7
   Musculoskeletal system 16 10.7
Discomfort when taking phosphate binders     
   Yes 59 39.3
   No 91 60.7
Discomfort items when taking phosphate 
   binders (multiple answers)

    

   Not able to see a medication 5 3.3
   Difficluty of taking medications 5 3.3
   Forgotten taking medications 13 8.7
   Because of adverse reaction 8 5.3
   Because of too big pill 39 26.0
   Because of pill characteristics 15 10.0
   Because of social life 20 13.3
   Lack of need for taking medications 6 4.0
   Etc. 7 4.7
Total 150 100.0

충족률이 87.5%로 30.0%p 향상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10.0%p 떨어지

기는 했지만 중재가 유의하게 충족률을 증가시켰다(p = 0.008). 결혼상

태는 기혼자와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상태에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켰

고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와 고졸에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p < 0.05). 혈액투석기간에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 군에서 유의하게 

향상시켰고(p = 0.001) 10년 이상에서도 유의하였다(p = 0.028). 인결합

제 부작용경험 여부에서는 경험이 없는 군에서 유의하였고(p< 0.001) 

식습관에서는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 0.05).

중재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잘 유지가 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재 후와 중재 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한 충족률 비교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질병특성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충족률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Table 4).

인 관련 지식, 식습관과 약물순응도를 통제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칼슘×인 충족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일반화추정방적식을 

이용하였다. 간호중재 전보다 간호중재 후에 칼슘×인의 충족률의 오즈

비가 3.94였으며(p< 0.001), 간호중재 후 6개월 경과한 후에는 조금 낮아

져 2.36 (p< 0.001)이었다. 식습관은 식습관이 낮은 그룹에 비교하여 식

습관이 중간 그룹의 칼슘×인의 충족률의 오즈비가 2.23 (p = 0.014) 식

습관이 높은 그룹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져 2.30 (p= 0.026)이었으나 인 

관련 지식과 약물순응도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인 관련 간호중재가 생리적 지

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인과 관련된 2차적인 심혈관질환의 이

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관리

하며 궁극적으로는 혈액투석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

구 제한점은 단일 의료기간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식습관과 인 관련 지식 및 약물순응도는 중재 후에 측정하

였으므로 중재가 이들을 변화시켰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

지만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환자역할행위 이행

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중재교육이 지식을 향상

시키고 그 결과 식습관이나 약물순응도가 높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8].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재 전후 비교뿐만 아니라 

중재 후 6개월 경과한 후 한 차례 더 칼슘×인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

는지를 평가하였다는 점이 여타 연구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칼슘×인 충족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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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에는 연령과 혈액투석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Woo et al. [29]이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혈청 인과 칼륨의 농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투석기간에 따라 칼륨에서만 유의하였던 점은 유사

하였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는 표본크기로 인한 검정력과 본 연구에서는 칼륨과 인 각각

을 분석하지 않고 칼슘×인 수치를 구한 후 충족률을 비교한 점 때문

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재 후 칼슘×인 충족률은 일반적 특성과 질환

적 특성에서 인결합제 부작용 경험 여부를 제외하고 유의하지 않았는

데 이는 일종의 중재효과 때문에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충족률이 높

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

Table 3. The Ca×P in the serum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and follow up

Variables
Ca×P score (unit: mg2/dL2) Ca×P rate of filled vacancies

Mean±SD F1 p-value1 n (%) F2 p-value2

Ca×P   43.73 <0.001   31.09 <0.001
   Before intervention 57.6±13.7 Reference   73 (48.7) Reference   
   After intervention 47.9±12.0 -8.82 <0.001 112 (74.7) 5.96 <0.001
   Follow up after intervention 49.6±14.4 -7.11 <0.001 102 (68.0) 4.11 <0.001

SD, standard deviation.
1F-value and p-value were calculated by linear mixed model.
2F-value and p-value were calculated by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Table 4. Ca×P rate of filled vacancies according to general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Variables n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Follow up after 

intervention
p-value1 p-value2

Age (y) ** * **   
   <40 21 28.6 61.9 57.1 0.065 0.753
   40-49 31 29.0 58.1 45.2 0.070 0.309
   50-59 40 57.5 87.5 77.5 0.008 0.239
   60-69 33 48.5 75.8 69.7 0.052 0.580
   ≥70 25 76.0 84.0 88.0 0.521 0.684
Marital status *       
   Married 103 54.4 76.7 69.9 0.002 0.270
   Single, divorced, bereaved and etc. 47 36.2 70.2 63.8 0.002 0.510
Education   * *   
   ≤Primary school 20 65.0 95.0 95.0 0.009 1.000
   Middle school 32 56.3 71.9 75.0 0.228 0.777
   High school 62 45.2 77.4 62.9 0.001 0.077
   ≥College 36 38.9 61.1 55.6 0.145 0.633
Hemodialysis period (y) **       
   1-<3 40 65.0 80.0 77.5 0.260 0.785
   3-<5 29 69.0 86.2 79.3 0.278 0.487
   5-<10 56 33.9 67.9 58.9 0.001 0.327
   ≥10 25 32.0 68.0 60.0 0.028 0.556
Experience of adverse reaction for phosphate binders   *     
   Yes 64 50.0 67.2 67.2 0.070 1.000
   No 86 47.7 80.2 68.6 <0.001 0.081
Eating habits (score)     *   
   6-17 44 38.6 65.9 52.3 0.038 0.193
   18-21 66 54.5 80.3 71.2 0.005 0.223
   22-30 40 50.0 75.0 80.0 0.008 0.592
Total 150 48.7 74.7 68.0

1p-value, the results of χ2-test between pre, post, and follow-up after intervention.
2p-value, the results of χ2-test between post-intervention and follow-up after intervention. 
*p<0.05; **p<0.01, Comparison with Ca×P rate of filled vacancies by χ2-test between each group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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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교육 정도와 식습관에 따라 충족률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연령

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낮을수록 충족률이 낮

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군 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

는 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지속적인 중재를 하지 않으면 중재로 

인해 높아졌던 주의력집중이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

로 이들 군은 간호수행 시 특히 지속적인 교육 및 지켜야 할 수칙을 상

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이 인 조절을 하는

데 유용하고 혈청 인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

과 관련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6]. 연구 결과 칼

슘×인 충족률은 중재 전 48.7%에서 중재 후 74.7%로 26.0%p가 증가하

여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생리적 지표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ark et al. [30]이 혈액투석 환자들의 식이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들이 스스로 인 조절에 대한 

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재 후와 중재 후 추

적기간의 칼슘×인의 충족률을 비교했을 때 중재 후에 비해 다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의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대상

자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

를 피드백 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 관련 지식, 식습관과 약물순응도를 통제한 후 중재효과는 칼슘

×인 충족률이 중재 전보다 중재 후의 충족률이 증가하다 중재 후 추

적기간에 다소 낮아졌지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식과 약물순

응도는 낮은 군과 비교하여 중간 군의 충족률은 유의하게 높아졌지만 

높은 군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충족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식수준과 약물순응도를 중재 후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시수준이 높은 군이 젊고 학력이 높은 특성이 있어 연구의 

경험상 의료인의 중재보다는 개인적 소신이 강한 것으로 관찰되는 경

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간호중재 시 이런 점을 고려한 중재방법을 고려

해 보아야겠으며 식습관에서는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칼슘×인의 

충족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적절한 영양교육이 환자의 식이요

법 실천력을 증가시키고 혈액투석 환자들이 투석을 받는 동안 바람직

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Yang et al. [31]의 연구와 일치하였

으며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혈액투석은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시

적인 간호중재 보다는 지속적인 간호중재를 통하여 지식, 식습관 약물

순응도를 높여 자가 간호를 잘 수행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충족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강도는 떨어

지더라도 중재일부를 계속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일한 중재프

로그램에 대한 습관적인 응대도 한몫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순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Table 5. Effect of Ca×P rate of filled vacancies according to pre, post, and 6 months follow up using GEE

Variables Estimate SE Z-value p-value Odds ratio (95% CI)

Intervention time 31.09 <0.0011

   Pre-intervention 1.00
   Post-intervention 1.21 0.21 5.87 <0.001 3.34 (2.23, 5.00)
   Follow up after intervention 0.86 0.21 4.11 <0.001 2.36 (1.57, 3.56)
Phosphorus-related knowledge   5.56 0.0621

   Low   1.00
   Medium 0.06 0.35 0.18 0.856 1.07 (0.54, 2.12)
   High -0.69 0.38 -1.81 0.070 0.50 (0.24, 1.06)
Eating habits 6.25 0.0441

   Low 1.00
   Medium 0.80 0.33 2.46 0.014 2.23 (1.18, 4.23)
   High 0.83 0.38 2.22 0.026 2.30 (1.10, 4.80)
Medication adherence 3.10 0.2121

   Low 1.00
   Medium 0.56 0.37 1.52 0.129 1.76 (0.85, 3.63)
   High 0.14 0.44 0.32 0.750 1.15 (0.48, 2.73)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1Result of grand test for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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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따라서 혈액투석실 간호사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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