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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전 세계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혈압과 당뇨,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 혈액투석환자는 만성 콩팥병

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며, 막대한 질병 부담감과 함께 삶의 질 

저하가 특징인 대표적인 만성질환자이다[2]. 만성질환은 완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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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만 질병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환자가 자신의 질병관리

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청되며[3], 이러한 배

경에서 미국 신장간호사 협회에서도 2005년에 자기관리를 간호 실무

와 가이드라인 표준에 포함시켰다. 

자기관리는 만성질환자들이 자신을 돌보기 위한 지식과 함께 치료

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목표 설정 및 건강제

공자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4]. 다섯 

가지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술에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원활용, 대상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7.42.2.153&domain=pdf


Jieun Cha and Jiyoung Kan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154 | http://www.e-jhis.org

자와 건강제공자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행동 취하기가 포함된다[3]. 자

기관리는 크게 의학적 관리, 역할 관리, 정서적 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주요 요소로 정보, 약물과 증상관리, 심리적 결과 관리, 사회적 지

지와 의사소통 등이 언급된다[3-5]. 비록 자기관리의 표준은 없지만 환

자와 의료진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화하면서 환자의 

자율성과 합의된 동의가 중요해졌고, 질병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생의

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심리적 측면을 포함한 전인

적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6,7]. 따라서 기존의 질병치료를 위한 지식 전

달 중심의 환자교육과는 달리 만성질환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관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3,6-8]. 

혈액투석환자들은 완전한 생활방식의 변화와 함께 광범위한 합병

증의 위험과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2,5]. 따라서 투석 외에 의

료진의 약물 또는 주사처방과 같은 치료적 지시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

니라 환자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식이와 수분섭취, 감정조절 등을 통하

여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포괄적 행위가 특징이다[7,9]. 무엇보다 자기

관리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사정하는 것은 간호 대상자의 돌봄과 치료

에 참여하는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8]. 세

계보건기구에서도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5A (assess-advise-agree-assist-arrange)를 제안하였는데 여기

에서도 대상자의 지식, 신념, 행동 등을 사정하는 것이 첫 단계로 소개

되었다[10]. 즉, 환자 중심의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

에게 필요한 자기관리 영역을 사정한 후 환자에게 적합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여 관련된 정보와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8,11].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는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개념으로 국내

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타당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기존의 환자역할행위, 치료지시이행과 같은 도구[12,13]는 환자가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는 수동적인 행동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문제해결, 파트너십 형성, 의사결정, 심리사회적 영역 등과 같은 복합개

념으로서의 자기관리의 중요한 단면들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

하면, 동정맥루 관리, 혈압과 체중측정, 식이, 약물복용, 운동과 휴식 

등을 중심으로 한 ‘처방식’ 접근은 특정한 의학적 치료와 신체적 모니

터링을 이행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어 혈액투석환자들이 자신의 삶

을 관리해나가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2,7,14,15]. 

따라서 자기관리행위를 사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우선 자기관리의 주

요 영역을 포함한 자기관리행위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으

로, hemodialysis self-management instrument (HDSMI)는 Song and 

Lin [16]이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분석과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연구를 통해 개발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행위를 측

정하는 도구로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17]. 새로 도구를 제작하는 

방법에 비해 개념에 부합하는 도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18]. 단, 외국에서 개발한 도구는 문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가치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재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개념이 반영된 HDSMI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자기관리에 대한 정확한 사정

과 중재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자기관리

라는 학문적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고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

리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간호 실무와 이론을 확장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ong and Lin [16]이 개발한 HDSMI를 우리나라

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한국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

관리행위를 측정하는 도구(HDSMI)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

질병을 경험하고 최소한 6개월은 경과해야 자기관리에 참여하게 되

므로[2,5],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혈액투석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성

인 대상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표본은 서울과 대구지역 투석의원 17곳과 3차 종합병원 1

곳에서 215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차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20]로 같

은 대상자에게서 수집되었다. 요인분석을 이용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필요한 표본수는 문항 수의 4-5배 정도이며 최소한 100 이상이 

바람직하다[18]. HDSMI의 문항이 20개임을 감안할 때 최소 표본의 크

기를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도구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HDSMI [16]는 2009

년에 대만에서 개발되었으며 심리 계량적 검사와 전문가의 타당도 검

증을 거친 도구이다. 총 20개 문항으로 파트너십(4문항-11,14,15,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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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간호(7문항-3,4,5,8,9,10,16번), 문제해결기술(5문항-1,2,6,7,12번), 정

서관리(4문항-13,17,18,20번)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누적 설

명력은 45.1%였다. 비록 설명력은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자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하위 영역들을 포괄

하였다. 개발 당시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는 0.87로 하위 영역별로는 

0.70-0.79로 나타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6으로 보고되었다. 최

근 3개월 동안의 행동을 조사하며 문항에 대한 반응은 4점 리커트 척

도로 ‘전혀 아니다’가 1점, ‘거의 아니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은 이메일을 통해 원 개발자 Lin에게 받았다.

연구절차

도구 번역

도구의 번역과 적용과정은 일차 번역, 전문가 자문, 역 번역, 사전 조

사 및 최종완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21]. 먼저 연구자가 원 도구의 영

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일차 번역본(forward translation)을 완성하

였고, 혈액투석실 근무경력이 20년으로 석사학위를 소지한 간호사 1인

과 성인간호학과 정신간호학 전공교수 2인이 한국의 임상 상황과 대상

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고려하여 번역본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가장 변화가 큰 문항은 14번으로 직역 시 ‘내가 원하는 투석기

의 수치를 의료진에게 말한다’이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석환자들이 흔히 요청하는 조치들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의미하는 

문항인 ‘투석 시 필요한 요구사항(예. 혈압측정, 보온, 갈증, 체중치)을 

의료진에게 말한다’로 수정하였다. 번역된 도구의 검증을 위해 *대학

교 언어교육원에 의뢰하여 원어민을 통한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실시하였고, 이중 언어(영어, 한국어)가 가능한 간호대학 교수 1인이 원 

도구와 역 번역본을 비교 평가하여 의미 전달에 왜곡이 없는지 검토하

였다. 이후 혈액투석환자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어판 혈액투석환자의 자

기관리 도구를 완성하였다.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일차자료는 연구자 1인이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

지 연구 참여를 허락한 병원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일차연구는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No. 2015-93)와 일개 대학

병원의 임상시험심의위원회(No. 2016-01-003-002)의 승인을 받은 후 진

행되었으며 기존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을 위해 심의면제 승인을 받

았다(No. 2016-100).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비

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판 HDSMI 도구

의 타당도는 구성타당도를,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문항

분석을 위해 측정도구의 각 문항과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cor-

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구성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시행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과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시행하였고, 이후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을 추출하였고, 요

인 적재 기준은 0.40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였다[18].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수렴타당

도(convergent validity) 및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

였고,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다[22].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70세로 남성이 143명(66.5%)을 차지하였다. 

기혼자는 136명(63.3%)이었으며 대졸 이상이 95명(44.2%), 가정의 월수

입이 200만 원 미만인 대상자는 102명(47.4%)이었다. 현재 직업이 있다

고 대답한 경우는 85명(39.5%)이었고, 건강보험 적용자는 122명(56.7%), 

투석기간은 평균 8.25년이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215) 

Characteristic n (%) or Mean±SD

Age (y) 50.70±9.95
Gender

Male 143 (66.5)
Marital status

Married 136 (63.3)
Educational level 

≥College 95 (44.2)
Monthly family income (won)

<200 102 (47.4)
Job status

Employed 85 (39.5)
Medical insurance (except public assistance) 122 (56.7)
Duration of hemodialysis (y) 8.25±6.3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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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값은 0.88로 요인분석 모형

에 적합한 표본의 크기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1557.34 (p< 0.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조건에 부합되었다.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한 varimax 회전을 통해 고유값

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문항별 공통성(communality)

이 .30 이상이면서 최대 요인 적재량의 적대치가 0.40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0.30 이상이었으

나 5번 문항 ‘동정맥루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다’의 경우 요인 적재

량이 0.38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투석환자에서 필수적인 항목

으로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원 도구와 같은 20개 문항에서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54.5%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 요인 적재량은 최소 0.38에

서 최대 0.78로 나타났으며 제1요인은 33.8%, 제2요인은 8.3%, 제3요인

은 6.6%, 제4요인은 5.7%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

을 보인 문항과 원 도구의 구성요인 및 자기관리의 개념을 비교분석하

여 다음과 같이 4개 요인을 명명하였다. 제1요인은 질병, 검사와 관련

된 정보추구와 문제해결, 증상에 대한 이해, 의료진과의 상의와 관련

문항분석

도구의 문항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문항의 평균점수는 2.62-3.63점에 분포하였고,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1번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면, 근본적인 원인(예. 약, 음식, 투석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였

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20번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로 나타났다. 각 문항과 전체 문항 간

의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는 최저 0.39에서 0.62사이에 분포하였다. 문

항 간의 상관계수가 0.30 미만인 경우 다른 문항들과 분산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항을 의미하므로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

는데[18], 본 연구에서는 해당되는 문항이 없었고, 특정 문항을 제외했

을 때의 Cronbach’s α값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도 없었다(Table 2).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

원 도구와 한국어판 도구의 구성개념을 비교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적절한 표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Table 2.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HDSMI-K (n=215)        

Item Mean±SD A B C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Com.

1 2 3 4

Factor 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7 items) 3.33±0.47 0.79 6.76 33.8
6. Asking someone else when having questions about kidney disease 3.19±0.84 0.55 0.88 0.72 0.61
1. Trying to figure out the underlying reasons for out-of-range blood tests. 3.63±0.53 0.49 0.89 0.71 0.63
7. Trying to figure out what leads to uncomfortable symptoms 3.41±0.63 0.61 0.88 0.64 0.65
13. Seeking information when having questions about kidney disease 3.11±0.73 0.51 0.89 0.60 0.54
2. Correcting the potential causes of out-of-range blood tests. 3.58±0.55 0.56 0.89 0.54 0.65
19. Discussing the body fluid I desire to remove with the healthcare provider 3.32±0.73 0.47 0.89 0.49 0.37
15. Discussing with the healthcare provider to decide the puncture site 3.06±0.86 0.50 0.89 0.44 0.45

Factor 2. Fluid and weight control (3 items) 3.33±0.60 0.82 1.66 8.3
10. Controlling fluid intake to limit daily weight gain 3.42±0.72 0.57 0.88 0.76 0.70
16. Trying to control fluid intake 3.45±0.65 0.62 0.87 0.75 0.70
3. Choosing appropriate food even if eating out 3.13±0.74 0.53 0.88 0.66 0.56

Factor 3. Diet and hemodialysis (5 items) 3.27±0.53 0.73 1.32 6.6
12. Adding phosphorus-lowering medications when eating food with  
   high phosphorus.

3.34±0.84 0.46 0.89 0.74 0.59

4. Choosing vegetables and fruits with low potassium 3.21±0.70 0.50 0.89 0.66 0.54
8. Scalding the greens before cooking 2.87±0.85 0.57 0.88 0.62 0.55
9. Cleansing the puncture site before dialysis 3.57±0.69 0.41 0.89 0.52 0.34
5. Taking care of arteriovenous fistula 3.37±0.73 0.59 0.88 0.38 0.43

Factor 4. Self-advocacy and emotion control (5 items) 2.92±0.55 0.69 1.14 5.7
17. Discussing my emotional distress comfortably 2.73±0.79 0.45 0.89 0.78 0.65
20. Turning to others for help when having emotional distress 2.62±0.85 0.46 0.89 0.71 0.59
11. Checking the parameters of dialysis machine during dialysis 2.93±0.87 0.56 0.88 0.51 0.49
18. Relieving emotional distress by taking some exercise 2.99±0.88 0.39 0.89 0.46 0.51
14. Telling healthcare provider about the parameters of dialysis machine  
   that I desire

3.33±0.70 0.48 0.89 0.41 0.35

Total 20 items 3.21±0.44 0.89 54.5
KMO=0.88; Barlett χ2 =1557.34; df=190; p <0.001

HDSMI-K, Korean version of the hemodialysis self-management instrument; SD, standard deviation; Com., communality; KMO, Kaiser-Meyer-Olkin. 
A=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B=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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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문제해결과 의사소통(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수분섭취와 외식 시 적절

한 음식선택과 같은 체중조절과 관련된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수분과 

체중조절(fluid and weight control)’이라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인과 칼

륨 섭취조절 및 동정맥루 관리와 관련된 5개 문항으로 ‘식이와 투석

(diet and hemodialysis)’이라고 명명하였고, 제4요인은 심리적 어려움의 

해결, 투석 시 요구사항 표현하기와 관련된 5개 문항으로 ‘자기옹호와 

정서조절(self-advocacy and emotion control)’이라고 명명하였다. 원 도

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하위요인의 개수는 동일했으나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내용과 문항의 수는 차이가 있었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4개 요인들의 구조가 적절한지 평가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20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

량은 0.45-0.90이었고, 모형의 적합도는 χ2 =348.81, p < 0.001, 자유도 

164, root mean-squared residual (RMR) 0.04, goodness of fit index (GFI) 

0.86, comparative fit index (CFI) 0.87, Tucker-Lewis index (TLI) 0.85,  

root mean square residual approximation (RMSEA)가 0.07 (90% 신뢰구

간[confidence interval, CI] = 0.06, 0.08)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8번 ‘운동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려고 한다’의 요인 부하량이 

0.45로 다소 낮았으나 유의성(critical ratio)값이 1.96 이상을 보이고 개

념신뢰도가 0.77로 0.70 이상의 유의한 값을 보였다. 4개의 하위 요인이 

자기관리의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를 평가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0.69-0.78로 기준치(0.50-

0.95)를 만족시켰고, CR은 8.68-9.53으로 기준치(≥1.96)를 충족하였다.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도 0.80으로 기준치(≥

0.50)에 부합하였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역시 0.94로 기준

치(≥ 0.70)을 만족시켜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에 대한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Table 3).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요인의 AVE값이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지 확인한 결과[22], 요인 1과 3, 4, 요인 3과 

4의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작아 부분적으로 변별타당도가 확

보되었다(Table 4). 이에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2 ×표준오차가 1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였다[22]. 요인 1과 3의 상관계수는 0.74, 표준오차 0.027을 이용하여 계

산한 결과 0.69-0.79, 요인 1과 4의 상관계수 0.72, 표준오차 0.028로 계

산하면 0.66-0.78, 요인 3과 4의 상관계수 0.76, 표준오차 0.034로 계산하

면 0.68-0.83으로 모두 1을 포함하지 않아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 및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20문항의 한국어판 HDSMI의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전체 Cronbach’s α는 0.89이었고, 각 하위 영역에 따른 Cron-

bach’s α는 0.69-0.82로 나타났다. 도구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문제해결

과 의료진과의 소통, 수분과 체중조절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

옹호와 정서조절이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고   찰

자기관리 과업과 주요 자기관리 기술을 반영하여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HDSMI는 자기관리행위를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개

Table 3. Convergent validity of HDSMI-K       

Variables Path
Standardized
estimates (β)

SE CR p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nstruct 
reliability

Self-management →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0.78 0.10 9.53 <0.001 0.80 0.94
→ Fluid and weight control 0.69 0.12 8.68 <0.001
→  Diet and hemodialysis 0.77 0.11 9.45 <0.001
→ Self-advocacy and emotion control 0.70

HDSMI-K, Korean version of the hemodialysis self-management instrument;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among factors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HDSMI-K    

Variables   
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2. Fluid and weight 

control
3. Diet and hemodialysis

4. Self-advocacy and 
emotion control

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on
2. Fluid and weight control 0.65
3. Diet and hemodialysis 0.74 0.69
4. Self-advocacy and emotion control 0.72 0.56 0.76
Average variance extracted 0.55 0.77 0.48 0.41
Construct reliability 0.89 0.91 0.82 0.77

HDSMI-K, Korean version of the hemodialysis self-managemen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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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된 중재를 계획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

된 도구에서는 의료진 중심의 치료지시나 이행이 강조된 반면, 자기관

리의 주요 개념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파트너십 형성, 정서관리 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DSMI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하여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였다. 영어판 HDSMI를 이용하여 번역-역번역을 통한 체계

적인 번안 과정을 거친 후 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분석과 구성타당도

를 검토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어판 HDSMI의 구성개념을 살펴본 결

과, 원 도구의 문제해결, 파트너십 형성, 자가간호, 정서관리의 4개 요인

이 분리되거나 통합되면서 새로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자기관리

의 하위요인에서 재개념화가 이루어졌다.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에

서 33.8%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차지한 영역은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으로 여기에는 자신의 질환과 검사결과, 증상에 대해 이해하고 정상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의료진과 상의하

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원 도구와 달리 국내 혈액투석환자들의 문제해

결은 의료진과의 상호작용과 통합되어 하나의 복합요인으로 나타났

다. Lorig and Holman [3]은 문제해결이 자기관리 기술에서 핵심이며, 

만성질환자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 Havas et al. [7]도 만성 콩팥병 환자의 

주요 자기관리 영역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질병과 관련된 지식이 중

요하므로 질병과 치료에 대해 배우고 이해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적극

적으로 자신의 돌봄에 참여하여 정보를 찾고 건강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의사소통은 자기관리의 다른 영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

으로서 환자와 건강전문가 사이의 좋은 의사소통이 없다면 자기관리

는 불가능하다[2,6,23]. 자기관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과정이지만, 건강전문가와 환자의 상호작용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교환과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하다[23].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궁극적 

종점은 ‘일치’(concordance)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공유된 이해나 동의

가 필요한데[5], Heisler et al. [24]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

들의 연구에서 당뇨환자들이 건강전문가와 돌봄에 대해 책임감을 공

유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자기관리의 촉진적 요인으로

서 치료 목표와 전략에 대한 환자와 의사간의 일치도가 자기관리에 대

한 자신감과 자기관리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들

이 지각하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

고 공동의 의사결정이 9%에 불과하므로[25], 협동적 관계를 만들기 위

한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촉진 기술이 자기관리 중재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8,23].

자기관리의 두 번째 영역은 ‘수분과 체중조절’로 원 도구에서는 자

가간호 영역에서 식이, 투석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환자에서 체수분의 증가는 혈

압 상승과 좌심실 비대 및 심혈관계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입원율

과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되므로 적절한 수분섭취와 체중에 대한 평가

와 조절이 필수적이다. 즉,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행동 영역이므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하나의 요인으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의 관점에서도 생활방식의 변화 중 식사와 수분섭취에서 엄격

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었고, 수분관리 훈련에 대한 요구도 높

았다[7,26]. Kim and Kim [26]은 체중관리 경험에 대해 11명의 혈액투

석환자를 심층 면담하여 4개의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액관

리의 필요성을 인식함, 수액의 증가 상태를 관찰함, 수분섭취와 배설을 

통제함, 수액조절에 익숙해짐이 포함되었다. 특히, 본 도구의 측정문항 

3번이었던 외식 시 음식 선택에 주의하기가 체중조절의 한 방법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외식 이후에 염분의 섭취로 갈증이 나고 체중이 증

가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혈액투석환자의 적절

한 수분 상태 유지를 위한 영양 상담, 염분섭취 제한에 대한 교육과 함

께 수분과 체중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을 높이고 실제적인 전략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 도구의 자가간호 영역에 속했던 ‘식이와 투석’은 국내 혈액투석환

자의 세 번째 자기관리 영역으로 나타났다. 식이와 투석치료는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 혈액투석환자들의 식이는 다

른 질환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다. 투석 초기 환자들은 식이조절에 대

한 어려움과 막막함을 호소하며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장기 환

자들 역시 다양한 자가간호 중에서 식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27]. 이

들에게는 신장 기능의 상실로 인해 칼륨과 인의 배설장애가 초래되므

로 고칼륨혈증과 고인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혈청 

인 농도의 증가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뼈에서의 칼슘 방출을 증가시켜 

혈관석회화로 인한 동맥경화를 야기하며, 혈청 칼륨 농도의 증가는 부

정맥 및 심정지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 전해질은 다양한 식품으로

부터 쉽게 과량 섭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28]. 따라서 혈액투석환

자에게 중요한 치료과정 중 하나인 식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인, 칼륨의 과잉 섭취 및 일상생활에서의 식품 

선택과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관리의 마지막 요인은 ‘자기옹호와 정서조절’이었고 4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설명력과 점수를 보였다. 자기옹호와 정서조절 역시 원 도구

와 달리 새롭게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공통적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자기옹호는 원 도구에서 파트너십 형성에 관한 4개 문항 

중 11번과 14번으로 각각 투석하는 동안 투석기의 작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행위와 투석 시 필요한 요구사항, 예를 들면 혈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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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 보온 등을 의료진에게 말하는 것에 해당되었다. 이들 문항은 자

신의 돌봄과 치료에 관심을 갖고 건강전문가와 협상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9,15]. 쉽게 말해서 자기옹호는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움을 받으려는 과정이

며, 환자들은 가족, 친구 외에도 의료진들에게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15]. 과거 급성질환 위주의 보건의료에서

는 환자들은 수동적인 수혜자로 여겨졌지만, 만성질환에서는 환자가 

일상 속에서 질병과 질병의 결과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건

강관리에 있어 전문가가 된다[3,5,14]. 이러한 맥락에서 혈액투석환자

의 자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고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옹호 전략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기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본 도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질병 과정에서 슬픔, 우울, 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분노 등을 경험할 수 있다[2,9]. 이러한 정서는 상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때로는 부적응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에서 정서적 변화를 다루는 것

이 공통된 과업으로 소개되어 왔다[3,25]. 혈액투석환자들의 자기관리

에서도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정

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요구되었지만[7], 정서적 지지는 의료진들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맡겨져 왔다[6,14,23]. 앞으

로는 만성질환자들이 정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

고 조절하는 체계적인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도구에서는 정

서조절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와 운동, 도움을 요청하

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관계성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인에게 표현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9],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서관리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생성된 자기관리의 4개 요인이 이론적으로 타

당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

다.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수분 및 체중조절, 식이와 투석, 자기옹호와 

정서조절은 혈액투석환자의 자기관리 하위요인으로 요인 부하량, 평

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의 기준을 충족시켰고 전체 20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0.89로 우수하였다. 그러나 일부 하위영역의 평균분산

추출과 Cronbach’s α가 다소 낮고 추출된 4개 요인이 자기관리를 설명

하는 변량이 54.5%에 그쳤으므로 추후 자기관리행위를 보다 심층적

으로 탐색하여 추가 문항을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밖에도 국내 특정 지역에서 대상자를 편의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표본

추출의 한계가 있었고, 대부분 장기 투석환자들이었으므로 결과를 확

대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지금까지 의료진들 대부분은 다차원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자기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6-8]. 

본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관리행위는 기

존에 건강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환자가 따라야하는 지시와는 차이가 

있었다. HDSMI는 환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자기보고식 도구로 한국의 

혈액투석환자들의 자기관리행위를 측정하고 지원하는데 유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나아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과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자기옹호, 정서조절 등의 대처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협동적 자

기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관리행위를 측정하

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HDSM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HDSMI-K는 자기관리의 개념적 정의

와 질병의 특성,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여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수분

과 체중조절, 식이와 투석, 자기옹호와 정서조절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적절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본 측정도구를 통

해 자기관리의 개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관리는 

처방된 치료 계획을 따르는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전문가와

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질병으로 인한 생활방

식의 변화와 심리사회적 결과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시사

해주었다. 앞으로 HDSMI-K는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자기관리행위를 

안내하고 자신의 자기관리행위를 수행하는 지침으로, 건강전문가들

에게는 자기관리행위를 사정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체 문항이 20개로 비교적 적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

되어 실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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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혀 

아니다
(1점)

거의 
아니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6. 신장 질환에 대해 궁금하면 다른 사람(의료진, 환우, 인터넷 등)에게 질문한다. 

1.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면, 근본적인 원인(예. 약, 음식, 투석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 무엇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려고 노력한다. 

13. 신장 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정보를 찾는다. 

2.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원인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19. 투석으로 빼고 싶은 수분량을 의료진과 상의한다. 

15.  필요시 투석 후 아프거나 지혈이 안 된 부위를 이야기하고 투석바늘을 찌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진과 상의한다.

수분과 체중조절

10. 일일 체중 증가량을 제한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조절한다. 

16. 수분 섭취를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3. 외식을 할 때에도 적절한 음식을 선택한다.

식이와 투석

12. 인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을 낮추는 약물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칼륨이 적은 채소와 과일을 선택한다. 

8. 채소는 데쳐서 요리한다.

9. 투석 전에 투석바늘을 찌를 부위를 깨끗이 한다. 

5. 동정맥루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자기옹호와 정서조절

17. 나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편안하게 상의한다. 

20.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11. 투석하는 동안 투석기가 잘 작동하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편이다.

18. 운동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려고 한다. 

14. 투석 시 필요한 요구사항(예. 혈압측정, 보온, 갈증, 체중치)을 의료진에게 말한다.

부록

한국어판 ‘혈액투석환자 자기관리행위 측정도구’ (HDSMI-K) 
    
다음은 질병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최근 3개월 동안 자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에 ‘O’표시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