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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장 기능이 완전히 중지되면 보존적 삶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신

대체요법이 이루어진다. 가장 효과적인 신대체요법은 이식이지만, 이용

가능한 장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말기신장질환자 대부분은 장기적

으로 투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간다. 국내에서도 만성신장병은 연평

장기 혈액투석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질병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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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Factors on Illness Burden of Long-term 
Hemodialysis Pati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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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o impact of symptom severity, hope and social support on illness burden in patients undergoing 
long-term hemodialysis. Methods: A secondary analysis using survey data was performed for 130 patients receiving hemodialysis for more than five 
years. To measure illness burden, symptom severity, hope, and social support, the burden of kidney disease and the symptoms/problem list of the kidney 
disease quality of life short form, heath hope index, and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utiliz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Illness burden scored 3.36 out of 5 points on 
average. There were differences in scores for illness burden according to primary disease, especially diabetic nephropathy (F = 3.41, p= 0.020), and 
monthly family income (F = 3.79, p= 0.025). Illness burde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ymptom severity (r = 0.40, p< 0.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hope (r = -0.33, p< 0.001) and social support (r = -0.22, p= 0.012). In the final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symptom severity (β = 0.32, p< 0.001) 
and hope (β = -0.18, p= 0.047)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re illness burden accounting for 23.0% for the variability. Conclusions: There is a 
large burden of illness in hemodialysis patients. Diabetic nephropathy could impose even larger burden on individuals. More aggressive interventions 
should be implemented to manage complex chronic disease and prevent diabetes. Better assessment and alleviation of patients’ symptom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illness would seem to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illness burden in patients underdoing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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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1%의 증가폭을 보이며 최근 10년간 투석환자는 3배가량 증가하였

고 5년 이상 장기 투석환자는 전체에서 46-50%를 차지하고 있다[1]. 

2015년 기준 만성신장병의 진료비는 단일상병 기준으로 1조 5,671억 

원에 달해 전체 질환 중 고혈압에 이어 진료비가 높은 질병 2위를 기록

하였고,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0만 원대에 이르러 만성신장병

의 질병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상당한 과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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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 2016년 말 우리나라의 혈액투석환자는 68,853명이며 장기 

치료 중인 환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의료비용이 증가하여 환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3]. 

안전한 치료법인 투석으로 생존율은 증가하였으나 말기신장질환자

들은 질병과정에서 다양한 도전들에 대면하게 된다. 질병과 치료에 관

련된 요구들은 신체적, 심리적 안녕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일

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초래하여 자율성과 자존감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4]. 만성질환에 따라 병리적인 질병발생은 다르지만 적응 

과정, 가족역동의 혼란과 붕괴, 의료적 치료, 자기관리의 필요성 등 만

성질환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변화들은 공통적이다[5,6]. 의료비용과 

같은 객관적 수치뿐만 아니라 장기 투석환자들이 경험하는 질병으로 

인한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한다면 대상

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재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상은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증상의 심각도

와 증상에 대한 대처 요구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

기도 한다[7].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

의 기능과 증상을 갖는 반면, 심장질환, 관절염, 암환자들은 심한 통증

과 같은 보다 침습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증상은 질병과정과 가장 근

접한 환자보고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로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7]. 특히, 만성

질환의 경우 완치가 어려우므로 다양한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 작업으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혈액투석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증상 심각도 정도를 파악

한다면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질환이라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에 성공적으로 적

응하도록 돕는 보호요인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5]. 보호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적 자원과 대인

관계 지지, 성격적 특성, 인지적 평가과정, 대처과정 등이 있다[5,6]. 이 

중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낙관성, 즉 희망이 질병관련 적응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5,8]. 희망은 접근적 대처전략을 사용하

도록 촉진하면서 회피적 대처와 질병에 대한 위협적 평가는 감소시켜 

심리적인 보호효과를 가져온다[8]. 혈액투석환자들의 경우 완고하게 

투석 일정을 지켜야 하며 투석치료에 대한 요구와 직장, 가정, 사회적 

삶 사이의 갈등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은 성공적

인 대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만성질환에 적응하기 위한 대부분의 과업들은 정서적 지지와 

실용적 도움과 같이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5]. 사회적 

지지는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행위 수행에 대한 동기

를 증가시켜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유도할 수 있다[9]. 혈액투석환자들

은 좁게는 가족, 친구에서부터 환우, 의사, 간호사, 병원 등 복잡한 관

계 속에서 존재하므로 개인적 특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질

병 부담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자 중심의 전인적 관점에서 질병 부담감

과 관련된 요인들로 신체적 요인 중 증상 심각도, 심리적 요인 중 희망, 

사회적 요인 중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

명함으로써 장기 혈액투석환자의 질병 부담감 감소를 위한 중재 마련

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 혈액투석환자의 질병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

고, 질병 부담감과 증상 심각도, 희망,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과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기 혈액투석환자의 질병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질병 

부담감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증상 심각도, 보호요인으로 희망과 사

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과 영향 정도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대구에 위치한 투석의원 17곳과 상급 종합병원 1

곳에서 주 2-3회 혈액투석 중인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일차연구[10] 참여자 총 215명 중 5년 이상 장기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130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크기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다중회귀분석 중간

효과 크기 0.15, 설명력 0.80, 총 설명변수 5개로 계산했을 때 최소 92명

이 필요하였다. 

연구도구 

질병 부담감

신장질환에 대한 질병 특이적 삶의 질 측정도구인 Kidney Disease 

Quality of Life (KDQOL)의 한국어판에서 신장질환 부담감(burden of 

kidney disease) 항목을 사용하였다[11,12]. KDQOL은 투석치료 중인 

대상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며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건강 측정 도구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어판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도 이미 검증되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1점 ‘매우 그렇

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Likert) 척도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질병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0.83, 본 연구에서는 0.70이었다.  

증상 심각도

대상자의 증상 심각도를 측정하고자 KDQOL 한국어판 중 증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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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록(symptoms/problem list)을 사용하였다. 신장질환과 관련된 12

가지 증상들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측정하며 1

점 ‘전혀 힘들지 않았다’에서 5점 ‘매우 힘들었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

이다. 세부 증상으로는 근육쑤심, 흉통, 쥐가 남, 가려움, 피부 건조, 숨

이 참, 어지러움, 식욕부진, 피로, 손이나 발의 무감각, 매스꺼움 또는 

구토, 동정맥류의 문제가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8이었다. 

희망

병원에 내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Health Hope Index 

(HHI) [12]를 Tae and Youn [13]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원 도구는 총 12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간결성을 위

해 선행연구[10]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70 이상이

었던 7문항(1,2,4,8,9,11,12)을 사용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89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0.91이었다.

사회적 지지 

Zimet et al. [14]이 개발하고 Shin and Lee [15]가 번안한 Multidimen-

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척도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특별지지의 세 하위척도

로 구성된다. 특별지지는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지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지지로 변형하였고 친구에는 

환우를 포함하였다. 원 도구는 7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88,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다. 

자료수집방법

이차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되어 연구자의 소속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IRB No. 2017-68)을 받았다. 원 자료는 2016

Table 1. Differences of illness burd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llness burden

t or F p
Mean±SD

Gender Male 87 (66.9) 13.66±3.46 1.00 0.318
Female 43 (33.1) 13.00±3.61

Age (y)  
(50.9±9.6)

≤39a 14 (10.8) 14.64±3.39 1.57 0.201
40-49b 41 (31.5) 13.34±3.48
50-59c 51 (39.2) 12.80±3.23
≥60d 24 (18.5) 14.25±4.04

Marital status Married 81 (62.3) 14.36±3.19 1.57 0.200
Single 36 (27.7) 13.20±3.62
Divorced or separated 9 (6.9) 12.89±3.26
Bereaved 4 (3.1) 11.25±3.78

Education ≤High school 78 (60.0) 13.41±3.40 -0.11 0.911
≥College 52 (40.0) 13.48±3.70

Occupation Employed 51 (39.2) 13.16±2.98 -0.73 0.464
Unemployed 79 (60.8) 13.62±3.82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199a 66 (50.8) 14.24±3.50 3.79 0.025
200-399b 37 (28.4) 12.43±3.47 a>b
≥400c 27 (20.8) 12.85±3.22

Dialysis period (y)  
(11.7±6.0)

5-9 65 (50.0) 13.72±3.67 0.85 0.357
≥10 65 (50.0) 13.15±3.35

Primary disease Diabetesa 21 (16.2) 15.19±3.25 3.41 0.020
Hypertensionb 44 (33.8) 13.34±3.69 a>d
Glomerulonephritisc 30 (23.1) 13.77±3.37
Others or Unknownd 35 (27.0) 12.23±3.17

KTPL waiting Yes 66 (50.8) 13.48±3.44 0.15 0.879
No 64 (49.2) 13.39±3.61

SD, standard deviation; KTPL, kidney transplantation.



Jieun Ch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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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으며, 원인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현재 이식을 대기 중인 

자는 50.8%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증상 심각도, 희망, 사회적 지지와 질병 부담감 수준

대상자의 증상 심각도는 5점 기준으로 평균 1.85점에 해당되어 ‘조

금’에서 ‘보통’ 사이였으며, 가장 심한 증상은 피부건조와 가려움, 피로, 

근육쑤심의 순이었다(Figure 1). 희망은 3.04점, 사회적 지지는 3.53점

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질병 부담감은 3.36점으로 대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Table 2).  

년 1-2월에 연구자가 직접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집하였으

며,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및 자료의 비밀

보장과 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

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제공하여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질병관련 특성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증상 심각도, 희망, 사회적 지

지, 질병 부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증상별로 빈도를 파악하였

다. 질병 부담감과 관련된 인구학적,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질병 부담감과 증상 심각

도, 희망,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였고, 질병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유의수준

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9세로 남성이 66.9%를 차지하였다. 

40-50대 중년층의 비율이 70.7%이었고, 기혼자는 62.3%를 차지하였다. 

고졸 이하가 60.0%,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60.8%, 가정의 월평균 소

득이 200만 원 미만이 50.8%의 비율을 보였다. 평균 투석기간은 11.7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llness burden, symptom severity, hope 
and social support (n=130)

Variables Mean±SD Range 

1. Illness burden 3.36±0.88 1.25-5.00
   a. My kidney disease interferes too much 

with my life.
4.15±0.98

   b. Too much of my time is spent dealing  
with my kidney disease.

3.68±1.16

   c. I feel frustrated dealing with my kidney 
disease.

2.81±1.25

   d. I feel like a burden on my family. 2.81±1.44
2. Symptom severity 1.85±0.63 1.00-4.42
3. Hope 3.04±0.52 1.86-4.00
4. Social support 3.53±0.73 1.00-4.92
   a. family 4.00±0.88
   b. friends and peer 3.35±0.91
   c. healthcare providers 3.25±0.93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1. Prevalence of symptom severity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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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질병 부담감 비교

질병 부담감과 관련 있는 인구학적, 질병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과 원인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직

업유무, 투석기간, 이식대기여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가족의 월수

입이 200만 원 미만인 대상자(F =3.79, p= 0.025)와 당뇨성 신증(F =3.41, 

p= 0.020)이 원인질환인 경우 질병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증상 심각도, 희망, 사회적 지지와 질병 부담감과의 상관관계

질병 부담감은 증상 심각도, 희망, 사회적 지지와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증상 심각도가 가장 관련성이 높았고, 다음으로 희망

과 사회적 지지의 순이었다. 증상 심각도(r= 0.40, p< 0.001)가 높을수록 

질병 부담감은 높았고, 희망(r= -0.33, p< 0.001)과 사회적 지지(r= -0.22, 

p= 0.012)가 높을수록 질병 부담감은 적었다(Table 3). 

질병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질병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학적, 질병관련 요인 중 유의한 변수

였던 가족의 월수입과 당뇨를 더미(dummy)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은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8.0%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증상 심각도를 추가

하여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11.0%가 증가하였고 유의한 변수는 증상 

심각도(β = 0.35, p< 0.001)와 가족 월수입(β = 0.18, p = 0.031)으로 나타

났다. 3단계에서 희망과 사회적 지지까지 투입한 최종모형은 23.0%의 

설명력을 가졌고(F = 8.51, p< 0.001), 증상 심각도(β = 0.32, p< 0.001)와 

희망(β = -0.18, p= 0.047)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 4). 최종 모

형에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경우 공차한계의 범위 0.76-0.94, 

분산팽창인자 1.02-1.31로 다중 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고 Durbin-

Watson의 경우 1.8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고  찰

말기신부전은 환자의 부담감이 높은 대표적인 질환으로 의료기술

의 발달로 인해 질병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장기 혈

액투석환자들이 경험하는 질병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질병 부담감

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기 혈액투석환자들은 자신의 신장질환이 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고, 질병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

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부 대상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좌절감과 가족에

게 짐이 된다는 느낌도 보고하였다. Jansen et al. [4]의 연구에서도 평균

적으로 투석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이 자신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믿었고, 투석을 시작하기 전인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부담감이 

더 컸다[17]. 국내에서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조사

한 결과 장애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의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

고 다른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18]. 특히 말기에 가까울수록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

한 노력이 시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의 월수입이 낮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은 

질병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다루기 위한 심리사회적인 자원들은 적은 편이

므로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5]. 질병이 장기

화되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생활

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말기신부전의 원인질환이 당뇨인 경우 대상자의 질병 부담감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성 신증의 경우 투석치료 외에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 운동, 약물요법 등,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로 인한 부담감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말기신부전의 원인으로 당

뇨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에는 20% 수준에 그쳤으나 2015년에

는 48.4%로 증가하였고[19], 최근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illness burden, symptom severity, hope and 
social support (n=130)

Variables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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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ymptom severity -0.22 (0.012) -0.07 (0.451) 0.40 (<0.001)
2. Hope 0.42 (<0.001) -0.33 (<0.001)
3. Social support -0.22 (0.012)
4. Illness burden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for illness burden regressed on 
predictors (n=130)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Monthly family income: 
<200 (ref. ≥200)

0.22 (0.010) 0.18 (0.031) 0.13 (0.101)

Primary disease: Diabetes 
(ref. HTN, GN, &  
Others or unknown)

0.21 (0.015) 0.13 (0.118) 0.09 (0.272)

Symptom severity 0.35 (<0.001) 0.32 (<0.001)
Hope -0.18 (0.047)
Social support -0.09 (0.304)
R2 0.08 0.19 0.23
R2 change 0.11 0.05
F (p) 6.86 (0.001) 11.01 (<0.001) 8.51 (<0.001)

ref, reference; HTN, hypertension; GN, glomerulonep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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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당뇨성 말기신부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환자에서 만성신장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당뇨성 신증으

로 인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

으나[20], 국내에서는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과 달리 만성신장병 예

방 프로그램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만성신장병

과 당뇨성 신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당뇨 및 고혈압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진과 조기치료,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3]. 또한 현재 의료체계에서 환자들이 만성신장병

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될 때 연계를 위한 협력이 있어야 연속선상

에서 보다 효과적인 환자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은 장기 혈액투석환자들의 질병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혈액투석환자 2,462명을 대상으로 스

트레스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상생활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이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료진에 대한 의존, 수분과 음식섭취 제

한의 순으로 나타났다[21]. 말기신부전 환자의 증상에 관한 총 59편의 

논문을 체계적 고찰한 바에 따르면 2명 중 1명 이상이 피로, 통증, 가려

움증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였고 증상 부담감도 높은 편이

었다[22]. Weisbord et al. [23]이 30개 증상으로 구성된 Dialysis Symp-

tom Inventory (DSI)를 사용하여 162명의 혈액투석환자에게 조사했을 

때 피부건조, 피로, 가려움, 관절통은 50% 이상에서 보고되어 이들 증

상이 빈번함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혈액투석환자들이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통증, 수면장애, 오심과 같은 증상들을 충분

히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반적

인 증상 심각도는 질병 부담감뿐만 아니라 우울,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으므로[23,25], 혈액투석환자에서 증상에 대한 표준화된 사정이 필

요하며, 증상관리를 위해 간호사와 담당의사는 물론 타 진료과 의사

와의 협진을 통해서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희망은 장기 혈액투석환자들의 질병 부담감을 낮추는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103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Synder의 희망 도구를 사용하여 질병 부담감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

과에서도 r= 0.40이었고 회귀분석에서는 β값이 0.31 (p< 0.01)로 유의

한 변수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26]. 연구자들은 희망이 환자

들에게 당면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재구성하도

록 힘을 북돋우면서 말기신부전 치료에 있어서 정서적 영향들을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목적지향적인 에너지와 동기를 갖게 되므로 신체적인 증상들에

도 대항할 수 있게 돕는다고 보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희망이 높

을수록 증상 심각도가 낮아 이를 지지해 주었다. 

혈액투석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들

로 인해 부담이 큰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은 스트레스 생활 사

건이나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대처노력

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27]. 또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

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낮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서적인 회복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신장질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로 운영되고 있는 Kidney school에서 오래 살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인 

중 가장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소개하였고[29], 신장재활에서도 

희망을 강조하게 된 이유를 희망의 이러한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겠

다. 혈액투석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역시 환자들에게 희망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가족과 의료진, 친구나 환우로부터의 지지가 높을수록 질병 부담감

은 낮았으나 상관관계는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정서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완충 작용(buffering)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준다[30]. 295명의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과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낮

추고 삶의 만족을 높여 심리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31]. 하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질병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에서 제외되었는

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로는 이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의 완충 역할은 특정한 스트레스

원에 대한 대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32].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서도 완충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혈액투석환자의 부담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30]. 본 연구 대상

자와 같이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투석

치료를 통해 노동 능력과 여행,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지장을 받게 된

다[33]. 특히 장기 투석환자들의 경우 질병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의 지

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제약과 장애가 심화될 수 있음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의료비용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다루지 못하였고, 종단적으로 투석과정에 따른 질병 부담

감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 이를 보

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결  론

장기 혈액투석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질병 부담감 수준과 관련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제

시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말기신장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당뇨성 신증이나 고혈압환자와 같은 위험집단을 대상

으로 조속히 만성신장병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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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대상자의 경우 증상관리와 함께 질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질병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과 직업재

활을 위한 방안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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