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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on nutritional 
status in hemodialysis patients, with regard to quality of life (QoL), and fatigu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an educated (E) group (11 men and 9 women) and a non-educated (NE) group (7 men and 
22 women). The educated group received a nutrition education and a regular exercise program for 3 months. 
Data on anthropometric indices and biochemical parameters were obtained from medical records. Dietary hab-
its and nutrient intake were assess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three-day food records. QoL (through the 
SF-36 questionnaire) and fatigue (measured by a visual analogue scale questionnaire)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Dietary habit scores regarding food variety and fluid intake control significantly in-
creased (P＜0.05) after the nutrition education. Furthermore, the intake of total energy, carbohydrates, Fe, and 
vitamin A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Vitamin C intak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P＜0.01). Hb levels 
decreased whereas TG levels increased in the NE group. BUN levels decreased in the E group. After the nu-
trition education, QoL aspects, such as feelings of pain and general health, and the total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and the level of fatigue score decreased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for hemodialysis patients provides changes in dietary habit, daily nutrient in-
take, biochemical parameters, QoL, and the level of fatigue. Therefore,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help 
improve nutritional status and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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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신부전은 진행성 신 손상으로 신장기능이 감소

되면서 이로 인해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신기능 장애

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

하여 신장이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동안 대체요법

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은 장기적인 치료를 받

아야 하는 질환이다. 중증도 이상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결과 3.3%로 나타났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이며, 대체요법 중 혈액투석은 환자의 치료로써 가장 

많이 사용된다(Denhaerynck 등 2007). 혈액투석은 주 2
∼3회 반복되는 투석과정으로 인해 상당량의 영양소가 

손실되고 당뇨병과 같은 동반질환, 우울증, 경제적 어

려움 및 식이요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식사량

이 감소되기 쉬워 환자들의 영양상태를 악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한다. 혈액투석환자의 영양결핍률은 최저 

16%에서 최고 54%까지 보고되고 있고(Kopple 1997), 
Mehrotra & Kopple(2001)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평균 40%가 단백질-열량 영양결핍(Protein-Calorie Mal-
nutrition, PCM)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영양결핍은 

투석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악화되어 투석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병률 및 사망률을 증

가시키고(Kuhlmann & Levin 2008)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혈액투석환자의 영양상태에 대한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한편,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

와 원인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늘어나

고 있으므로 향후 혈액투석환자의 수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어 최근 임상 연구에서 투석환자의 삶

의 질과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Lee 
2006). 혈액투석환자는 만성신부전 자체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생활습관, 활동부족, 감소된 신체 기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일상적인 생

활조차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Johansen 등 2006). 
혈액투석환자의 체력은 정상인의 50% 이하로 감소

되어(Painter 등 1986) 환자의 재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혈액투석환자

의 재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

법의 하나로 운동요법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치료

의 장기화로 직업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

에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부담

감, 무력감, 합병증 발생의 두려움, 식이요법, 수분

의 제한 및 약물투여, 좌절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Theofilou 2012). 이때 적절한 운동

은 신체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을 주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며, 심폐기능을 강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

으며(Bennett 등 2010) 걱정,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

트레스 해소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boredo 
Mde 등 2010). 이처럼 혈액투석환자의 합병증을 예

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양교육

과 운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병원에

서 혈액투석환자의 영양교육은 주기적으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Cho & Kim 1998). 또한 운동요법의 적용이 환자에

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지하면서도 신손상 가

능성과 운동에 대한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의

료진의 운동처방 지시가 어려워 임상현장에서 활성

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Manfredini 등 2012).
최근 국내의 연구로 혈액투석 환자의 영양관리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식사조절, 행동수정을 위주로 

한 영양교육효과에 관한 연구(Yang 등 2003; Kim 
2011; Lee 2011)와 영양교육의 효과측면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밝힌 논문(Lee 2006) 등 주로 영양 중

재 연구들이나 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Mun & Oh 2002; Park 등 2008)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사조절과 운동요법을 

병행한 프로그램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

로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행하여 혈액

투석환자들의 교육 실시 효과를 살펴보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상태와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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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H대학병원 

인공 신장실에 내원한 외래 환자들 중에서 만성신

부전으로 진단 받고 주 2회 이상 정기 혈액투석을 

시작한지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한 만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동의

한 60명 중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중도포기 없이 

모든 조사 항목에 참여한 4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비교육군 20명(남 11명, 여 9명), 교육군 

29명(남 7명, 여 22명)으로 교육군에 약 3개월 동안 

개별 영양교육, 규칙적인 걷기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았다(IRB: HYI-12-024-보안1).

2.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

력, 직업, 원인질환, 투석기간, 소변량을 조사하였다.

3. 신체계측

대상자의 신체계측은 신장(cm), 체중(kg), 이상체

중 백분율(Percent Ideal Body Weight, PIBW),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혈압을 포함하였다. 신
장과 체중은 투석직후에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혈액

투석 전에 측정하는 건체중(Dry wt)을 기준으로 하

였다. 이상체중 백분율(PIBW), 체질량지수(BMI)는 공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WHO Expert Consultation 2004).

4. 식사조사

혈액투석환자의 식사섭취상태 조사는 식사기록법

을 이용하여 3일간 조사하였으며 조사는 평일 2일, 
주말 1일의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의 섭취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정확한 식품 섭취

량 작성을 위해 실물 크기의 식품모형과 음식의 눈

대중 자료를 이용한 작성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들의 1일 영양소 섭취량은 영양평가 프로그

램(CAN Pro 4.0, 전문가용, 한국영양학회, 2011)을 이

용하여 분석한 뒤 3일간의 평균치를 1일 영양소 섭

취량으로 산출하였다. 미국국립신장재단 지침서(K/DOQI 
guideline 2000)와 대한영양사협회의 신장질환 식품

교환표(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1997)를 근거

로 하여 혈액투석환자들의 열량과 단백질에 대한 

영양권장량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

된 열량 및 단백질 영양권장량은 혈액투석환자별 

섭취상태와 비교하였다.

5. 혈액 채취 및 분석

혈액의 생화학적 지표(Hb, BUN, creatinine, Hct, al-
bumin, glucose, cholesterol, HDL, TG, Ca, P, K, TIBC, 
hs-CRP)는 투석 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혈액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지에서 확인하였으며 영양교육 전

후 대상자 각각 기록된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6. 식습관조사

혈액투석환자들의 영양교육에 따른 식습관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양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3개
월 후 각 1회 식습관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

다. 식습관 조사는 Seo(2002)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이용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투석환자의 식사

요법 실천과 관련된 6문항, 일상생활에서의 바람직

한 식품섭취와 관련된 2문항, 하루 세끼 식사에서 

결식 여부 및 규칙성과 관련된 2문항으로 총 10문
항이며, 1주일간의 해당 횟수 0∼2일, 3∼5일, 6∼7
일에 따라 표시하게 하여 긍정적인 문항의 경우는 

해당 횟수에 따라 각각 0점, 1점, 2점을 주고 부정

적인 문항의 경우는 각각 2점, 1점, 0점을 주어 그 

합을 총점으로 하고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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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하였다.

7. 영양교육

영양교육은 교육군에게 3개월간 3회 실시되었으

며 사전 훈련된 영양사가 1:1 면담방식으로 15분간 

진행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영양교육 전 조사되었던 

개인별 영양소 섭취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신장의 

기능,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 식이요법의 일반적인 

내용, 영양관리의 필요성, 영양지식, 열량 보충의 필

요성 및 간식의 예, 나트륨ㆍ인ㆍ수분의 섭취조절, 
적절한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 증가, 잘못된 식습관 

교정 등으로 투석하는 동안 인공 신장실에서 실시

하였다. 영양교육 시 자료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

간한 신장질환 식품교환표(The Korean Dietetic Asso-
ciation 1997)를 사용하였으며, 섭취량기록에 대한 식

사조사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결과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사요법에 관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안내문 발송 시 함께 첨부하여 향후 실천

해야 할 식습관 개선 중점사항, 주의식품과 허용식

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8. 운동교육

비교육군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교

육군에게는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의 특성에 따른 

운동의 필요성,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운동방법은 교육군에게 3개월간(12주) 
비 투석일 주 2회씩 총 24회의 걷기운동을 시행하

며 운동시작 첫 주에는 하루에 10분 동안 걷고 2주 

간격 5분씩 연장하여 최대 30분 동안 걷게 하였다. 
교육군에게 운동일지를 배부하여 환자가 비 투석일 

개별적으로 시행한 운동일자, 운동시간을 적도록 하

였으며 투석시마다 운동 실시여부를 확인하였다.

9. 삶의 질 측정도구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는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 

지침서(The Korean Society Nephrology 2009)에서 만

성콩팥병 환자의 신체 기능 및 삶의 질을 평가할 

때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증명되고, 상태 변화를 잘 

반영하며, 사용하기와 해석하기가 용이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들 조건

에 부합하는 한글판 SF-36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Ware & Sherbourne(1992)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36 
(SF-36)를 Koh 등(1997)이 번안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9개(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

능, 신체적 역할제한, 정서적 역할제한, 정신 건강, 
활력, 통증, 일반적 건강, 건강상태의 변화)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건강 상태 변화는 

1년 전과 비교해서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변화를 제외한 8개의 하위

영역만이 사용되었다. 각 영역은 100점으로 환산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Ware 등이 개발 당시 

cronbach’ α=0.65∼0.94였다.

10. 피로도 측정도구

피로의 주관적 느낌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인 

피로시각상사척도를 사용하였다. 피로시각상사척도

는 Lee 등(1991)이 개발한 도구 17문항 중 대상자에

게 부적절한 1개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사용하며, 
이 중 4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산 처리하였다. 각 

문항에서 100 mm 선상의 왼쪽 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며 오른쪽 끝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 영역

의 차원이 제시되어 있고 문항마다 제시된 피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정도를 ---선
상에 ‘X’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피로 

상태를 나타내는 16개 문항의 선상 왼쪽 끝에서 ‘X’
표시한 곳까지의 길이를 평균하여 피로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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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E1) (n=20)
n (%) 

E2) (n=29)
n (%)

Total (n=49)
n (%) χ

2

Gender
Male 11 (55.0)  7 (24.1) 18 (36.7)

0.028*3)

Female  9 (45.0) 22 (75.9) 31 (63.3)

Age (year)

31∼40  2 (10.0)  3 (10.3)  5 (10.2)

0.889
41∼50  3 (15.0)  5 (17.2)  8 (16.3)

51∼60  9 (45.0) 10 (34.5) 19 (38.8)

＞60  6 (30.0) 11 (37.9) 17 (34.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 (20.0)  7 (24.1) 11 (22.4)

0.679
Middle school  6 (30.0)  8 (27.6) 14 (28.6)

High school  4 (20.0)  9 (31.0) 13 (26.5)

College and above  6 (30.0)  5 (17.2) 11 (22.4)

Occupation

Unemployed 15 (75.0) 13 (44.8) 28 (57.1)

0.227

Sales  0 ( 0.0)  1 ( 3.4)  1 ( 2.0)

Profession  0 ( 0.0)  1 ( 3.4)  1 ( 2.0)

Housework  3 (15.0) 10 (34.5) 13 (26.5)

Others  2 (10.0)  4 (13.8)  6 (12.2)

Underlying disease

Hypertension  4 (20.0)  5 (17.2)  9 (18.4)

0.593
Diabetes (Mellitus)  8 (40.0)  8 (27.6) 16 (32.7)

Glomerulonephritis  4 (20.0) 11 (37.9) 15 (30.6)

Others  4 (20.0)  5 (17.2)  9 (18.4)

Hemodialysis duration
 (year)

＜1  4 (20.0)  3 (10.3)  7 (14.3)

0.377
1∼5  9 (45.0)  9 (31.0) 18 (36.7)

5∼10  3 (15.0)  5 (17.2)  8 (16.3)

＞10  4 (20.0) 12 (41.4) 16 (32.7)

Urine volume

＜200 ml 11 (55.0) 18 (62.1) 29 (59.2)

0.205
200∼400 ml  1 ( 5.0)  5 (17.2)  6 (12.2)

400∼600 ml  3 (15.0)  4 (13.8)  7 (14.3)

＞600 ml  5 (25.0)  2 ( 6.9)  7 (14.3)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P＜0.05 by χ2-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emodialysis patients.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정도가 높음을 의미

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0.94∼0.96이었다.

11.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값은 평균(mean)±표준오차(standard er-
ror)로 표시하고 분석에 대한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 백분율로 

표시하고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교육군과 비교육

군의 동질성은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실험 전

후 각각의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차이는 사전 값인 

성별, 나이, 투석기간을 보정하여 ANCOVA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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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E1) E2)

Height (cm) 160.86±2.053) 158.81±1.21

Weight (kg)

Before (B)  58.79±2.34  56.05±1.85

After (A)  58.95±2.28  56.28±1.80

(A)−(B)   0.16±0.32   0.23±0.25

PIBW4) (%)

Before (B) 103.91±3.50 102.07±2.71

After (A) 104.25±3.49 102.50±2.63

(A)−(B)   0.34±0.58   0.43±0.48

BMI5) (kg/m2)

Before (B)  22.70±0.76  21.86±0.63

After (A)  22.62±0.81  22.25±0.58

(A)−(B) −0.08±0.19   0.39±0.29

SBP6) (mmHg)

Before (B) 137.00±4.05 138.28±1.79

After (A) 145.00±5.60 143.79±3.34

(A)−(B)   8.00±4.45   5.52±3.70

DBP7) (mmHg)

Before (B)  76.00±2.66  73.45±1.60

After (A)  73.00±2.31  75.17±2.02

(A)−(B) −3.00±13.02   1.72±11.04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Values are mean±SE
4) PIBW: percent ideal body weight
5) BMI: body mass index
6) SBP: systolic blood pressure
7)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able 2. Changes in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he-
modialysis patients.

하였다. 또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군의 실험 전후의 차이 값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였

다. 교육군과 비교육군 각각의 실험 전후 차이는 대

응표본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혈액투석환자는 총 49명(남 18명, 여 

31명)으로 비교육군 20명(남 11명, 여 9명), 교육군 

29명(남 7명, 여 22명)이었으며, 비교육군에서는 남

자의 비율이 교육군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P＜ 

0.05). 연령분포와 교육수준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에 대한 문항은 두 집단 모

두 ‘직업이 없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혈액투석의 원인 질환으로는 당뇨가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32.7%), 만성신장염(30.6%), 고혈압

(18.4%) 순이었다. 투석 기간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소변량에 대한 문항에서는 절반이 

넘는 환자가 200 ml 이하(59.2%)라고 답하여 질병에 

의한 체액조절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2. 신체계측

본 연구대상자의 신장, 체중, PIBW, BMI, SBP, 
DBP 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 시작 

시 비교육군과 교육군 간의 모든 신체계측 지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표준 체중에 따른 이상체

중 백분율(PIBW)의 평균값은 두 군 모두 정상범위

에 속하였다. 평균 체질량지수(BMI) 역시 두 군 모

두 정상범위에 속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축기 혈압은 두 군 모두 약간 높은 수준

이었고, 이완기 혈압은 두 군 모두 정상수준이었다. 
3개월 후 신체계측을 다시 측정한 결과 비교육군과 

교육군 모두에서 교육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신체계측 수치에서 교육 

전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식습관 변화

영양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후 두 군의 식습관 변

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습관 분석 결

과 교육 후 다양한 식품섭취에 관한 문항이 비교육

군에서 점수가 낮아진 반면 교육군에서는 점수가 

높아져 교육 전후의 변화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5). 하루 수분량 고려에 관한 문

항은 교육 후 비교육군에서는 점수가 감소하고 교

육군에서는 증가하여 점수 변화를 비교했을 때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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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E1) E2)

1. How many days per week do you have the three meals?

Before (B)  1.75±0.123)  1.52±0.14

After (A)  1.85±0.08  1.62±0.12

(A)−(B)  0.10±0.14  0.10±0.13

2. How many times per week do you have meals with a variety of grains, fish, meat 
and vegetables?

Before (B)  1.35±0.15  1.00±0.11

After (A)  1.10±0.12  1.14±0.14

(A)−(B) −0.25±0.14†4)  0.14±0.12

3. How many times do you have fruits per week?

Before (B)  0.90±0.18  0.86±0.15

After (A)  0.85±0.20  0.79±0.14

(A)−(B) −0.05±0.27 −0.07±0.15

4. How many times do you have milk per week?

Before (B)  0.90±0.19  0.83±0.14

After (A)  0.95±0.21  0.62±0.14

(A)−(B)  0.05±0.17 −0.21±0.12

5. Do you soak vegetables in water or boil them to remove potassium?

Before (B)  0.30±0.13  0.24±0.11

After (A)  0.30±0.15  0.14±0.07

(A)−(B)  0.00±0.13 −0.10±0.13

6. How many times per week do you have salted seafoods, pickled vegetables, ham, 
sausage canned fish, etc?

Before (B)  1.70±0.13  1.62±0.13

After (A)  1.70±0.13  1.79±0.09

(A)−(B)  0.00±0.07  0.17±0.13

7. How many days a week do you have meals with dish of protein at least 2 times?

Before (B)  0.95±0.11  0.69±0.11

After (A)  1.10±0.14  0.66±0.12

(A)−(B)  0.15±0.13 −0.03±0.14

8. How many times per week do you have sugary foods or fried foods such as candy, 
jelly, honey, etc?

Before (B)  1.45±0.14  1.28±0.14

After (A)  1.45±0.15  1.24±0.14

(A)−(B)  0.00±0.19 −0.04±0.14

9. Do you consider the amount of water needed every day when you drink?

Before (B)  1.45±0.15  0.97±0.15

After (A)  1.00±0.21  1.17±0.14

(A)−(B) −0.45±0.23†  0.21±0.19

10. How many times per week do you eat out?

Before (B)  1.75±0.12  1.72±0.11

After (A)  1.80±0.12  1.72±0.10

(A)−(B)  0.05±0.05  0.00±0.60

Dietary habit (total scores)

Before (B) 12.50±0.46 10.72±0.54

After (A) 12.10±0.63 10.90±0.58

(A)−(B) −0.40±0.71  0.17±0.47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Values are mean±SE
4)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E and E in the same row at P＜0.05 by ANCOVA after adjusting sex, age, HD

Table 3. Changes in dietary habit of the hemodialysis patients.

빈도는 교육 전후 차이가 없었다. 과일 섭취 및 우

유 섭취, 포타슘 제거를 위한 식사요법실천 여부에 

관한 문항은 교육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나

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에 대한 식습관, 하루 

2회 이상 단백질섭취와 열량 보충여부도 교육에 따

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의 외식 횟수



380 | 영양교육이 혈액투석환자의 영양상태에 미치는 효과

Variables NE1) E2)

Energy (kcal)

Before (B) 1,382.93±84.713) 1,194.49±55.94

After (A) 1,282.54±68.81 1,297.71±38.07

(A)−(B) −100.38±54.97†4)  103.23±54.75

%RDA5)

Before (B)   79.37±4.97   68.50±3.56

After (A)   72.38±3.09   74.04±2.26

(A)−(B)   −7.00±3.35††    5.54±3.73

Protein (g)

Before (B)   52.62±4.34   44.58±2.82

After (A)   50.56±4.94   46.45±3.05

(A)−(B)   −2.06±4.44    1.86±3.77

%RDA

Before (B)   76.62±5.41   68.17±4.37

After (A)   74.78±7.59   71.07±4.87

(A)−(B)   −1.84±6.57    2.90±5.68

Fat (g)

Before (B)   29.10±3.49   25.85±1.88

After (A)   27.94±3.31   27.05±2.24

(A)−(B)   −1.16±2.57    1.21±2.55

Carbohydrate (g)

Before (B)  235.79±16.39  195.18±9.49

After (A)  214.15±12.01  217.38±9.88*6)

(A)−(B)  −21.64±11.77†   22.20±10.80

Ca (mg)

Before (B)  312.59±17.42  284.27±29.95

After (A)  273.32±32.48  266.60±25.49

(A)−(B)  −39.27±32.46  −17.67±46.06

P (mg)

Before (B)  775.88±57.87  647.81±42.08

After (A)  674.85±53.47  659.99±43.04

(A)−(B) −101.03±51.32   12.17±59.96

Na (mg)

Before (B) 3,083.35±318.45 2,656.70±285.47

After (A) 2,769.28±254.34 2,633.13±189.92

(A)−(B) −314.07±273.89  −23.57±329.55

K (mg)

Before (B) 1,819.21±123.29 1,555.13±87.75

After (A) 1,655.23±106.42 1,820.32±145.63

(A)−(B) −163.99±131.43  265.19±149.15

Fe (mg)

Before (B)   11.25±0.84    9.91±0.79

After (A)   10.17±0.87†   12.03±0.51*

(A)−(B)   −1.08±0.76†    2.12±0.86

Vitamin A (R.E)

Before (B)  589.22±84.33  470.59±42.89

After (A)  507.09±60.14  630.70±52.45*

(A)−(B)  −82.13±68.57†  160.11±75.85

Vitamin C (mg)

Before (B)   61.65±7.57   40.18±3.36

After (A)   58.76±4.89   65.76±6.69**

(A)−(B)   −2.88±6.21†   25.58±7.33

Table 4. Changes in daily nutrient intake of the hemodialysis 
patients.

Variables NE1) E2)

Niacin (mg)

Before (B)   10.06±0.86    8.41±0.62

After (A)   10.69±0.97    9.31±0.61

(A)−(B)    0.63±0.76    0.90±0.82

Cholesterol (mg)

Before (B)  273.79±31.66  210.93±27.00

After (A)  270.83±39.22  227.38±22.56

(A)−(B)   −2.96±45.15   16.45±30.07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Values are mean±SE
4)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COVA between NE and E in the 
same row after adjusting sex, age, HD (†P＜0.05, ††P＜0.01)
5) %RDA: %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for hemodialysis 
patients
6)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same column (*P＜0.05, **P＜0.01)

Table 4. Continued.

에 대한 점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10문항에 대한 식습관 점수의 평균 총점은 비교

육군이 감소하고 교육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유의성은 없었다.

4. 영양소 섭취상태

영양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후 두 군의 에너지, 단
백질, 당질 및 기타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4와 같

다. 본 연구는 미국국립신장재단 지침서(K/DOQI 
guideline 2000)와 대한영양사협회의 신장질환 식품

교환표(KDA 1997)를 참고하여 열량은 60세 미만 30 
kcal/kg IBW, 60세 이상 35 kcal/kg IBW, 단백질은 

1.2 g/kg IBW, 인 900 mg/day, 칼륨 2,000 mg/day, 나
트륨 3,000 mg/day 이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영
양소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연구 시작 시 교육군과 

비교육군간의 모든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모두 혈액투석환자의 1일 평균 에너

지 섭취량 지침에 못 미치게 낮았지만 교육 후 비

교육군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한 반면 교육군에

서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되어 변화된 섭취량이 교

육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탄수화물은 교

육군이 영양교육 후 섭취량이 바람직하게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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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E1) E2)

Hb (g/dl)3)

Before (B)   10.93±0.194)  10.66±0.25

After (A)   10.31±0.24†5)  10.83±0.21

(A)−(B)  −0.63±0.30†   0.17±0.24

BUN (mg/dl)

Before (B)   56.30±2.84  67.65±4.35

After (A)   60.13±3.75  58.54±2.40*6)

(A)−(B)    3.83±4.58† −9.11±4.37

Creatinine (mg/dl)

Before (B)    9.33±0.61   8.57±0.45

After (A)    8.97±0.47   8.18±0.40

(A)−(B)  −0.36±0.31 −0.38±0.24

Hct (%)

Before (B)   33.63±0.75  32.45±0.68

After (A)   31.96±0.84  31.33±0.60

(A)−(B)  −1.67±1.12 −1.11±0.85

Albumin (g/dl)

Before (B)    4.15±0.05   4.04±0.05

After (A)    4.14±0.06   4.08±0.04

(A)−(B)  −0.01±0.05   0.04±0.04

Glucose (mg/dl)

Before (B)  104.50±7.65 126.28±15.23

After (A)  126.15±15.70 118.10±10.24

(A)−(B)   21.65±11.07 −8.17±9.50

Cholesterol (mg/dl)

Before (B)  160.03±7.34 157.93±7.24

After (A)  153.23±7.69 154.90±7.15

(A)−(B)  −6.80±4.19 −3.03±5.15

HDLcholesterol 
(mg/dl)

Before (B)   39.95±2.11  43.03±2.13

After (A)   42.70±2.37  45.52±1.75

(A)−(B)    2.75±1.59   2.48±1.48

TG (mg/dl)

Before (B)  117.70±7.87 112.03±13.14

After (A)  126.50±10.42†  96.55±12.02

(A)−(B)    8.80±9.08 −15.48±7.63

Ca (mg/dl)

Before (B)    8.97±0.16   9.04±0.14

After (A)    9.12±0.13   9.11±0.12

(A)−(B)    0.15±0.12   0.07±0.12

P (mg/dl)

Before (B)    4.87±0.32   4.77±0.24

After (A)    4.47±0.27   5.02±0.30

(A)−(B)  −0.40±0.29   0.25±0.28

K (mEq/l)

Before (B)    4.88±0.20   4.81±0.13

After (A)    4.68±0.16   4.59±0.13

(A)−(B)  −0.20±0.66 −0.22±0.16

TIBC (μg/dl)7)

Before (B)  263.90±8.18 254.90±7.06

After (A)  247.40±6.25 251.17±5.43

(A)−(B) −16.50±7.95 −3.72±8.03

Table 5. Changes in biochemical data of the hemodialysis 
patients.

Variables NE1) E2)

hs-CRP (mg/dl)8)

Before (B)   0.18±0.06   0.23±0.07

After (A)   0.10±0.03   0.23±0.06

(A)−(B) −0.08±0.05   0.00±0.05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Hb: Hemoglobin
4) Values are mean±SE
5)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COVA between NE and E in the 
same row after adjusting sex, age, HD (†P＜0.05)
6)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same column (*P＜0.05)
7) TIBC: total iron binding capacity
8)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able 5. Continued.

으며(P＜0.05), 비교육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철의 

섭취량은 교육 후 비교육군보다 교육군에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05). Vitamin A 역시 교육군에서 

교육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비교육군에

서는 차이가 없었다. Vitamin C 섭취량은 비교육군의 

섭취량이 차이가 없는 반면 교육군에서는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비교육군에서의 모든 

영양소 섭취량은 연구시작 시와 3개월 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교육군에서는 열량, 탄수

화물, 철, vitamin A, vitamin C는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단백질, 지방, 칼슘, 인, 나트륨, 칼륨, 
niacin, cholesterol의 섭취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혈액학적 지표

영양교육 프로그램 시행 전후 두 군의 혈액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시작 시 교육군과 비교

육군의 모든 혈액학적 지수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교육 후 헤모글로빈(Hb)수치는 비교육군보

다 교육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혈중요소

질소(BUN)는 교육군이 교육 전 67.65±4.35 mg/dl에
서 교육 후 58.54±2.40 mg/dl으로 바람직한 감소를 

보였고(P＜0.05), 비교육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TG
의 값은 비교육군에서는 3개월 후에 증가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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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E1) E2)

Physical functioning

Before (B)  63.25±7.353) 52.46±8.06

After (A)  67.50±6.58 53.85±9.13

(A)−(B)   4.25±2.71  1.39±1.85

Role limitations due 
to physical health

Before (B)  32.50±5.95 31.25±6.88

After (A)  41.38±6.45 43.97±4.31

(A)−(B)   8.88±2.28 12.72±4.39

Role limitations due 
to emotional 
problems

Before (B)  51.67±1.67 56.33±1.14

After (A)  46.67±4.41 56.84±1.00

(A)−(B) −5.00±5.77  0.51±0.51

Vitality

Before (B)  47.75±3.38 46.72±6.65

After (A)  47.00±6.96 50.52±5.00

(A)−(B) −0.75±5.57  3.79±1.81

Emotional wellbeing

Before (B)  58.60±2.56 63.86±3.92

After (A)  62.00±3.94 64.83±3.75

(A)−(B)   3.40±1.91  0.97±1.42

Social functioning

Before (B)  56.88±1.88 59.91±3.88

After (A)  58.75±5.00 65.09±2.16

(A)−(B)   1.88±6.88  5.17±1.72

Bodily pain

Before (B)  64.38±5.63 60.09±10.95

After (A)  59.25±6.75 63.62±10.17

(A)−(B) −5.13±1.13†4)  3.53±0.78

General health

Before (B)  40.00±2.05 43.97±3.13

After (A)  38.05±2.21† 46.41±2.74

(A)−(B) −1.95±2.05  2.45±4.77

Average total score

Before (B)  52.69±2.88 52.15±2.83

After (A)  53.26±3.13 54.30±2.97*5)

(A)−(B)   0.58±1.30  2.15±0.93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Values are mean±SE
4)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COVA between NE and E in the 
same row after adjusting sex, age, HD (†P＜0.05)
5)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same column (*P＜0.05)

Table 6. Changes in SF-36 scores regarding quality of life in 
the hemodialysis patients.

Variables NE1) E2)

Total Score

Before (B) 4.88±0.373)  4.96±0.38

After (A) 5.01±0.28†4)  3.92±0.35**5)

(A)−(B) 0.13±0.40† −1.04±0.31
1) NE: non-educated group
2) E: educated group
3) Values are mean±SE
4)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COVA between NE and E in the 
same row after adjusting sex, age, HD (†P＜0.05)
5)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between before and after in 
the same column (**P＜0.01)

Table 7. Changes in visual analogue scale scores regarding 
level of fatigue in the hemodialysis patients.

교육군에서는 감소하여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생겼다(P＜0.05). Creatinine, Hct, albumin, glucose, cho-
lesterol, HDL cholesterol, 칼슘, 인, 칼륨, TIBC 및 hs 
CRP수치는 교육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모두 안정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6. 삶의 질의 변화

영양과 운동프로그램 시행 전후 두 군의 삶의 질 

변화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질 항목 중 통증의 경우 교육군에서는 점수가 

높아진 반면 비교육군에서는 낮아져 교육에 의해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P＜0.05). 일반적 건강은 교육 

후 비교육군보다 교육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의미하였다(P＜0.05). 총 

35문항에 대한 삶의 질의 평균 총점은 비교육군이 

점수의 차이가 없는 반면 교육군에서는 점수가 높

아져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활력, 사회적 기능, 
정서적 역할제한, 정신 건강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피로도의 변화

영양과 운동프로그램 시행 전후 두 군의 피로 정

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연구시작 시 교

육군과 비교육군의 피로도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교육군에서의 피로도 점수는 3개월 후에

도 연구 시작 시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육군의 점수가 교육 전 4.96±0.38에서 교육 후

3.92±0.35로 피로도 점수의 많은 감소를 볼 수 있었

다(P＜0.01). 또한 교육 후 교육군에서 점수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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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비교육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교
육 전후의 변화된 점수가 비교육군에서는 0.13±0.40, 
교육군에서는 −1.04±0.31로 유의하게 피로도가 감

소하였다(P＜0.05).

고 찰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영양교육

과 규칙적인 걷기운동을 실시하고 신체계측과 식습

관, 식이분석, 혈액학적분석, 삶의 질 및 피로도를 

통하여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에 의한 개선 정

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Jin 등(2012)의 보고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원

인 질환 빈도는 당뇨병성 신증(45.2%), 고혈압성 사

구체경화증(19.2%), 만성 사구체 신염(11.3%)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역시 당뇨병성 신증

(32.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만성신장염

(30.6%), 고혈압(18.4%) 순으로 나타나 위의 보고와

는 차이가 있었다. 신체계측에 의한 영양상태 판정

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

며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식사섭취상태 분석 및 혈

액학적분석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 PIBW가 102∼104%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적절한 BMI의 수준이 명확히 제

시된 권고안은 없는 실정이지만 대한신장학회 만성

콩팥 지침서(2009)에 의하면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적절한 BMI의 수준은 영양 결핍이 없는 한 정상 체

중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Kakiya 등(2006)은 

혈액투석환자에게서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전체 대상

자의 평균 BMI는 21∼22 kg/m2로 정상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신체계측치의 변화는 3개월 후 다시 

측정한 결과 연구 시작 시와 비교하여 차이는 없었

다. 대상자의 영양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체계측 외에도 식습관, 영양소섭취, 혈액성분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이

다.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단백질 

및 열량섭취의 감소와 영양불량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adiri Mel 등(2011)에 의하

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중 영양불량이 발생하는 

빈도는 23∼76%라고 보고하였다. 영양불량의 주요

원인은 3끼 식사를 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것과 불

충분한 영양소 섭취, 맛의 변화, 약물섭취, 식사요법

을 위해 제한된 영양소와 식품이 많아 다양한 식품

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며(Mekki 등 2012), 따라

서 본 연구는 환자의 기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

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하였다. 식품을 

골고루 먹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교육군과 비교육군

의 변화된 점수를 보았을 때 유의하게 교육군의 점

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P＜0.05). 이는 영양

교육이 식사요법 실천도를 향상시키고, 영양지식의 

이해도를 높여 여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실천력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과일과 우유 섭취

에 관한 문항은 교육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는

데 혈액투석환자들은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 좋은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Kim 등(2001)의 연구와 같았다. 
신장 기능 저하에 따라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면 부

종을 예방할 수 있는데 젓갈, 장아찌, 햄, 소시지와 

같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에 대한 식습

관은 교육 전 1.62±0.13점 교육 후 1.79±0.09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어 혈액투석환자

의 식사교육여부에 따른 식염 농도별 선호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Yu 등(2000)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루에 2회 이상 단백질섭취에 관한 문

항과 열량섭취에 관한 문항은 교육 후 오히려 점수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하루에 섭취해

야 할 수분량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교육 후

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져(P＜0.05) 식습관을 향상

시키는데 영양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환자들의 지식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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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식습관

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영양

교육이 필요하며, 제한하는 식품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보다는 권장하는 식품목록을 작성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투석은 주 2
∼3회의 투석 과정이 반복되므로 이는 상당량의 영

양소 손실을 가져오며, 식사요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식욕부진이 나타나 식사량이 감소되기 쉬워 환자들

의 영양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투석

으로 인한 영양소의 손실을 고려하고 단백질 절약

과 체중 유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국립신장재

단 지침서(2000)와 대한영양사협회의 신장질환 식품

교환표(1997)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을 기준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시작 시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의 모든 영양소 섭취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
양교육 실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비교육군

에서는 모든 영양소 섭취에서 연구시작 시와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군에서는 영양교육 

후 에너지 섭취상태가 증가하였는데 교육 전후 변

화된 섭취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5). 하지만 교육 후에도 에너지 섭취량이 권장

량의 75% 미만으로 나타나 영양교육 후에도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열량의 섭취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양교육 시 바람직한 열량보충 방법을 강조한 결

과에 따른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되어진다. 교육군은 

영양교육 후 단백질과 지질, 인 및 칼륨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량영양소는 여러 가지 

대사반응, 장기와 조직의 성장, 일부 만성질환 방지

에 중요하다(Martín-del-Campo 등 2012). 하지만 대부

분의 투석환자에서 에너지,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과 

미량 무기질의 섭취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Chen 등 2013). 본 연구에서 철의 섭취는 영양교

육 후 교육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Vitamin A의 섭취량 역시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0.05). Vitamin C는 과일과 주스

의 섭취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혈액투석환자들에게

는 고칼륨혈증의 위험이 있고 대부분의 환자가 당

뇨를 동반질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혈

당상승을 막기 위해 이러한 식품의 섭취가 제한되

며 혈액투석 중 vitamin C의 손실이 일어난다. 또한 

vitamin C의 낮은 수준은 투석환자에서 염증을 유발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Raimann 등 2013). 혈액

투석환자의 vitamin C 권장량은 60∼100 mg/day이며 

교육시작 시 교육군은 이에 못 미치는 40.18±3.36 mg
이었으나 교육 후 65.76±6.69 mg로 정상기준치에 도달

하여 교육 전보다 후에 많은 증가를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에서 3개월의 영양교육이 혈액투석환자

의 에너지, 탄수화물, 철, vitamin A, vitamin C의 섭

취를 유의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영양교육은 혈액투

석환자의 영양섭취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고 생각된다. 생화학적 검사에서 헤모글로빈(Hb)은 

철분 결핍성 빈혈의 지표로 신장 기능의 잔여정도, 
식이 조절 여부가 빈혈 정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

고 있다. 본 연구 시작 시 두 군의 Hb수치는 대한신장

학회 목표치인 11∼12 g/dl보다 낮았지만 Hb은 영양교

육 후 교육군의 수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P＜0.05). 
혈중요소질소(BUN)는 혈액투석환자의 사망률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BUN의 수치가 낮을수록 

낮은 사망률을 보고하였다(Azar 등 2007). H대학병

원에서 제시한 혈액투석환자의 혈중 요소질소 허용

범위는 7∼20 mg/dl이며 연구 시작 시 본 연구의 전

체 대상자는 이러한 수치보다 높았지만 교육 후 교

육군에서 BUN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혈중 인의 수치는 두 군 모두 허용범위 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혈액의 칼륨 농도는 연구 

시작 시와 영양교육 후 두 군 모두 정상 범위를 유

지하고 있었다. 혈중 중성지방(TG)의 값은 비교육군

은 높아진 반면 교육군에서는 낮아져 교육 전후 변

화된 값에서 유의하게 교육군의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혈중철분총결

합능(TIBC)의 정상범위는 250∼400 μg/dl이며, 본 

연구대상자들의 교육 전과 후의 수치 모두 허용범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혈액투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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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후 생화학적 영양상태 평가

에서 Hb, BUN, TG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H대학병원에서 제시한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짧은 교육 기간이었지

만 영양교육이 환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Kalantar-Zadeh & Unruh(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 측정이 환자의 예후 및 사

망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혈액투석환자의 치료효과

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 지침서(2009)에서는 만성콩

팥병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SF-36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도구를 사용한 Lee(2006)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의 결과 건강 관련 삶의 질 항목 중 신체적 역할제

한, 사회적 기능, 정서적 역할제한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한 그룹에서 통증 

및 일반적 건강 항목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식사요법 실천과 운동정도가 상승할수록 투

석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졌다. 이는 혈액투석환자에게 영양과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해주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식이와 적절한 운동을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혈액투석환자는 오랜 치료 기

간으로 인해 치료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경

향이 있으므로 의료진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가 필

요한데, 영양상담과 운동교육을 받은 교육군이 의료

진의 정서적 지지를 더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

화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와 더불어 피

로는 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Murtagh 등 2007). 피로는 환자에게 질병으

로 인한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치료과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치료 의지를 저하시

키게 된다. 투석환자를 위한 임상지침 가이드라인에

서는 투석환자들의 신체활동과 운동을 강조하고 있

다. 하지만 운동의 중요성에 비해 현장에서의 적용

이 어려웠던 이유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 부족, 투석 

후의 피로, 신체적 제한, 투석으로 인한 시간부족,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대상자에 무

리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실시하였다. 혈액투석환자에게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행하여 피로정도의 감소를 확인하였

는데 그 결과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한 

투석환자에서 피로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로써 환자

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방안으로 

걷기운동이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투석환자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다각적인 치료방법이 필요하며 구체

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혈액투석

환자들의 영양불량 상태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하여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자들의 신체계측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식습관, 영양

섭취, 혈액학적 지표 및 삶의 질과 피로도에는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적절한 영양교육이 환

자의 식사요법 실천력을 증가시켜 혈액투석환자들

이 투석 받는 동안 바람직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은 환자의 수가 적어 모집단을 대

표할 수 없다는 것이며,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남녀 

성비가 달랐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에 의존하였으므

로 기억력과 응답자의 응답 성실도 등에 따른 오차

가 있을 수 있다. Seo(2002)의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와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질병의 조절은 가능

하나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평생 동안의 치료

와 자기 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환자로서 지켜야 할 지침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복이 지연되거나 질병이 악화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열량 및 단백질 필요량

을 산정함은 물론 영양교육 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천 가능한 영양적 제시를 하여 식

품선택 및 섭취량에 있어 환자들의 태도와 행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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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습관 실천력과 함

께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로 환자의 

실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운동이 영양소 섭취상태 및 삶의 질, 피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49명이며 

이를 비교육군과 교육군으로 나누어 교육군에게는 3
개월간의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교

육 후 신체계측과 식습관, 식사섭취량, 혈액학적분

석, 삶의 질 및 피로도의 개선 정도 차이를 평가하

였다.
1. 본 연구대상자는 비교육군 20명(남 11명, 여 9명), 

교육군 29명(남 7명, 여 22명)이었으며, 원인질환

으로는 당뇨(32.7%)가 가장 많았다. 교육군과 비

교육간의 평균연령, 투석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2. 연구시작 시와 3개월 후 비교육군과 교육군 간의 

신체계측 지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부

분의 신체계측 지표는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3. 식습관의 변화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가에 대

한 문항과 수분섭취에 관한 문항이 유의하게 개

선되었다(P＜0.05).
4. 영양소 섭취상태는 영양교육 후 열량, 탄수화물, 

철, vitamin A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열량의 섭취는 권장섭취량 대비 75% 미만을 섭

취하여 여전히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Vitamin 
C의 섭취도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1). 
대부분의 섭취량에서 두 군 모두 권장량과 비교

하여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5. 혈액학적 지표 중 Hb은 영양교육 후 유의한 증

가를 보였으나(P＜0.05), 여전히 대한신장학회 목

표치인 11∼12 g/dl보다 낮은 범위를 유지하였다. 
BUN, TG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6. 삶의 질 지표 중 통증과 일반적 건강에서 유의하

게 개선을 보였으며(P＜0.05), 총 점수 역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0.05).
7. 연구시작 시 교육군과 비교육군간 피로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후 교육군에서 유의하

게 피로도가 감소하였다(P＜0.01). 

3개월간의 영양교육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의 신체계측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식습관, 영양섭취량 및 혈액학적, 삶의 질, 
피로도 지표에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상의 결과를 통해 영양교육과 운동에 의한 환자의 

상태 개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혈액투

석환자의 영양소별 고려사항을 알려주고 단계적으

로 실천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영양소 섭취 상태 개선, 신체계측 지표

를 향상시키고 또한 투석기간에 따라 변화되는 환

자의 삶의 질, 피로도에 대한 전문화된 치료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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