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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만성신부 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서서히 진행되어 신장에 

비가역 인 손상을 래하게 되고, 결국 말기신부 에 이르러 

생명유지를 한 신 체요법이 필요하게 된다. 2014년 말 기

으로 우리나라에서 신 체요[법을 받는 사람의 수는 총 

80,674명으로, 1990년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하 다. 이 

 액투석은 신 체요법의 71.0%를 차지하고 있어(Korean 

Society of Nephology [KSN], 2015)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요법이다. 액투석을 받는 환자 수는 매

년 약 8-9%씩 증가하고 있어(KSN, 2015) 액투석 환자에 

한 보다 체계 인 리가 요하게 두되고 있다.

액투석 환자들은 주 2-3회씩 1회 4시간동안 투석을 받아

야 하며, 단할 경우 생명에 을 받는다는 에서 다른 

질환에 비해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h 

& Cho, 2014). 액투석을 받으면서 환자들은 다양한 변화와 

제약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  변화로는 식욕부진, 피로

감, 수면장애, 체 변화, 성기능 장애, 집 력 장애 등(Hur, 

2005)이 있고, 심리사회  변화로는 동정맥루로 인한 신체상 

변화(Oyekçin, Gülpek, Sahin, & Mete, 2012), 환자역할행  

이행과 심리  불안감(Perales-Montilla, Duschek, & Reyes-Del 

Paso, 2013) 등이 포함된다. 한 액투석 환자들은 식이  

수분 제한, 신체활동 감소,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상실, 경

제  부담감 등(Shim, 2010)의 제약들을 경험하게 되어 스트

스가 더욱 가 된다.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는 질병을 악화시키고 치료과정을 

해할 뿐 아니라 증상지각에 부정  변화를 주게 되는데

(Perales-Montilla et al., 2013),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은 

액투석 환자에게 일반 으로 나타나는 복합  정서 상태로 

스트 스와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yekçin et al., 

2012). 한 피로는 신체 , 심리 , 정서  요소를 가진 복합

 상으로 액투석 환자에게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Bossola, Vulpio, & Tazza, 2011). 한편 액투

석 환자는 생존을 해 투석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율성 요구

가 충족되지 않아 자아존 감이 손상을 받게 되고 이는 심리

 스트 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Theofilou, 2012). 

그 외 상자 특성으로 교육수 , 배우자 동거 유무, 월소득, 

 동반질환 수(Shim, 2010), 투석횟수와 주  건강상태 인

지(Hur, 2005) 등이 액투석환자의 스트 스 정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투석 환자들은 다양한 스트 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

므로,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 히 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 액투석과 련

된 선행연구들은 우울(Kim, 2010; Oyekçin et al., 2012), 피로

(Bossola et al., 2011; Seo, Kang, Kim, & Kim, 2013), 삶의 

질(Suh & Cho, 2014; Yoon & Tak, 2014) 등에 집 되어 있

고, 스트 스에 한 연구는 처유형 등 일부 변수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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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연구가 부분이며(Hur, 2005; Shim, 2010), 스트

스 향요인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1980년 까지는 

액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높은 스트 스 

요인은 경제  부담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2000년 이후 장

애인복지법 개정, 2001년 액투석 정액수가제 시행 등으로 

경제  부담이 어들어(Ministry of Health & Welfare [MW], 

2007) 액투석 환자들의 스트 스 요인에도 변화가 있을 것

으로 본다. 

액투석 환자가 경험하는 스트 스가 지속될 경우 불안정

한 신체 , 심리  증상을 래하게 되고, 이는 곧 장기간의 

치료를 거쳐야 하는 환자의 질병  치료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Perales-Montilla et al., 2013). 따라서 액투

석 환자의 스트 스 향요인을 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스

트 스 완화를 한 재를 모색하는 것은 상자의 질병

리에서 다루어져야 할 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액

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

써 이와 련된 간호요구를 악하고 스트 스 완화를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완화를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액투석 환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차이를 비교한다. 

∙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존 감 정

도를 악한다.

∙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존 감 간의 

상 계를 악한다.

∙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

존 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악하며,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U 역시 소재 2차병원 3개, 1차병원 1

개의 인공신장실에서 액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  선정기

에 부합하는 자로서 투석 문의와 간호부의 조를 구한 

후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참여의 

자발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

로 하 다. 

한 상자수를 산출하기 해 G*Power version 3.1.6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에서 유의수  .05, 검정력 

.80, 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그리고 검정 측요인 3개(피로, 

우울, 자아존 감), 총 측요인 7개( 상자 특성 포함)를 

용하 을 때 최소 표본수는 7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110부를 배포 후 회수하 고,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완 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91부로 상자수는 한 

것으로 단되었다. 체 상자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 만 20세 이상인 자

∙ 액투석치료를 받은 지 3개월 이상이며, 주기 으로 주 2-4회 액

투석을 받는 자

∙ 근로가 내부 류인 자

∙ 인지능력 하  정신  결함이 없으며, 국문해독능력과 의사소

통이 가능한 자

연구 도구  

●스트 스

Baldree, Murphy와 Power (1982)가 액투석 환자를 상으

로 개발한 29문항의 스트 스 요인을 Hur (2005)가 수정 보

완한 측정도구(Hemodialysis stress scale [HSS])를 사용하 다. 

신체  스트 스 요인 6문항, 심리사회  스트 스 요인 21문

항이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5 까지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r (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8로 

나왔다.

●피로

Lee, Hicks와 Nino-Murcia (1991)가 개발한 도구를 Kim 

(1996)이 액투석 환자를 상으로 수정·보완한 피로시각상

사척도를 사용하 으며, 피로 상태를 표 하는 13문항과 에

지에 한 4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00mm 선상의 왼쪽 끝에 ‘  그 지 않다’와 오른쪽 끝에 

‘극도로 그 다’로 측정 역의 차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문항

마다 제시된 사항에 해 상자가 느끼는 정도를 V표로 표

시하게 되어있다. 수범 는 0-10 이며, 수가 높을수록 피



김 서 윤  외

34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3), 2015년 8월

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1로 나왔다.

●우울

Zung (1965)의 자가평가 우울척도를 Kim (1993)이 액투

석 환자를 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의 자가보고형 설문지 으나 ‘체 이 차 어 간다’

는 항목을 제외시킨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4 까지 4  척도로 측정되었고 수범 는 19-76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9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70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84로 나왔다. 

●자아존 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 감척도

(self-esteem scale)를 Jon (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으

며, 정  자아존 감 5문항, 부정  자아존 감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4 까지 4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n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6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4로 나왔다.

자료 수집 방법  윤리  고려

본 연구 자료는 연구 책임자가 속한 기 의 연구윤리 원

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2-10410240AB 

-N-01–20130828-HR-007-02), 자료수집에 앞서 상자들이 설

문지 작성 시 이해되지 않는 문항을 별하고 소요시간을 알

아보기 하여 비조사를 실시한 후,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  

부서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 으며, 액투석 환자들 

 연구기 에 합한 상자를 편의추출 하 다.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참여와 철회에 한 자율성, 설문지 내

용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상자에게 서면 동의

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  기입하도록 하 다. 그  

스스로 응답이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주어 작

성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

은 Scheffe 검정으로 비교분석하 다. 

∙ 상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존 감 정도는 평균

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 상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존 감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

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거주, 종

교, 직업,  월수입에 해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 

60.4%, 여자가 39.6%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이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  28.6%, 40

와 40  미만이 각각 15.4% 으며, 평균연령은 55.60(±13.60)

세 다. 학력은 고졸이 54.9%로 가장 많았고, 졸 이상이 

20.9%, 졸 이하 13.2%, 졸 11.0%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고, 다음으로 미혼 9.9%, 사

별 8.8% 순이었으며, 거주상황은 가족과 거주가 83.5%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거주가 13.2%, 기타(친구와 거주, 

시설 거주 등) 3.3% 순이었다. 그리고 주 돌 자는 배우자가 

60.4%, 자녀 15.4%, 부모 13.2%, 기타(형제자매, 친구, 보호자 

없음 등) 11.0% 순으로 나타나 기혼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거

주하며 주 돌 자가 배우자인 상자가 많은 편이었다. 종교

가 있는 상자가 57.1%, 종교가 없는 상자는 42.9% 다. 

직업이 있는 상자는 17.6%, 직업이 없는 상자가 84.2%로 

부분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199만원

이 36.3%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이 각

각 31.9% 다(Table 1).

질병 련특성으로 투석기간은 1-2년이 33.0%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3-4년이 28.5%, 5년 이상이 27.5%, 1년 미만이 

11.0% 순이었으며 평균투석기간은 4.49(±4.05)년이었다. 1주 

당 투석횟수는 3회가 74.7%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2회 20.9%, 4회 4.4% 순이었다. 투석 간 체 증가는 

2.5kg 미만이 50.5%, 2.5kg 이상이 49.5%으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평균체 증가는 2.36(±0.97)kg이었다. 투석으로 

인한 직장변화는 완 히 그만둠이 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기타(주부, 원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 등) 

25.3%, 계속 유지 12.1%, 일시 휴직 6.6%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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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1)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55 (60.4)
 Female 36 (39.6)
Age
 Below 40 14 (15.4)

55.60±13.60
 40-49 14 (15.4)
 50-59 26 (28.5)
 60 and above 37 (40.7)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12 (13.2)
 Middle school 10 (11.0)
 High school 50 (54.9)
 College and above 19 (20.9)
Marital status
 Married 68 (74.7)
 Single  9 (9.9)
 Bereaved  8 (8.8)
 Divorce  6 (6.6)
Residence status
 With family 76 (83.5)
 Alone 12 (13.2)
 The others  3 (3.3)
Religion
 Yes 52 (57.1)
 No 39 (42.9)
Monthly income (10,000 Won)
 Below 100 29 (31.9)
 100-199 33 (36.3)
 200 and above 29 (31.9)
Period of hemodialysis (Years)
 Below 1 10 (11.0)

4.49±4.05
 1-2 30 (33.0)
 3-4 26 (28.5)
 5 and above 25 (27.5)
Number of dialysis/week
 2 19 (20.9)
 3 68 (74.7)
 4  4 (4.4)
Interdialytic weight gain (Kg)
 Below 2.5 46 (50.5)

2.36±0.97
 2.5 and above 45 (49.5)
Change in employment
 Resignation 51 (56.0)
 Temporarily absent  6 (6.6)
 Continue 11 (12.1)
 The others 23 (25.3)

상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존 감 정도

본 연구 상자의 스트 스 정도는 1-5  범 에서 평 평

균 3.35±0.58 이었고, 하 역으로 나 어 볼 때 신체  스

트 스는 3.18±0.75 , 심리사회  스트 스는 3.40±0.62 으

로 나타나 신체  스트 스에 비해 심리사회  스트 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피로 정도는 0-10  범 에서 

평균 5.53±1.78 이었고, 우울 정도는 19-76  범 에서 평균 

52.07±10.04 , 자아존 감 정도는 10-40  범 에서 평균 

24.71±5.89 이었다(Table 2). 

추가분석으로 스트 스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음식을 

마음 로 먹을 수 없는 것’(4.19±0.98)이 가장 높았으며, ‘투석

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4.14±1.03), ‘여가활동을 마음 로 하

지 못하는 것’(4.14±0.94),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없는 것’ 

(4.09±1.12), ‘미래의 삶에 한 확신이 없는 것’(3.97±1.17)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정도 차이

본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정도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정도는 연령(t=3.04, 

p=.03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 스의 하 역

별로 살펴본 결과 신체  스트 스 정도는 연령(t=7.63, 

p<.001)과 결혼상태(t=4.04,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연령의 경우 50  집단이 40세 미만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에 비해, 그리고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

자가 미혼자에 비해 스트 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정도는 투석기간(t=2.84, 

p=.043)과 액투석으로 인한 직장변화(t=4.24, p=.00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 스의 하 역별로 살펴본 결과 

신체  스트 스는 투석기간(t=4.90,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투석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

이 1-2년인 집단에 비해 스트 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심리사회  스트 스는 액투석으로 인한 직장

변화(t=6.0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

정 결과 직장을 완 히 그만둔 집단이 계속 유지 인 집단에 

비해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상자의 스트 스, 피로, 우울,  자아존 감 간의 

상 계

상자의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

스는 피로(r=0.53, p＜.001), 우울(r=0.54, p＜.001)과 유의한 순

상 계가 있었고, 자아존 감(r=-0.48, p<.001)과 유의한 역

상 계가 있었다. 한 피로는 우울(r=.67, p<.001)과 유의한 

순상 계가 있었으며, 자아존 감은 우울(r=-.70, p<.001), 피

로(r=-.63, p<.001)와 역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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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Stress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1)

Categories
Total Physical stress Phychosocial stress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0.78(.438) -1.04(.300) -.57(.572) Male 3.32(0.62) 3.11(0.78) 3.37(0.66)

 Female 3.41(0.50) 3.28(0.72) 3.45(0.55)
Age

3.04(.033) 7.63(<.001)

a, d＜c

1.94(.129) Below 40a 3.06(0.46) 2.57(0.65) 3.20(0.53)
 40-49b 3.53(0.47) 3.08(0.58) 3.66(0.48)
 50-59c 3.54(0.45) 3.63(0.60) 3.51(0.48)
 60 and aboved 3.27(0.67) 3.12(0.78) 3.30(0.74)
Education

0.26(.856) 2.26(.087) 0.54(.656)
 Below elementary school 3.28(0.60) 3.42(0.70) 3.24(0.69)
 Middle school 3.30(0.62) 3.35(0.84) 3.28(0.62)
 High school 3.40(0.64) 3.22(0.78) 3.45(0.67)
 College and above 3.30(0.32) 2.81(0.57) 3.45(0.42)
Marital status

1.42(.242) 4.04(.010)

a＞b

0.79(.505) Marrieda 3.42(0.58) 3.30(0.75) 3.46(0.62)
 Singleb 3.10(0.48) 2.44(0.49) 3.29(0.58)
 Bereavedc 3.11(0.65) 3.04(0.73) 3.13(0.74)
 Divorced 3.27(0.53) 3.00(0.48) 3.35(0.57)
Residence status

0.29(.751) 2.55(.084) 0.34(.712)
 With family 3.36(0.57) 3.13(0.74) 3.43(0.61)
 Alone 3.26(0.57) 3.22(0.83) 3.27(0.58)
 The others 3.52(0.97) 4.11(0.35) 3.35(1.15)
Religion

0.31(.579) 0.18(.671) 0.27(.607) Yes 3.38(0.55) 3.21(0.73) 3.43(0.59)
 No 3.31(0.62) 3.14(0.80) 3.37(0.66)
Monthly income (10,000 Won)

0.73(.484) 3.61(.031) 0.43(.655) Below 100 3.43(0.53) 3.48(0.62) 3.42(0.60)
 100-199 3.26(0.59) 3.02(0.79) 3.33(0.64)
 200 and above 3.38(0.60) 3.05(0.77) 3.47(0.64)
Period of hemodialysis (Years)

2.84(.043) 4.90(.003)

b＜d

1.85(.143)
 Below 1a 3.46(0.62) 3.35(0.68) 3.50(0.71)
 1-2b 3.17(0.55) 2.78(0.61) 3.28(0.63)
 3-4c 3.29(0.48) 3.28(0.80) 3.30(0.50)
 5 and aboved 3.59(0.62) 3.47(0.73) 3.63(0.65)
Number of dialysis/week

0.10(.902) 0.00(1.00) 0.15(.861)
 2 3.40(0.56) 3.18(0.68) 3.47(0.61)
 3 3.34(0.59) 3.18(0.78) 3.38(0.63)
 4 3.40(0.61) 3.17(0.89) 3.46(0.65)
Interdialytic weight gain (Kg)

0.10(.923) -0.49(.628)
0.29(.777) Below 2.5 3.36(0.61) 3.14(0.74) 3.42(0.67)

 2.5 and above 3.35(0.55) 3.21(0.77) 3.39(0.57)
Change in employment

4.24(.008)

a＞c

1.44(.237) 6.01(.001)

a＞c

 Resignationa 3.53(0.54) 3.17(0.77) 3.63(0.56)
 Temporarily absentb 3.17(0.39) 3.03(0.76) 3.21(0.35)
 Continuec 2.99(0.53) 2.83(0.72) 3.03(0.53)
 The othersd 3.19(0.60) 3.38(0.70) 3.14(0.65)

(Table 4).

상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상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하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상자

의 특성은 가변수 처리를 하여 회귀식에 포함하 다. 회귀분

석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가 .504-.546으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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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91)

Variables Range Mean±SD Minimum Maximum

Stress 1-5 3.35±0.58 2.15 4.59
  Physical stress 3.18±0.75 1.50 4.50
  Phychosocial stress 3.40±0.62 2.05 4.71
Fatigue 0-10 5.53±1.78 1.04 9.88
Depression 19-76 52.07±10.04 27 74
Self-esteem 10-40 24.71±5.89 10 37

<Table 4>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91)

Variables
Stress Physical stress Psychosocial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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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al stress
.66

(＜.001)

Phychosocial stress
.97

(＜.001)
.44

(＜.001)

Depression
.54

(＜.001)
.39

(＜.001)
.51

(＜.001)

Self-esteem
-.48

(＜.001)
-.25

(.017)
-.48

(＜.001)
-.70

(＜.001)

Fatigue
.53

(＜.001)
.47

(＜.001)
.47

(＜.001)
.67

(＜.001)
-.63

(＜.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the Stress of Patients on Hemodialysis                    (N=91)

Variables B SE β t p R² Adj R² F(p)

Constant 1.824 .265 6.90 ＜.001
22.70

(＜.001)
Depression .019 .007 .325 2.77 .007 .287 .279
Fatigue .101 .038 .313 2.67 .009 .340 .325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833-2.181

으로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15로 2에 가까우므로 오차

의 자기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β=.325, p=.007)이 체변량의 

27.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로(β

=.313, p=.009)가 포함되어 총 설명력은 32.5% 다(Table 5).

논    의

액투석은 환자의 인생에 있어 사회 으로나 개인 으로 

큰 변화를 요구하므로 다른 질환에 비해 환자들의 스트 스 

정도가 높다.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주요 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며, 나아가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시행되었으며 연

구결과를 심으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자의 스트 스 정도는 1-5  범 에서 평균 

3.35 이었는데,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Hur (2005)의 연구

에서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정도가 3.06 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의 스트 스 정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종교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자가 선행연구에 비해 많았던 을 미루어 볼 

때 상자 특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반복연

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 역 별로는 심리사회

 스트 스가 3.40 으로 신체  스트 스 3.18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액투석이 다양한 심리사회  문제를 수반

하는 스트 스가 많은 과정임을 보고한 Chen 등(2010)의 연

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를 문항

별로 분석해보면 ‘음식을 마음 로 먹을 수 없는 것’,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 ‘여가활동을 마음 로 하지 못하는 

것’,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없는 것’, ‘미래의 삶에 확신이 없

는 것’ 등 심리사회  스트 스 항목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이와 수분 조 , 지속 인 치료시

행의 압박감, 역할 상실 등이 액투석 환자의 주요 심리사회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난 Seo 등(2013)의 연구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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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다. 따라서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식이  활동 제한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

고, 투석의 지속성과 미래에 한 불확실성 등 심리사회 인 

측면에 좀 더 세심한 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항목들이 스트

스 리 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 스의 정도 차이 분석에서 연

령, 투석기간, 직장변화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연령의 경우 50  집단이 40세 미만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에 비해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

라 스트 스 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Gurkan, 

Pakyuz, & Demir, 2015)를 감안해볼 때 액투석 환자의 스

트 스 리에서 상자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50 는 년으로 소득과 책임이 정에 달하는 시

기로, 액투석치료를 받는 50  상자들은 환자로서의 역할 

이행과 동시에 가정 내 소득산출자로서의 역할 이행에서 오

는 부담감으로 인해 스트 스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투석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이 1-2년 집단에 비해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기간 투석을 받은 

환자는 스트 스 처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Takaki et al., 2005)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Tu, Shao, 

Wu, Chen과 Chuang (2014)의 연구에서 투석기간이 길수록 

상자의 스트 스 정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

한 결과를 보 다. 이는 상자의 평균연령, 교육수  등에 

차이가 있는 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이러한 을 고려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액투석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상자는 그 지 않은 상

자에 비해 스트 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 액투석 환자의 고

용상태가 스트 스와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Takaki & 

Yano, 2006; Tu et al., 2014)와 일치하 다. 따라서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리를 한 재 로그램 개발 시 단순한 

지식 주의 교육보다 연령, 투석기간, 투석으로 인한 직장변

화 등 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

스는 피로와 우울과는 순상 계가, 자아존 감과는 역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액투석 환

자의 스트 스가 우울, 피로와 련성이 높고(Perales-Montilla 

et al., 2013), 자아존 감이 높고 안정 일수록 심리  안녕감

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Theofilou, 2012)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정도를 완화시키고 정

인 변화를 도모하기 해서는 피로, 우울과 같은 요인들을 낮

추고,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는 재  지지 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향력이 큰 요인은 우울이었다. 우울은 액투석 

환자의 가장 흔한 정서  문제로서(Oyekçin et al., 2012), 질

병  치료과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액투석환

자의 스트 스를 가 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Perales-Montilla et al., 2013). 과거 액투석 환자의 주요 스

트 스 요인은 경제  부담으로 보고되었으나,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과 정액수가제 시행으로 이러한 부담이 어든 

가운데(MW, 2007), 투석치료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 의존

성, 제한성 등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의 유발과 

이러한 정서  요인의 향이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Perales-Montilla et al., 2013).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직 인 비교고찰

은 어려우나 스트 스와 우울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고

(Seo et al., 2013), 투석으로 인해 생활습 의 변화가 요구되

며 단 시 치명 인 결과를 래하기 때문에 다수 환자들

이 우울과 같은 심리  증상을 경험한다는 에서(Suh & 

Cho, 2014) 상자의 우울에 좀 더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다음으로 피로가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 향

요인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액투석 환자의 피로가 스트 스

와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Seo et al., 

2013)에 의해 뒷받침된다. 액투석 환자가 경험하는 피로에 

해 발생기 이 명확히 밝 지지는 않았으나 련요인으로 

빈 , 식욕부진, 양불량, 수면장애, 신체활동 감소, 요독증 

등이 보고되고 있다(Bossola et al., 2011). 우울과 피로 정도가 

높은 액투석 환자들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 으로 

해나가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우울과 피로는 반드시 심을 

가지고 사정하고 리해야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우선 고려되

어야 할 은 액투석 환자의 치료 련 환경과 심리사회  

환경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우울과 피로

에 련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악하는 것이다. 이를 토

로 우울과 피로 정도를 감소시키기 한 간호 재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액투석 환자들은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

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한다. 환자들은 액투석 치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신체 , 심리사회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 으로 질병  치료과정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된다(Dumitrescu, Gârneaţă, & Guzun, 2009). 따라서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한 정확

한 이해를 토 로 스트 스를 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Gorji et al., 2013), 장기간의 투석치료에 따른 다양한 지지체

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우울과 

피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재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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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악함으로써 스트 스 완화를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은 

U 역시 소재 2차병원 3개, 1차병원 1개의 인공신장실에서 

액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들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참여의 자발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91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상자

의 스트 스 정도는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신체  

스트 스에 비해 심리사회  스트 스가 좀 더 높게 나타났

다.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는 치료과정과 질병 리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되므로 한 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유의한 향 요인으로 나타난 우울과 피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 연령, 투석기간, 직장변화 

등 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 인 간호 재가 고려된다면 

좀 더 효과 인 간호 재 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는 액투석 환자를 한 효과 인 스트 스 리 

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토 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액투석 환자의 일반  특성  질병 련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화되고 체계 인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액투석 환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피로가 나타났으므로, 

우울과 피로를 낮출 수 있는 재 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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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the Stress of Patients on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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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atients on hemodialysis need to manage the stress of having a life-threatening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patients on hemodialysis. Methods: The research 
ha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using a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were 91 adult patients on 
hemodialysis from four dialysis centers in a large Korean city.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9.2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by age, dialysis period, and change in employment status. In hemodialysis patients, stress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with fatigue and depression,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stress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depression. Depression and 
fatigue explained 32.5%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a need to manage the stress of these 
patient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consideration be given to characteristics of age, dialysis period, and 
employment status in developing strategies to reduce depression and fatigue and developing programs to manage 
the stress of patients on hemodi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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