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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년 대한신장학회의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사업 보고2014

에 의하면 말기신부전 환자가 명이었으며 인구 백[1] 80,674 ,

만명당 명이었다 이중혈액투석치료를받는환자는1,571.5 .

명으로말기신부전환자의 를차지하고있고환57,256 70.9%

자수도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혈액투석은주 회병원을방문해투석기계를이용하여2~3

체내에축적된수분과노폐물을제거하는치료방법이다 하지.

만혈액투석을통해서는노폐물을완전하게제거할수없다.

혈액투석을받는환자들은투석치료와함께식사요법 약물요,

법등을병행하여노폐물의체내축적을최소화하거나축적된

노폐물을제거하여야한다 따라서식사요법이제대로이행되.

지않을경우영양상태가불량해지며고칼륨혈증이나고인산

혈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되고이는 합병증발생과

사망률을증가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중 영양불량이 발생하는 빈도는 이고 특히23~76% [2],

혈액투석환자의고인산혈증및고칼륨혈증은식사요법과

접한관련이있으며음식의섭취량이증가할수록사망위험도

증가한다고보고되고있다[3].

정상신장은칼륨의 이상을배설하나신장기능이저하90%

되면나트륨칼륨장애로많은칼륨이배설되지못하고체내에-

축적되어심부정맥이나심박동정지를일으키는고칼륨혈증이

나타날수있다 고칼륨혈증은혈중칼륨농도가[4]. 5.0 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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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time and content of dietary education by analyzing the
physiological indicators of hemodialysis patients during their first year and to present baseline data related to
dietary education for patients on hemodialysis.Methods: For this retrospective study physiological indicators for
73 patients on hemodialysis were analyzed. Data included levels of potassium, phosphorus, albumin and the
IDWG rate, and Kt/V during the first year after starting hemodialysis. Repeated-measure ANOVA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erum levels of phosphorus (p<.006), albumin (p<.001) and the IDWG rate
(p<.001)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7 months from the start of hemodialysi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iod in which diet related educational intervention is necessary is before physiological changes, that
is, after 6 months of dialysis. The contents for effective education should include phosphorus-limited and weight
control dietary restrictions at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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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정의되며 투석과투석사이에칼륨이들어간식사[5],

량의증가에의해발생된다 투석치료만으로는칼륨이완전히.

제거되지않으므로혈액투석환자들은투석치료외에칼륨제

한식사요법과약물복용을철저하게이행해야한다 인은생체.

조직에 필요한 구성요소이며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원소이나 투석환자에서혈중인의농도가상승하게되면신성,

골이영양증및혈관의석회화등의합병증이유발되므로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음식을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 혈중알부.

민농도는투석환자의영양상태를임상적으로가장의미있게

반영하고있는치료결과와관련성이높은영양지표이다 알부.

민이 0.1~0.19 낮아질수록사망의위험률이 증가하였g/dl 9%

으며, 0.3 이상낮아졌을때는사망위험률이 증가하g/dl 88%

였고 반대로평균알부민이, 0.1 이상높아졌을때는생존g/dl

율이 이상증가하였다고한다 일반적으로투석간체중30% [6].

증가량은 1.5 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되고 있으나 체중의kg

이하가권고되기도한다 과 는혈액투석4~6% [7]. Han Cho [8]

을받는많은환자의심혈관계질환에의한이환률및사망률을

증가시키는고혈압을조절하기가어려운것은투석간체중증

가가주요원인이라고하였다 등 의연구에서혈액투석. Suk [9]

적절도에사용되는 은환자의단백질섭취와관련이있어BUN

환자의식이적절성증가와관련이있을것이라고하였다.

먹는것은인간의기본적인욕구로 우리삶속에서즐거움,

의원천이고친교의수단이지만혈액투석환자에게는가혹한

인내를요하며생명을위협하는요소가될수있다[10].

그러므로혈액투석환자들은식사요법의중요성을이해하

고이를실천하는것이투석생활중합병증발생을낮추고삶

의 질을높이는필수요건임을인식해야한다 그러나식사습.

관은오랜기간을거쳐 형성된것이고 특히혈액투석환자들,

의식사요법은매우복잡하고제한적이기때문에오랫동안습

관화된식사습관을환자스스로바꾸기가어렵다 혈액투[11].

석환자들이식사조절에대하여중요성은알고있지만식사요

법 이행은혈액투석 환자의치료이행 중가장지키기 어렵다

또한투석간체중증가에대한부담감으로인하여음식을[12].

기피하는경향을보여무조건적인절식만으로투석간체중증

가량을감량하려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영양결핍과체

력저하가초래되기도한다[13].

혈액투석 환자들의식사요법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살펴

보면주기적영상교육을제공한후영상교육이투석관련지식,

환자역할행위 생리적지표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는연구, [9]

와동영상식사교육프로그램이혈액투석환자의자가평가에

의한식사요법이행정도와생리적지표에미치는효과를파악

하는연구 개별식이교육프로그램이혈액투석환자의식이[4],

요법에대한지식과식이자가간호이행에 미치는효과 등[14]

은혈액투석환자를대상으로식사요법과관련된교육프로그

램을개발하고적용하여그효과를측정하고 환자의이행도를,

증진시키고자시도되었지만만성질환자들의특성상적극적인

행위변화를일으키기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인지기능이감.

소된혈액투석환자들에게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반

복교육이필요하나반복교육의주기도연구마다다르게시도

되어적절한교육주기를정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

혈액투석환자들이식사요법과관련된어려움을극복하고

건강하게 투석생활을할수있게 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실 간

호사는환자가자신의질병을이해하고일상생활에대하여자

가관리를할수있도록교육을통해행동변화를유도해야한

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혈액투석실의상황은투석과정에서.

이루어지는치료중심간호에치우쳐환자교육이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15].

투석기간에따른혈액투석 환자의사회 심리적 적응과삶

의질을연구했던 의연구에서와같이혈액투석환Yoon [16]

자는투석기간에따라 주에서 개월까지는 월기 개월에6 6 , 7

서 개월까지는우울기 년이후는장기적응기로나눈다 본12 , 1 .

연구에서는장기적응기가되기 전인첫 년간혈액투석환자1

의 식사관련생리적 지표의 변화를분석하여투석기간에따

라식사교육시기와교육내용을파악하고자하였다.

연구목적2.

본연구의목적은혈액투석환자의첫 년간식사관련생리1

적지표를분석하여식사관련교육이필요한시기와교육내

용을파악하여 식사 관련 교육중재의 시점을 찾기 위함이며

이를위한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혈액투석 환자의첫 년간 식사관련생리적 지표의 변1) 1

화를확인한다.

혈액투석 환자의 시점별 개월 개월 개월 개월2) (1 , 4 , 7 , 10 )

식사관련생리적지표의차이를확인한다.

혈액투석 환자의 시점별 개월 개월 개월 개월3) (1 , 4 , 7 , 10 )

식사관련생리적지표의정상과비정상비율의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Ⅱ

연구설계1.

본연구는혈액투석 환자의투석시작후첫 년간의 식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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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리적지표를분석하기위한후향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 인공신장실에C Y

서 처음 혈액투석을 받은외래 환자로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같다.

년이상 주 회정기적으로혈액투석을받은환자1) 1 , 2~3

전산의무기록으로조회가가능한환자2)

투석중질병상태의변화로입원하였거나사망또는전3)

원한환자는대상에서제외하였다.

연구기간동안선정기준에부합된대상자총 명중혈액4) 84

투석시작후첫 년간질병상태의변화로입원한환자1 2

명 복막투석으로전환 사망한환자 명 전원한환자( ), 1 , 8

명을제외한 명의환자를전수조사하였다73 .

연구도구3.

본연구에서 식사관련생리적 지표는혈액학적 지표로혈

중칼륨 인 알부민과투석간체중증가율 혈액투석적절도로, , ,

측정하였다.

혈액학적지표1)

투석시작직전정기적인검사로환자의동정맥루에서혈액

을채취하여검사실에의뢰한후얻은값으로 이혈, Song [12]

액투석환자신체의생리적기능상태를평가하는혈액화학검

사지표로사용한혈중칼륨 인 알부민값을사용하였다, , .

본연구에서는혈중칼륨농도의정상범위를 미5.0 mEq/l

만 비정상범위를 이상으로보았다, 5.0 mEq/l .

National KidneyFoundation/KidneyDiseaseOutcome

에Quality Initiative (K/DOQI)Clinical PracticeGuidelines

서는혈중인을 로조절할것을권고하고있다3.5~5.5 mg/dl

본연구에서는혈중인농도의정상범위를 미[17]. 5.0 mg/dl

만 비정상범위를 이상으로보았다, 5.0 mg/dl .

혈중알부민농도는목표알부민농도는 이상이며4.0 g/dl ,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실조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4.0 g/dl

본연구에서는혈중알부민농도의정상범위를[18]. 4.0 g/dl

이상 비정상범위를 미만으로보았다, 4.0 g/dl .

투석간체중증가율2)

투석간체중증가율은혈액투석환자의수분과염분섭취이

행정도의 지표로사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전[19]. CAS

자체중계를이용하여혈액투석직전체중에서투석직후체중

을뺀값으로 환자가혈액투석을위해내원하였을때각각의,

체중증가량을측정한후매월투석간체중증가량의평균값을

비율로환산하여사용하였으며 정상범위를 이하 비정상, 4% ,

범위를 초과로보았다4% .

혈액투석적절도3) (Kt /V)

혈액투석 환자의합병증을감소시키고삶의 질을증가시

키기위해서는적절하게혈액투석이이루어지는지를주기적

으로평가해야하고 이를위해 를조사한다[20], Kt/V . Kt/V

는투석전후혈중요소와투석전의혈중크레아티닌 투석중,

제수량 다음투석전의혈중요소및투석간체중증가량을대,

입하여 개월마다 검사한 값을 사용하였다3 [20]. National

Kidney Foundation Dialysis Outcome Quality Initiative

지침에의하면혈액투석을받는환자의 는(NKF-DOQI) Kt/V

최소한 이상유지할것을권장하고있다 본연구에서1.2 [17].

는 의정상수치를 이상 비정상수치를 미만으로Kt/V 1.2 , 1.2

보았다.

자료수집방법4.

본연구는 년 월 일1) 2015 11 23 ‘ 대학교 병원임상연구심C Y

사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진행하였다(SC15RISI0139).

본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혈액투석을2) 2010 1 2014 10

시작한환자중 년 이상투석치료를유지한환자 명1 73

을대상으로 전산의무기록을 조회하여 수집 가능한 기

본정보와첫 년간의식사관련생리적지표를자료수집1

하였다.

처음혈액투석시작시입력하였던전산의무기록의투석3)

간호 정보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자 명이 환자의 나이3 ,

성별 원인질환 최초투석유형 최초투석시혈관유형, , ,

등정해진항목과기준시점에따라자료를수집하였다.

식사관련생리적지표는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 매4) 1 ,

월시행한혈액검사중칼륨 인 알부민수치 주 회, , , 2~3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 시 측정한투석간 체중증가율의

매월평균값과 개월마다실시한혈액투석적절도값을3

사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이용SAS (version 9.2)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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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식사관련생리적지표는평균과표준편차로제시하였

다 식사 관련 생리적 지표의 시점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를이용하여 분석하였고사후Repeated measure ANOVA

검정은 다중비교를실시하였다 식사관련생리적Bonferroni .

지표의 정상군과비정상군의 시점별 비교를위해McNemar

를이용하여알아보았다test .

연구결과.Ⅲ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는총 명으로여자가 명 이었고 연령은73 41 (56.2%) ,

세에서 세까지이었으며 세 이하가 명 으로21 87 , 59 28 (38.4%)

가장많았다 원인질환은당뇨가 명 으로가장많았. 33 (45.2%)

고 고혈압 명 이었으며 혈액투석을시작할당시의, 28 (38.4%) ,

투석접근로는중심정맥관 을사용한(Central vein catheter)

대상자가 명 으로가장많았다 최초투석유형이혈63 (86.3%) .

액투석인대상자는 명 이었고 나 인경우59 (80.8%) , PD CRRT

는 명 이었다14 (19.2%) (Table 1).

혈액투석 시작 후 첫 년간 식사 관련 생리적 지표의2. 1

변화

칼륨1)

혈액투석 시작후첫 년간칼륨의 평균값을조사한결과1 ,

평균값이가장낮은달은투석후 개월로1 4.22± 이었고0.76 ,

가장높았던달은 개월로11 4.50± 이었으며시점간에유0.73

의한차이가있었다(F=1.96, p=.025)(Table 2).

인2)

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인의평균값이가장낮았던달은1

투석후 개월로1 3.86± 였고 가장높았던달은 개월로1.35 , 10

4.37± 이었으며시점간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1.41 (F=3.73,

p<.001)(Table 2).

알부민3)

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알부민의평균값이가장낮았던1

달은투석후 개월로1 3.62± 였고 가장높았던달은 개월0.55 , 9

(3.86± 과 개월0.44,) 12 (3.86± 이었으며 시점 간에 유의0.40)

한차이가있었다(F=12.57, p<.001)(Table 2).

Table 1.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N=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32 (43.8)
41 (56.2)

Age (yr) 59≤
60~69
70≥

28 (38.4)
20 (27.4)
25 (34.2)

Causative
disease

Diabetes
Hypertension
Glomerulonephriti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Poly cystic kidney
Other or unknown

33 (45.2)
28 (38.4)
5 (6.8)
2 (2.7)
1 (1.4)
4 (5.5)

Vascular
access

Central vein catheter
AVF & AVG

63 (86.3)
10 (13.7)

Initial dialysis
type

HD
PD, CRRT

59 (80.8)
14 (19.2)

AVF=Arteriovenous fistula; AVG=Arteriovenous graft;
HD=Hemodialysis; PD=Peritoneal dialysis;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Table 2. Changes in Dietary Physiological Indicators of Hemodialysis Patients during the First Year (N=73)

Variables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6 months 7 months 8 months 9 months 10 months 11 months 12 months

F (p)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Potassium

(mEq/L)

4.22±0.76 4.27±0.60 4.23±0.67 4.34±0.61 4.30±0.61 4.46±0.59 4.43±0.58 4.44±0.62 4.42±0.65 4.48±0.66 4.50±0.73 4.33±0.72 1.96

(.025)

Phosphorus

(mg/dL)

3.86±1.35 4.09±1.42 4.20±1.59 4.00±1.30 4.06±1.44 4.09±1.40 4.35±1.37 4.24±1.32 4.14±1.23 4.37±1.41 3.93±1.08 4.29±1.43 3.73

( .001)＜

Albumin

(g/dL)

3.62±0.55 3.71±0.52 3.76±0.45 3.78±0.37 3.79±0.45 3.79±0.41 3.85±0.42 3.84±0.41 3.86±0.44 3.85±0.47 3.82±0.44 3.86±0.40 12.57

( .001)＜

IDWG rate

(%)

2.31±1.32 2.49±1.47 2.55±1.34 2.46±1.55 2.58±1.78 2.70±1.58 2.80±1.66 2.87±1.85 2.88±1.57 3.03±1.59 3.11±1.55 3.21±1.51 8.60

( .001)＜

Variables
1st 2nd 3rd 4th

F (p)
M±SD M±SD M±SD M±SD

Kt/V 1.50±0.31 1.54±0.34 1.56±0.27 1.56±0.26 2.35

(.073)

IDWG=Interdialytic weight gain, Kt/V: Marker of dialysis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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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간체중증가율4)

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체중증가율의평균값이가장낮1

았던달은투석후 개월로1 2.31± 였고가장높았던달은1.32

개월로12 3.21± 이었으며시점간에유의한차이가있었1.51

다(F=8.60, p=<.001)(Table 2).

혈액투석적절도5)

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혈액투석적절도의평균값은첫1

번째회차에서 1.50±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고 번째0.31 , 3

회차(1.56± 와 번째 회차0.27) 4 (1.56± 에서 가장 높았으0.26)

며시점별유의한차이는없었다(F=2.35, p=.073)(Table 2).

혈액투석 시작 후 첫 년간 식사 관련 생리적 지표의3. 1

시점별 변화

대상자의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의식사관련생리적지1

표를투석시작후 개월을기준으로 개월 간격으로시점별1 3

변화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칼륨1)

대상자의 혈액투석 시작후 개월의 칼륨의평균값은1 4.22

± 이었으며 개월의0.76 4 4.34± 개월의0.61, 7 4.43± 개0.58, 10

월의 4.48± 과비교한결과유의한변화를보였다0.66 (F=3.15,

p=.025)(Table 3).

인2)

대상자의 혈액투석 시작후 개월의 인의 평균값은1 3.86±

로 개월의1.35 4 4.00± 과비교했을때차이가없었지만1.30 7

개월의 4.35± 개월의1.37, 10 4.37± 과비교한 결과 유의1.41

한차이를보이며증가하였다(F=4.19, p=.006)(Table 3).

알부민3)

대상자의 혈액투석 시작 후 개월의 알부민의 평균값은1

3.62± 로 개월의0.55 4 3.78± 개월의0.37, 7 3.85± 개월0.42, 10

의 3.85± 과비교한결과 개월 개월 개월모두유의0.47 , 4 , 7 , 10

한차이를보이며증가하였다(F=9.32, p<.001)(Table 3).

투석간체중증가율4)

대상자의 혈액투석 시작후 개월의 투석간체중증가율의1

평균값은 2.31± 로 개월의1.32 4 2.46± 와비교했을때 차1.55

이가없었지만 개월의7 2.80± 개월의1.66, 10 3.03± 와비1.59

교한결과유의한차이를보이며증가하였다(F=12.00, p<.001)

(Table 3).

혈액투석적절도5)

대상자의혈액투석시작후 회차와 회차 회차 회차의1 2 , 3 , 4

혈액투석 적절도를 비교한 결과 모두유의한차이는없었다

(F=2.35, p=.073)(Table 3).

혈액투석 시작 후 첫 년간 식사 관련 생리적 지표의4. 1

정상군과 비정상군의 비율의 변화

대상자의혈액투석시작후첫 년간의식사관련생리적지1

표의정상군과비정상군의비율의변화를투석시작후 개월1

을기준으로 개월간격으로시점별변화를분석한결과는다3

음과같다.

칼륨1)

칼륨이 미만인대상자를정상군으로 이5mEq/l , 5mEq/l

상인대상자를비정상군으로보았을때혈액투석시작후 개1

월과 개월의정상군과비정상군의비율을비교한결과 유의4 ,

한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개월 개월 시점에서도유의한, 7 , 10

Table 3. Differences in Dietary Physiological Indicators of Hemodialysis Patients by Period (N=73)

Variables
1 month 4 months 7 months 10 months

F (p)
M±SD M±SD M±SD M±SD

Potassium (mEq/L) 4.22±0.76 4.34±0.61 4.43±0.58 4.48±0.66 3.15 (.025)

Phosphorus (mg/dL) 3.86ab±1.35 4.00±1.30 4.35a±1.37 4.37b±1.41 4.19 (.006)

Albumin (g/dL) 3.62abc±0.55 3.78a±0.37 3.85b±0.42 3.85c±0.47 9.32 ( .001)＜

IDWG rate (%) 2.31ab±1.32 2.46±1.55 2.80a±1.66 3.03b±1.59 12.00 ( .001)＜

Variables
1st 2nd 3rd 4th

F (p)
M±SD M±SD M±SD M±SD

Kt/V 1.50±0.31 1.54±0.34 1.56±0.27 1.56±0.26 2.35 (.073)

a,b,c: Bonferroni,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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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없었다(Table 4).

인2)

인이 미만인대상자를정상군으로 이상5mg/dl , 5mg/dl

인대상자를비정상군으로보았을때 투석시작후 개월과, 1 4

개월의 정상군과비정상군의 비율을비교한결과 유의한결,

과를보이지않았고 개월시점과 개월시점에서도유의한, 7 10

변화는없었다(Table 4).

알부민3)

알부민이 이상인대상자를정상군으로 미만4 g/dl , 4 g/dl

인대상자를비정상군으로보았을때 혈액투석시작후 개월, 1

과 개월의 정상군과 비정상군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개월4 4

시점에서는유의한결과를보이지않았지만 개월시점에서, 7

정상군의 비율이 로유의하게증가하였고 비정상비46.58% ,

율은 로유의하게감소하였다53.42% (t=14.70, p= 개.006). 10

월시점에서의정상군의비율은 개월보다 로증가하1 39.73%

였고 비정상군의 비율도 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 60.27%

로유의하지않았다(Table 4).

투석간체중증가율4)

투석간체중증가율이 이하인대상자를정상군으로4% , 4%

를초과하는대상자를비정상군으로보았을때 혈액투석 시,

작후 개월의 정상군의 비율은 비정상군의 비율은1 94.52%,

였고 개월시점에서의정상군은 비정상군은5.48% , 4 89.04%,

10 로변화를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 개.96% , 7

월시점에서 정상군의 비율은 로혈액투석 시작 개월82.19% 1

보다 감소하였고 비정상군의비율은 증가하였12.33% , 12.33%

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t=14.72, p= 개월시점.006). 10

에서도정상군의비율은 로감소추세를유지하였고 비82.19% ,

정상군의비율은 로 개월에이어증가추세를유지하였17.81% 7

고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t=14.72, p=.006)(Table 4).

혈액투석적절도5)

혈액투석적절도는 이상인대상자를정상군으로 미1.2 , 1.2

만인대상자를비정상군으로보았을때 투석시작후처음으,

로검사한 회차혈액투석적절도와 회차혈액투석적절도는1 2

유의한차이는없었고 회차혈액투석적절도의정상군의비, 3

율이 회차 에서 로 증가하였고 비정상군의1 80.82% 93.15% ,

비율이 에서 로유의하게 감소하였다19.18% 6.85% (t=18.00,

p= 회차혈액투석 적절도의 정상군의 비율은.002). 4 91.78%

로 회차 회차보다증가하였고 비정상군의 비율은1 , 2 , 8.22%

로 회차 회차보다감소하였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1 , 2

였다(t=10.67, p=.020)(Table 4).

논 의.Ⅳ

혈액투석은말기신부전환자들이생명을유지하기위해지

속적으로받아야하는치료방법으로혈액투석을시작하는환

자들은투석치료만으로도소실된신장의기능을온전히대신

할수있다고생각하기 쉽다 그러나혈액투석치료방법은신.

장기능의 많은부분을수행할수있지만정상적인 신장만큼

유연성이없으므로 투석을시행한다하더라도투석간에노,

폐물이위험수준까지축적되지않도록하는식사조절이반드

Table 4. Differences in Dietary Physiological Indicators of Hemodialysis Patients by Period (N=73)

Variables Range
1 month 4 months

t (p)
7 months

t (p)
10 months

t (p)
n (%) n (%) n (%) n (%)

Potassium
(mEq/L)

Normal ( 5)＜
Abnormal ( 5)≥

63 (86.30)
10 (13.70)

65 (89.04)
8 (10.96)

0.67(.563) 65 (89.04)
8 (10.96)

0.50 (.617) 58 (79.45)
15 (20.55)

2.63 (.251)

Phosphorus
(mg/dL)

Normal ( 5)＜
Abnormal ( 5)≥

60 (82.19)
13 (17.81)

56 (76.71)
17 (23.29)

1.60 (.371) 55 (75.34)
18 (24.66)

2.17 (.297) 54 (73.97)
19 (26.03)

3.60 (.179)

Albumin
(g/dL)

Normal ( 4)≥
Abnormal ( 4)＜

21 (28.77)
52 (71.23)

23 (31.51)
50 (68.49)

0.57 (.593) 34 (46.58)
39 (53.42)

14.70 (.006) 29 (39.73)
44 (60.27)

4.92 (.116)

IDWG rate
(%)

Normal ( 4)≤
Abnormal ( 4)＞

69 (94.52)
4 (5.48)

65 (89.04)
8 (10.96)

4.00 (.157) 60 (82.19)
13 (17.81)

14.72 (.006) 60 (82.19)
13 (17.81)

14.72 (.006)

Variables Range
1st 2nd

t (p)
3rd

t (p)
4rd

t (p)
n (%) n (%) n (%) n (%)

Kt/V Normal ( 1.2)≥
Abnormal ( 1.2)＜

59 (80.82)
14 (19.18)

64 (87.67)
9 (12.33)

5.56 (.095) 68 (93.15)
5 (6.85)

18.00 (.002) 67 (91.78)
6 (8.22)

10.67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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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필요하다 그러므로혈액투석환자의식사교육은중요[21].

한간호중재이고혈액투석환자의식사요법의이행을증진시

키기위한효과적인식사교육과중재전략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식사요법 약물요법등을정확히알고환자스스로[14]. ,

수행할수있어야합병증을예방하고사망률을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초기혈액투석환자들이가지고있는잘.

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투석치료와함께 식사요법 약물요법,

등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은환자들의남은

삶의질을향상시킬중요한관건이라하겠다 그러나식이자.

가간호의경우오랫동안의식습관을바꾸어야하는부분으로

대상자의강한의지가있어야가능하기때문에 쉽게바꾸[14]

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식사요법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돕기위해 등 등 과 에의해Kim [4], Suk [9], Kim Han [14]

다양한방법으로식사교육관련연구들이시도되었는데식사

교육의방법과교육횟수 교육기간들을다양하게 설정하여,

연구하였기에그결과또한다양할수밖에없었다 이에본연.

구는혈액투석환자들이혈액투석을시작하고장기적인적응

기에진입하기전인첫 년간의식사관련생리적지표의변화1

양상을분석해봄으로써혈액투석환자들의식사관련교육중

재의시점을찾고자시도되었다.

첫 년간 혈액투석 환자의식사관련생리적 지표는칼륨1 ,

인 알부민 투석간체중증가율에서 유의한변화가 있었으나, ,

혈액투석 적절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변화 양상을.

혈액투석시작후 개월을기준으로 개월마다시점별로비교1 3

한결과칼륨은투석시작후 개월 개월 개월시점별 연4 , 7 , 10

관성은보이지않았으나전 기간에 걸쳐 유의한변화를보였

다 인은투석시작후 개월에는변화가없었으나 개월시점. 4 7

부터유의하게증가하기시작하여 개월후에도증가한것으10

로조사되었다 알부민은투석시작후 개월보다 개월 개. 1 4 , 7

월 개월 시점에서 모두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 10

다 이는인의섭취량과단백질의섭취량이높은양의상관관.

계를가진다고보고한 등 의연구결과와같은결과를Noori [3]

보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 개월에서 개월을우울기로보. 7 12

았을때 개월 시점부터 인 알부민 체중증가율이 유의하게7 , ,

증가한것으로볼때 혈액투석환자의영양상태는우울과정,

적상관관계를가진다 고보고했던연구 우울증이식욕에[22] ,

영향을미쳐신부전환자에서식욕부족이잘발생하고이러한

식욕부족은영양관련지표에영향을미친다 고하였던연[23]

구와는다른결과를보였다 오히려투석간체중증가율은환.

자의식사량과 접한관계가있고 투석에서서히 적응하면,

서전반적으로식사량이증가하여인과알부민의혈중농도의

증가에도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겠다.

또한식사관련생리적 지표의 정상군과비정상군의 비율

에대해조사한결과 칼륨과인은투석기간에따른시점별변,

화에유의한차이가없었다 알부민은 개월과 개월시점의. 4 10

정상군과비정상군의 비율은변화가 없었으나 개월 시점에7

서정상군의비율은증가하였고비정상군의비율은감소하였

는데이는통계적으로도의미가있었다 혈액투석적절도는. 3

회차와 회차에서정상군의비율이유의하게증가하였고 비4 ,

정상군의비율도감소하였다 개월시점에서알부민의비정. 7

상군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단백질 섭취량의 증가를의미하

며 이로인해투석간체중증가율또한비정상군의비율이증,

가한것이라고유추해볼수있겠다 등 의 연구에서. Kim [24]

혈액투석적절도에영향을주는단백질섭취와투석간체중증

가량이증가함에따라혈액투석적절도또한증가하여정상군

의비율이증가한것을볼수있다.

시점에따른식사관련생리적 지표평균값과정상군과비

정상군비율의결과를종합해보면 혈액투석을시작하고 개, 1

월경과시점의알부민의평균값은 이고 혈중농도3.62 g/dl ,

가 미만인 비율은 로대부분의 대상자가 영양4 g/dl 71.23%

상태가불량했음을알수있다.

혈액투석환자에게식사요법자가관리는투석생활의질을

결정한다고해도지나치지않을만큼중요하기때문에환자들

의식사요법이행을돕고자다양한방법으로연구가수행되었

다 식사관련자기효능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여 주의프로. 8

그램을적용한연구 주간주기적영상교육을제공한연[13], 12

구 동영상식사교육프로그램을주 회씩 총 회적용한연[9], 1 , 8

구 주동안의능력증강교육프로그램을적용한연구[4], 4 [19]

등에서한결같이강조하고있는것은혈액투석환자들의자가

관리항목중가장실천이낮은식사요법의 이행을증진시키

기위해서는지속적이며반복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위와같은선행연구들을종합해봤을때 다. ,

양한연구방법만큼교육주기나횟수 그에따른효과도달라,

서 반복교육의 시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년 이상의. 1

장기혈액투석환자의교육은이미초기교육과경험을토대로

중상위정도의지식이있고환자역할행위이행은잘할것이

라는판단과반복교육의지루함을이유로잘시행되지 않고

있는것이혈액투석실의현실이다 그러나혈액투석을시[25].

작한지 년미만은신체적변화와이상증상발현에관심이집1

중되고타인의도움에전적으로의지하는시기이므로 혈[26]

액투석실간호사는환자교육에보다세심한관심을가져야한

다 또한혈액투석환자교육에있어중요한점은혈액투석환.

자의인지기능이정상인에비해많이저하되어있으므로환자

교육과효과적인정보제공을위해개별화되고체계적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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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교육효과를극대화시[25].

키기위해서는교육이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

이고반복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15].

결론적으로본연구결과와혈액투석환자의적응단계를살

펴볼때 혈액투석환자들이투석을시작한후습관의고착화,

가시작되어장기적응기로들어서는 년이전에인제한식사1

요법과체중조절 식사교육이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본연.

구는일개대학병원에서국한된환자만을대상으로조사하였

고 연구대상자들이 각기 혈액투석을처음시작한시기가다,

르며후향적조사로말기신부전의원인질환 식습관 약물복, ,

용이행도 식사요법이행도등에대한변수를통제하지못한,

제한점을가지고있다 혈액투석실마다방법과주기를달리하.

여시행되고있는식사교육의 효과와환자들의자가관리및

이행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식사교육시기에대한표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결론 및 제언.Ⅴ

본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의투석시작후첫 년간식사1

관련생리적 지표를분석한결과 혈중인 알부민 투석간체, , ,

중증가율이투석시작후 개월시점에서유의하게증가하였7

다 이를통해혈액투석환자가생리적지표를안정적으로유.

지하기 위한식사요법을실천할수있도록식사관련교육중

재가필요한시기는혈액투석시작후 개월시점이라는것을6

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같은제언을

하고자한다.

혈액투석 환자를위한식사교육은혈액투석 시작후경과

기간에 맞춰 시행되어야 효과를높일 수있으므로 투석치료

적응과정과식사관련생리적지표의변화를고려한식사교육

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이를혈액투석을시작한후 개월. 6

시점에실시하고그효과를검증하는반복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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