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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patients is increasing and their mean age is also increasing. Proper dietary adjustments are 
necessary to prevent protein-calorie malnutrition or complications but it is difficult for dialysis patients to 
adapt to diet therapy due to stress or anorexia. Education does not conside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knowledge, dietary inhabit education demands, and initi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ialysis patient’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practice and compare those with nutrition education or 
counseling demands for providing basic data of desirable nutrition management.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urvey consisting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characteristics,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diet therapy, an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from 
the 28th March to 22th July 2017.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33 patients among dialysis patients at 
two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and an artificial kidney room at a private hospital in IncheonㆍGyeonggi.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the SPSS program 23.0, followed by further analyses using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cross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dialysis pa-
tients showed that younger (P＜0.05), female (P＜0.05), abnormal high school diploma (P＜0.001) groups had 
high nutrition scores. In addition, dietary practice an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showed a pos-
itive correlation (P＜0.05, P＜0.01). In particular, females were higher than males in nutrition knowledge, di-
etary practice,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demand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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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신부전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 등

으로 인해 신장에 구조적ㆍ기능적 손상이 일어나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질환이다(Kim 등 

2001). 신장 기능이 5% 이하로 떨어지면 말기신부전

(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이라고 하며, 신대체

요법에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신대체

요법으로는 신장이식과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의 투

석요법이 있다(Shin 1996). 대한신장학회(ESRD Registry 
Committee 2017)의 ‘2016년 우리나라 신대체요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대체요법을 받은 환

자는 93,884명이며, 특히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의 수는 68,852명이다. 새로운 투석 환자는 2014년 

10,594명, 2015년 12,011명, 2016년 13,049명으로 계

속 증가하고 있다. 투석 환자의 평균 나이는 2014년 

60.3세, 2015년 60.8세, 2016년 61.2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혈액투석 환자의 평균 나이는 62.3세
이다. 65세 이상인 혈액투석 환자의 비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3.9%를 차지한다. 투석

치료 방법의 발달에 따라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들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있다. 혈액투석을 5년 이

상 시행한 환자는 45%를 차지한다. 투석치료를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투석 과정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 

손실이 일어나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가 많이 발생

하며, 이는 이환율 및 치사율을 결정하는 중요인자로 

알려져 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의 많은 부분을 수

행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신장만큼 노폐물, 수분, 전

해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줄 수 없기 때문에 투석 합

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사조절이 필요하다

(Blackburn 1977). 그러나 투석 환자들은 식사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나 식욕부진 등으로 식사요법 적응을 

힘들어하며, 영양실조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을 양껏 먹을 수도 없고, 식사 시 가족에

게 부담이 되며, 외식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

는 것에 제한을 받는 등 식사조절이 고통스러워 식사

요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Yang 

2015). 식사 관련 삶의 질과 식사요법 실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사 관련 삶의 질 영역 중 식사요법의 

부담감으로 인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고착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식

사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Park 등 

2006; Lee 등 2013).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식사요법 

등 영양교육은 많은 인공신장실에서 치료 중심의 간

호에 치우쳐 환자의 지적 수준, 교육요구도, 연령 등

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Hwang 
2007). 식사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에 관한 연구

(Kim 등 2017)에서는 식사자가간호 이행은 교육 12주 

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식사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혈액투석 환자의 식사요법은 개개

인의 임상적 증상, 영양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개개인의 이해도나 실천 정도, 교육요구도를 반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기 혈

액투석 환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혈액투

석 환자의 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투석기간에 

따라 지식 정도, 식사요법 실천 정도, 교육요구도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투석 환자

의 식사나 영양에 관한 Seo 등(2012), Yun & Lee 
(2012), Lee 등(2013), Yang(2015)의 연구가 있으나 

투석기간에 따른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연구는 적

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석기간에 따른 만

성신부전 환자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식사요법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영양교육이나 상담 요구도를 

비교ㆍ조사하여 향후 투석기간에 따른 만성신부전 

환자의 바람직한 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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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7A)를 통과한 후 2017년 3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ㆍ경기 소재 I 종합병원 등 3차 의료

기관 2곳과 개인병원 1곳의 인공신장실에 입원하고 

있거나 통원하여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 중 본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33명을 표집하였다. 대상 병

원의 간호부 및 인공신장센터에 연구 진행을 설명

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임을 

동의서에 서명받아 진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일반 특성, 질병 특성,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은 총 5문항으로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람, 교육 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질병 특성과 영양교육 및 상담 특

성은 Lim(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병 관련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을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ㆍ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질병 특성은 총 5문항으로 만성신부전 

원인, 투석방법 및 투석기간, 합병증, 가족력, 증상 등

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영양교육 및 상담 관련 특성

은 총 6문항으로 교육이나 상담 여부, 식사요법 실시 

여부, 실시하지 않는 이유,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 식
사요법 정보 수집, 식사 준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2) 만성신부전 관련 영양지식

만성신부전 관련 영양지식은 Lim(2004)의 연구에

서 사용한 ‘질병 관련 지식 정도’와 Na(2013)의 연구

에서 사용한 ‘영양지식 수준 조사’, ‘인 관련 지식조

사’의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에너지 보충에 관한 1문
항, 질병과 단백질 섭취에 관한 1문항, 질병과 수분 

섭취에 관한 1문항, 나트륨에 관한 2문항, 칼슘에 

관한 1문항, 칼륨에 관한 2문항, 인에 관한 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답은 ‘정답’, ‘오답’, 
‘모름’으로 구분하였다. 문항에 대한 답이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름을 선택하였을 경우 0점으로 하여 각 

문항 당 1점씩 총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식사요법 실천 정도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Lee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식습관 및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Na(2013)
의 연구에서 사용한 ‘식습관 조사’의 항목을 본 연구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에너지 보충 관련 2문항, 저염식 관련 2문항, 칼륨제

한식 관련 3문항, 균형식 관련 1문항, 수분 섭취 제

한 관련 1문항, 양질의 단백질 식사 관련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
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Lim(2004), Lee(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병 관련 요구도’의 항목과 Yang 
(2015) 연구의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ㆍ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식사조절이 필요

한 이유, 제한하는 식품과 이유, 적절한 조리법, 합

병증을 예방하는 식사요법, 적절한 1끼 식사 구성의 

예 등으로 구성하였다. 10점 척도로 ‘전혀 알고 싶지 

않다’ 0점부터 ‘매우 알고 싶다’ 10점까지 대상자가 

해당하는 점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투석기간에 따른 영양지식, 식사요법 실천 정도, 
교육요구도 등을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설문지

와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특성, 질병 특성, 영양교육 및 상

담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한 인원수와 백분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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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and duration of dialysis. N (%)

Variables
Gender

P (t /χ2)
Duration of dialysis

P (t /χ2)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Age (year) 61.72±10.361) 63.07±14.33 0.757 (–0.312)2) 64.87±13.84 60.22±10.46 0.281 (1.098)2) 62.33±12.14

   40∼49  2 (11.1) 4 (26.7) 0.195 ( 4.775)3) 2 (13.3)  4 (22.2) 0.150 (5.448)3)  6 (18.2)

   50∼59  5 (27.8) 2 (13.3) 3 (20.0)  4 (22.2)  7 (21.2)

   60∼69  8 (44.4) 3 (20.0) 3 (20.0)  8 (44.4) 11 (33.3)

   ≥70  3 (16.7) 6 (40.0) 7 (46.7)  2 (11.1)  9 (27.3)

Gender

   Male 9 (60.0)  9 (50.0) 0.566 (0.330)4) 18 (54.5)

   Female 6 (40.0)  9 (50.0) 15 (45.5)

BMI5) (kg/m2) 23.36±2.66 21.22±3.43 0.052 ( 2.021)2) 22.55±3.51 22.26±2.97 0.801 (0.254)2) 22.29±3.18

   Under weight  0 ( 0.0) 2 (13.3) 0.263 ( 3.893)3) 1 ( 6.7)  1 ( 5.6) 0.713 (1.813)3)  2 ( 6.1)

   Normal weight  8 (44.4) 9 (60.0) 6 (40.0) 11 (61.1) 17 (51.5)

   Overweight  5 (27.8) 2 (13.3) 4 (26.7)  3 (16.7)  7 (21.2)

   Obesity  5 (27.8) 2 (13.3) 4 (26.7)  3 (16.7)  7 (21.2)

Supporter6)

   Spouse 12 (85.7) 7 (58.3) 9 (75.0) 10 (71.4) 19 (73.1)

   Parent  1 ( 7.1) 1 ( 8.3) 2 (16.7)  0 ( 0.0)  2 ( 7.7)

   Children  1 ( 7.1) 1 ( 8.3) 0 ( 0.0)  2 (14.3)  2 ( 7.7)

   Friends or neighbor  0 ( 0.0) 2 (16.7) 0 ( 0.0)  2 (14.3)  2 ( 7.7)

   Caregiver  0 ( 0.0) 1 ( 8.3) 1 ( 8.3)  0 ( 0.0)  1 ( 3.8)

Education7)

   ≤Middle school  9 (50.0) 3 (21.4) 0.306 ( 2.803)4) 6 (42.9)  6 (33.3) 0.575 (1.319)4) 12 (37.5)

   High school  7 (38.9) 8 (57.1) 7 (50.0)  8 (44.4) 15 (46.9)

   ≥College  2 (11.1) 3 (21.4) 1 ( 7.1)  4 (22.2)  5 (15.6)
1) Mean±SD 
2) P-value by Independent t-test 
3)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Fisher-Freedman-Halton)
4) P-value by Pearson Chi-square 
5) BMI: Body mass index
6) Duplication 
7) No-response

리고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다. 투석기간은 대한신

장학회, Yun & Lee(2012)의 연구에서 장기 혈액투석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조사한 것을 기준하여 본 연

구 데이터에 맞게 설정하였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

과 6년 이상인 두 집단과 남녀 성별의 평균 차이는 

t-test 혹은 ANOVA를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였고 사

후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범주형 자료의 경우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양지식, 식사요법 실천 정도, 교육요구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일반 특성, 질병 특성과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 

1) 대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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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2
세였으며, 60대가 11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 9명(27.3%), 50대 7명(21.2%), 40대 6명(18.2%)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18명(54.5%), 여성 15명(45.5%)
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2.29 kg/m2이었으며, 정상체중(Normal Weight)이 17명
(51.5%)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19명(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
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5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 12명(37.5%), 대학교 졸업

이상 5명(15.6%) 순이었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61세였으며, 여성의 평균 연

령은 63세였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60대가 8명
(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6명
(40.0%)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BMI는 남성 23.36 
kg/m2, 여성 21.22 kg/m2였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

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각각 12명
(85.7%), 7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4세
였으며, 6년 이상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세였다. 
연령대별로는 6년 미만의 경우 70대가 7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의 경우 60대가 8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투석기

간이 6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9명(75.0%), 부모 2명
(16.7%), 간병인 1명(8.3%) 순으로 많았다.

2) 대상자의 질병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만성신부전 원인 질환은 당뇨병 16명
(40%)과 고혈압 16명(40%)이 가장 많았다. 평균 투

석기간은 90.97개월이었으며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는 15명, 6년 이상인 대상자는 18명이었다. 합
병증이 있는 대상자는 16명(48.5%)이었으며, 합병증

의 예로는 고혈압이 8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대
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은 가려움증 15명(21.7%), 
손발 저림 14명(20.3%), 불면증 11명(15.9%), 변비 8명
(11.6%) 순으로 많았다. 

성별에 따른 만성신부전 원인 질환은 남성과 여

성 모두 당뇨병, 고혈압이 각각 9명(50.0%) 7명(46.7%)
으로 가장 많았다. 합병증의 예로는 남성인 경우 고혈

압이 3명(33.3%), 고지혈증 2명(22.2%), 심장질환 2명
(22.2%) 순이었다. 기타는 시력저하가 가장 많았으

며, 갑상선질환 등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고혈압이 

5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1명(14.3%), 
빈혈 1명(14.3%), 심장질환 1명(14.3%)이었다. 경험하

고 있는 증상은 남성인 경우 가려움증 8명(50.0%)과 

불면증 7명(43.8%)이 많이 나타났고, 여성인 경우 손

발 저림 9명(64.3%)과 가려움증 7명(50.0%)이 많았다.
투석기간에 따른 만성신부전 원인 질환은 투석기

간이 6년 미만인 경우 당뇨병 6명(40.0%)과 고혈압 

5명(33.3%)이 많았으며,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고혈압 11명(61.1%), 당뇨병 10명(55.6%) 순이었다. 
평균 투석기간은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는 

31.87개월이었으며, 6년 이상인 대상자는 140.22개월

로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는 혈액투석 외의 합

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명(53.3%)으로 더 많았

고, 6년 이상인 대상자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

은 사람이 10명(55.6%)으로 더 많았다. 합병증의 예

로는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고혈압이 5명
(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장질환 3명(37.5%), 당
뇨병 1명(12.5%), 고지혈증 1명(12.5%), 빈혈 1명(12.5%) 
순이었다. 기타는 시력저하가 가장 많았으며, 갑상

선질환 등이 있었다. 6년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 3명
(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지혈증 1명(12.5%), 빈
혈 1명(12.5%), 근골격계질환 1명(12.5%), 위장관질환 

1명(12.5%)이었다. 기타는 시력저하가 가장 많았으며, 
치아질환 등이 있었다. 

3)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은 Table 3
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은 

“있다”가 26명(78.8%)이었고, “없다”가 7명(21.2%)이
었다. 교육받은 대로 식사를 안 하거나 할 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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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and duration of dialysis. N (%)

Variables
Gender

P (t /χ2)
Duration of dialysis

P (t /χ2)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Underlying disease1)

   Diabetes  9 (50.0)  7 (46.7)  6 (40.0) 10 (55.6) 16 (40.0)

   Hypertension  9 (50.0)  7 (46.7)  5 (33.3) 11 (61.1) 16 (40.0)

   Glomerulonephritis  1 ( 5.6)  0 ( 0.0)  1 ( 6.7)  0 ( 0.0)  1 ( 2.5)

   Polycystic renal disease  0 ( 0.0)  1 ( 6.7)  1 ( 6.7)  0 ( 0.0)  1 ( 2.5)

   Others  3 (16.7)  3 (20.0)  6 (40.0)  0 ( 0.0)  6 (15.0)

Duration of dialysis (month) 75.67±62.022) 109.33±80.26 0.184 (–1.359)3) 31.87±21.77 140.22±60.46 0.000 (–7.073)3)*** 90.97±71.77

   6＜years  9 (50.0)  6 (40.0) 0.566 ( 0.330)4) 15 (45.5)

   6≥years  9 (50.0)  9 (60.0) 18 (54.5)

Complication

   Presence  9 (50.0)  7 (46.7) 0.849 ( 0.036)4)  8 (53.3)  8 (44.4) 0.611 (0.259)4) 16 (48.5)

   Absence  9 (50.0)  8 (53.3)  7 (46.7) 10 (55.6) 17 (51.5)

Examples of complication1)

   Diabetes  0 ( 0.0)  1 (14.3)  1 (12.5)  0 ( 0.0)  1 ( 3.8)

   Hypertension  3 (33.3)  5 (71.4)  5 (62.5)  3 (37.5)  8 (30.8)

   Hyperlipidemia  2 (22.2)  0 ( 0.0)  1 (12.5)  1 (12.5)  2 ( 7.7)

   Anemia  1 (11.1)  1 (14.3)  1 (12.5)  1 (12.5)  2 ( 7.7)

   Cardiac disorder  2 (22.2)  1 (14.3)  3 (37.5)  0 ( 0.0)  3 (11.5)

   Bone disease  1 (11.1)  0 ( 0.0)  0 ( 0.0)  1 (12.5)  1 ( 3.8)

   Gastrointestinal disorder  1 (11.1)  0 ( 0.0)  0 ( 0.0)  1 (12.5)  1 ( 3.8)

   Others  6 (66.7)  2 (28.6)  3 (37.5)  5 (62.5)  8 (30.8)

Heredity

   Presence  3 (16.7)  3 (20.0) 1.0005)  3 (20.2)  3 (16.7) 1.0005)  6 (18.2)

   Absence 15 (83.3) 12 (80.0) 12 (80.0) 15 (83.3) 27 (81.8)

Symptoms1)

   Urtication  8 (50.0)  7 (50.0)  6 (40.0)  9 (60.0) 15 (21.7)

   Xerostama  2 (12.5)  2 (14.3)  3 (20.0)  1 ( 6.7)  4 ( 5.8)

   Headache  2 (12.5)  2 (14.3)  3 (20.0)  1 ( 6.7)  4 ( 5.8)

   Constipation  4 (25.0)  4 (28.6)  3 (20.0)  5 (33.3)  8 (11.6)

   Nausea  4 (13.3)  1 ( 7.1)  4 (26.7)  1 ( 6.7)  5 ( 7.2)

   Numbness  5 (31.3)  9 (64.3)  6 (40.0)  8 (53.3) 14 (20.3)

   Insomnia  7 (43.8)  4 (28.6)  5 (33.3)  6 (40.0) 11 (15.9)

   Nervousness  2 ( 2.5)  3 (21.4)  4 (26.7)  1 ( 6.7)  5 ( 7.2)

   Shortness of breath  1 ( 6.3)  2 (14.3)  3 (20.0)  0 ( 0.0)  3 ( 4.3)
1) Duplication  
2) Mean±SD 
3) P-value by Independent t-test 
4) P-value by Pearson Chi-square 
5)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Fisher-Freedman-Halton)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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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and duration of dialysis.                    N (%)

Variables

Gender

P (χ2)1)

Duration of dialysis

P (χ2)1)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Diet education (counsel)

   Yes 14 (77.8) 12 (80.0) 1.000 10 (66.7) 16 (88.9) 0.203 26 (78.8)

   No  4 (22.2)  3 (20.0)  5 (33.3)  2 (11.1)  7 (21.2)

Whether eat or not following diet education

   No  0 ( 0.0)  2 (16.7) 0.320 (3.554)  2 (20.0)  0 ( 0.0) 0.207 (3.891)  2 ( 7.7)

   Sometimes 11 (78.6)  7 (58.3)  7 (70.0) 11 (68.8) 18 (69.2)

   Mostly  2 (14.3)  3 (25.0)  1 (10.0)  4 (25.0)  5 (19.2)

   Absolutely  1 ( 7.1)  0 ( 0.0)  0 ( 0.0)  1 ( 6.3)  1 ( 3.8)

Reason for not following diet education

   Lack of will  2 (18.2)  1 (11.1) 0.149 (4.966)  2 (22.2)  1 ( 9.1) 0.912 (1.172)  3 (15.0)

   Not necessary  2 (18.2)  0 ( 0.0)  1 (11.1)  1 ( 9.1)  2 (10.0)

   Tasteless  2 (18.2)  6 (66.7)  3 (33.3)  5 (45.5)  8 (40.0)

   Others  5 (45.5)  2 (22.2)  3 (33.3)  4 (36.4)  7 (35.0)

Difficultness of diet2)

   Low salt diet  6 (40.0)  2 (16.7) 0.190 (6.071)  3 (25.0)  5 (33.3) 0.926 (1.466)  8 (29.6)

   Restrict protein food  2 (13.3)  0 ( 0.0)  1 ( 8.3)  1 ( 6.7)  2 ( 7.4)

   Reduce fruit intake  3 (20.0)  3 (25.0)  3 (25.0)  3 (20.0)  6 (22.2)

   Consider potassium in vegetables  1 ( 6.7)  5 (41.7)  2 (16.7)  4 (26.7)  6 (22.2)

   Restrict water  3 (20.0)  2 (16.7)  3 (25.0)  2 (13.3)  5 (18.5)

Resource of diet information3)

   Doctor  8 (34.8)  6 (27.3)  4 (22.2) 10 (37.0) 14 (31.1)

   Nurse  7 (30.4) 11 (50.0)  9 (50.0)  9 (33.3) 18 (40.0)

   Dietitian  1 ( 4.3)  0 ( 0.0)  0 ( 0.0)  1 ( 3.7)  1 ( 2.2)

   Brochure (newspaper)  0 ( 0.0)  1 ( 4.5)  0 ( 0.0)  1 ( 3.7)  1 ( 2.2)

   Internet (cafe)  4 (17.4)  2 ( 9.1)  4 (22.2)  2 ( 7.4)  6 (13.3)

   Patient group  1 ( 4.3)  1 ( 4.5)  0 ( 0.0)  2 ( 7.4)  2 ( 4.4)

   TV  2 ( 8.7)  1 ( 4.5)  1 ( 5.6)  2 ( 7.4)  3 ( 6.7)

Meal preparer

   Oneself  6 (33.3)  9 (60.0) 0.059 (6.863)  7 (46.7)  8 (44.4) 0.537 (2.468) 15 (45.5)

   Spouse 10 (55.6)  2 (13.3)  6 (40.0)  6 (33.3) 12 (36.4)

   Parent  0 ( 0.0)  1 ( 6.7)  1 ( 6.7)  0 ( 0.0)  1 ( 3.0)

   Others  2 (11.1)  3 (20.0)  1 ( 6.7)  4 (22.2)  5 (15.2)
1) P-value by Fisher’s exact test (Fisher-Freedman-Halton)
2) No-response 
3) Duplication 

고 안 할 때도 있는 대상자 중 그 이유에 대해 “맛
이 없어서”가 8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의지가 

없어서” 3명(15.0%), “필요가 없어서” 2명(10.0%) 순
이었다. 식사요법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저염식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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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tion knowledge scores of the subjects by gender and duration of dialysis. Mean±SD

Variables
Gender

P (t)1)

Duration of dialysis
P (t)1)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Using Candy or oil for Calorie 
  supplement

0.50±0.512) 0.47±0.52 0.854 ( 0.185) 0.33±0.49 0.61±0.50 0.119 (–1.604) 0.48±0.51

Protein restriction Diet in Uremia 0.11±0.32 0.47±0.52 0.030 (–2.315)* 0.20±0.41 0.33±0.49 0.408 (–0.839) 0.27±0.45

Water restriction Diet in Edema 0.56±0.51 1.00±0.00 0.002 (–3.688)** 0.80±0.41 0.72±0.46 0.617 ( 0.505) 0.76±0.44

Awareness of hyperpotassemia 
  symptom

0.44±0.51 0.53±0.52 0.624 (–0.495) 0.40±0.51 0.56±0.51 0.389 (–0.873) 0.48±0.51

Using alternative salt (KCl) 0.39±0.50 0.60±0.51 0.240 (–1.198) 0.40±0.51 0.56±0.51 0.389 (–0.873) 0.48±0.51

Enough intake of Calcium as 
  renal function decreases 

0.11±0.32 0.40±0.51 0.069 (–1.907) 0.20±0.41 0.28±0.46 0.617 (–0.505) 0.24±0.44

Awareness of salt-rich food 0.61±0.50 0.87±0.35 0.097 (–1.714) 0.60±0.51 0.83±0.38 0.155 (–1.467) 0.73±0.45

Awareness of hyperphosphatemia 
  symptom

0.28±0.46 0.40±0.51 0.474 (–0.725) 0.27±0.46 0.39±0.50 0.474 (–0.725) 0.33±0.48

Awareness of potassium-rich food 0.56±0.51 0.60±0.51 0.805 (–0.250) 0.73±0.46 0.44±0.51 0.100 ( 1.694) 0.58±0.50

Awareness of phosphate-rich food 0.22±0.43 0.40±0.51 0.291 (–1.076) 0.20±0.41 0.39±0.50 0.245 (–1.185) 0.30±0.47

Total scores 3.78±2.13 5.73±2.55 0.022 (–2.403)* 4.13±2.62 5.11±2.37 0.269 (–1.125) 4.67±2.50
1) P-value by Independent t-test 
2) Score (correct answer: 1, wrong or don’t know: 0)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Table 3

취”이 8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 섭취 제

한” 6명(22.2%),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 6명(22.2%), 
“수분 섭취 제한” 5명(18.5%), “단백질 식품 섭취 제

한” 2명(7.4%) 순이었다. 식사요법 정보 수집은 “간
호사” 18명(40.0%), “의사” 14명(31.1%) 순으로 많았

고, 식사 준비자는 “본인”이 15명(45.5%) 가장 많았으

며, “배우자” 12명(36.4%), “부모” 1명(3.0%) 순이었다.
교육받은 대로 식사를 안 하거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대상자 중 그 이유에 대해 남성인 

경우 “의지가 없어서” 2명(18.2%), “필요가 없어서” 
2명(18.2%), “맛이 없어서”가 2명(18.2%)이었다. 기타 

의견은 “가리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그냥 먹고 약을 먹는다”, “배우자가 아파서 혼자 대강 

먹는다”, “비위가 안 좋아서”, “제한하면 먹을 것이 없

다” 등이었다. 여성인 경우 “맛이 없어서”가 6명(66.7%)
으로 가장 많았고, “의지가 없어서” 1명(11.1%)이었

다. 기타 의견은 “밥을 싫어한다”, “살이 너무 빠져

서” 등이었다. 식사요법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남성인 

경우 “저염식 섭취”가 6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인 경우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 5명(41.7%)
으로 가장 많았다. 식사요법 정보 수집은 남성인 경

우 “의사” 8명(34.8%)과 “간호사” 7명(30.4%)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인 경우 “간호사”가 1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6명(27.3%), “인터넷(카페)” 2
명(9.1%) 순이었다. 식사 준비자는 남성인 경우 “배
우자” 10명(55.6%), “본인” 6명(33.3%) 순이었고 여성

인 경우 “본인” 9명(60.0%), “배우자” 2명(13.3%) 순
이었다.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은 “있다”가 투

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10명(66.7%)이었고, 6년 

이상인 경우 16명(88.9%)이었다. 식사요법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저염식 

섭취” 3명(25.0%), “과일 섭취 제한” 3명(25.0%), “수
분 섭취 제한” 3명(25.0%)이 가장 많았으며,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 2명(16.7%),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 1명(8.3%) 순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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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scores of nutrition knowledge by gener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 Mean±SD

Variables 
Gender Duration of dialysis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Age (year)
   40∼49 5.50±0.71 8.00±1.41 7.50±2.12 7.00±1.83a 7.17±1.72a

   50∼59 5.00±2.35 6.00±0.00 4.00±2.65 6.25±0.50ab 5.29±1.98ab

   60∼69 3.13±1.96 6.00±2.65 5.00±2.65 3.50±2.40b 3.91±2.43b

   ≥70 2.33±1.53 4.00±2.53 2.86±2.12 5.50±2.12ab 3.44±2.30b

   F (P)1)  1.992 (0.162)  2.745 (0.094)  2.247 (0.140)  3.424 (0.047)*  4.157 (0.014)*
Gender
   Male 3.56±1.94 4.00±2.40 3.78±2.13
   Female 5.00±3.41 6.22±1.86 5.73±2.55
   t (P)2) –0.942 (0.377) –2.199 (0.043)* –2.403 (0.022)*
Education
   ≤Middle school 2.33±1.23a 2.67±1.53a 2.33±1.21 2.50±1.38a 2.42±1.24a

   High school 5.43±1.90ab 7.13±1.96b 6.14±2.41 6.50±1.85b 6.33±2.06b

   ≥College 4.50±2.12b 6.33±0.58b 3.00±0.00 6.25±0.50b 5.60±1.51b

   F (P)2)  7.634 (0.005)**  7.478 (0.009)**  6.344 (0.015)* 13.473 (0.000)*** 18.080 (0.000)***
Duration of dialysis
   ＜6 years 3.56±1.94 5.00±3.41 4.13±2.62
   ≥6 years 4.00±2.40 6.22±1.86 5.11±2.37
   t (P)1) –0.432 (0.672) –0.803 (0.448) –1.125 (0.269)
Complication
   Presence 4.56±2.24 5.71±3.09 3.63±2.62 6.50±1.77 5.06±2.62
   Absence 3.00±1.80 5.75±2.19 4.71±2.70 4.00±2.26 4.29±2.39
   t (P)1) –1.622 (0.124)  0.026 (0.980)  0.794 (0.441) –2.557 (0.021)* –0.881 (0.385)
Heredity
   Presence 4.33±2.52 5.67±2.52 4.67±3.06 5.33±2.08 5.00±2.37
   Absence 3.67±2.13 5.75±2.67 4.00±2.63 5.07±2.49 4.59±2.56
   t (P)1) –0.484 (0.635)  0.049 (0.962) –0.383 (0.708) –0.172 (0.865) –0.357 (0.724)

1) P-value b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a tab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tiple range test)

2) P-value by Independent t-tes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or ANOVA,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 b, ab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tab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tiple range test

경우 “저염식 섭취” 5명(33.3%)이 가장 많았으며,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 4명(26.7%), “과일 섭취 

제한” 3명(20.0%), “수분 섭취 제한” 2명(13.3%), “단
백질 식품 섭취 제한” 1명(6.7%) 순이었다. 식사요법 

정보 수집은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간호사”
가 9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4명(22.2%), 
“인터넷(카페)” 4명(22.2%) 순이었다. 투석기간이 6

년 이상인 경우 “의사” 10명(37.0%), “간호사” 9명
(33.3%) 순이었다.

2. 만성신부전 관련 영양지식 수준

1) 성별과 투석기간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만성신부전 관련 영양지식 수



126 | 만성신부전 환자의 영양지식과 식사요법 실천 및 교육요구도

준은 Table 4와 같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0점 만점

에 4.67점이었다. 문항별 평균점수는 정답을 1점, 모
름이나 오답을 0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부종이 있을 때 수분 섭취 제한(0.76점)”, “염분이 

많은 식품(0.73점)” 항목에서 높았으며, “신기능 상

실로 인한 충분한 칼슘 섭취(0.24점)”, “요독증이 있

을 때 단백질 섭취 제한(0.27점)” 등은 낮았다.
남성인 경우 전체 평균점수는 3.78점이며 여성인 

경우 5.73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영양지식을 비교했을 때 “요
독증이 있을 때 단백질 섭취 제한(P＜0.05)”, “부종이 

있을 때 수분 섭취 제한(P＜0.01)” 등의 항목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남성인 경우 

“에너지 보충을 위한 사탕 혹은 기름 사용” 항목에

서 0.50점으로 여성인 대상자의 0.47점보다 높은 편

이었고, 나머지 항목은 여성인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남성인 대상자보다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의 전체 평균점수

는 4.13점, 6년 이상인 대상자는 5.11점으로 유의적

이지는 않았지만,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의 

영양지식 전체 평균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투석

기간에 따른 두 집단의 영양지식을 비교했을 때, 유
의적이지는 않았지만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

자가 “에너지 보충을 위한 사탕 혹은 기름 사용” 항
목에서 0.61점으로 6년 미만인 대상자의 0.33점보다 

높았고, “염분이 많은 식품” 항목에서 0.83점으로 6
년 미만인 대상자의 0.60점보다 높았다. 또한 투석기

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가 “부종이 있을 때 수분 섭

취 제한” 항목에서 0.80점으로 6년 이상인 대상자의 

0.72점보다 높았고, “칼륨이 많은 식품” 항목에서 

0.73점으로 6년 이상인 대상자의 0.44점보다 높았다. 

2) 일반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대상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영양지

식 수준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 특성과 질

병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 전체 평균점수는 연령(P

＜0.05), 성별(P＜0.05), 교육 수준(P＜0.001)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에 따라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70대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성
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

났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합병증이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영양지식 점

수가 높은 편이었다. 
남성과 여성인 대상자 모두 교육 수준(P＜0.01)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 중학

교 졸업 이하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

학교 졸업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인 경

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영양지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에서는 교육 수준

(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6년 이

상인 대상자에서는 연령(P＜0.05), 성별(P＜0.05), 교육

수준(P＜0.001), 합병증 유무(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고등

학교 졸업(6.1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석기

간이 6년 이상인 경우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여성의 영양지식 점수

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서는 중학

교 졸업 이하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영양지식 점수가 합병

증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다. 

3)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관련 특성에 따른 영

양지식 수준은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은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영양교육 및 상담을 경험한 대상자의 영

양지식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은 “수분 섭취 제한”이 10점 만점에서 6.2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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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scores of nutrition knowledge by education characteristics. Mean±SD

Variables 
Gender Duration of dialysis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Diet education (counsel)

   Yes 3.86±2.14 6.33±2.10 4.40±2.68 5.38±2.28 5.00±2.43

   No 3.50±2.38 3.33±3.22 3.60±2.70 3.00±2.83 3.43±2.51

   t (P)1) 0.288 (0.777) 2.012 (0.065) 0.544 (0.595) 1.368 (0.190) 1.508 (0.142)

Whether eat or not following diet education

   No - 6.00±4.24 6.00±4.24 - 6.00±4.24

   Sometimes 3.45±2.07 5.71±1.70 3.43±1.90 4.91±2.26 4.33±2.20

   Mostly 5.00±2.83 8.00±1.00 8.00 6.50±2.52 6.80±2.28

   Absolutely 6.00±0.00 - - 6.00±0.00 6.00±0.00

   F (P)2) 0.974 (0.408) 1.351 (0.307) 2.176 (0.184) 0.729 (0.501) 1.651 (0.207)

Difficultness of diet

   Low salt diet 4.33±2.50 6.50±0.71 3.33±3.22 5.80±1.30 4.88±2.36

   Restrict protein food 3.50±0.71 - 4.00±0.00 3.00±0.00 3.50±0.71

   Reduce fruit intake 3.00±1.00 6.00±2.00 3.00±1.00 6.00±2.00 4.50±2.17

   Consider potassium in vegetables 2.00 4.60±2.88 2.50±0.707 5.00±3.16 4.17±2.79

   Restrict water 5.00±1.73 8.00±1.41 6.00±3.00 6.50±0.71 6.20±2.17

   F (P)2) 0.697 (0.611) 1.096 (0.405) 0.871 (0.526) 0.567 (0.687) 0.737 (0.576)

Meal preparer

   Oneself 4.00±2.53 6.00±2.74 3.57±2.878 6.63±1.77a 5.20±2.76

   Spouse 3.80±1.99 6.50±0.71 4.17±1.94 4.33±2.42ab 4.25±2.10

   Parent - 9.00±0.00 9.00±0.00 - 9.00±0.00

   Others 3.00±2.82 3.33±0.58 3.00 3.25±1.71b 3.20±1.48

   F (P)2) 0.150 (0.862) 1.784 (0.208) 1.454 (0.280) 4.481 (0.030)* 2.122 (0.119)
1) P-value by Independent t-test
2) P-value by ANOVA followed by Duncan post-hoc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or ANOVA
a, b, ab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tab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tiple range test

높은 편이었고, 식사 준비자는 “본인”이 준비하는 경

우가 5.2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남성과 여성인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

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3.86점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3.50점보다 높

은 편이었다. 교육받은 대로 식사요법을 실시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시한다(5.00점)”, “철저하게 

실시한다(6.00점)” 등의 항목이 높은 편이었다. 식사

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수분 섭취 제한”이 

5.00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식사 준비자는 

“본인(4.00점)”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33점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3.33점보다 높은 편이었다. 교
육받은 대로 식사요법을 실시하는 지에 대해서 “대
체로 실시한다(8.00점)” 항목이 “안 한다(6.00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5.71점)” 등의 항목보다 

높은 편이었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수분 섭취 제한(8.00점)”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가 4.60점으로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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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et practice of the subjects by gender and duration of dialysis. Mean±SD

Variables
Gender

P (t)1) 

Duration of dialysis
P (t)1)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Using enough oil 3.39±0.782) 3.13±0.83 0.370 ( 0.910) 3.27±0.80 3.28±0.83 0.969 (–0.039) 3.27±0.80

Using low seasoning 3.44±1.04 3.73±1.03 0.432 (–0.796) 3.53±0.92 3.61±1.15 0.833 (–0.212) 3.58±1.03

Eating plain white rice rather than multi-grain rice 3.72±0.83 4.40±0.83 0.026 (–2.344)* 4.20±0.56 3.89±1.08 0.297 ( 1.063) 4.03±0.88

Parboil or soak vegetable in water 3.56±1.04 3.87±1.13 0.416 (–0.824) 3.73±0.96 3.67±1.19 0.862 ( 0.175) 3.70±1.08

Intake of balanced diet 3.83±0.86 3.33±0.90 0.113 ( 1.631) 3.53±0.83 3.67±0.97 0.678 (–0.419) 3.61±0.90

Consider water per day 3.83±0.71 3.93±0.70 0.688 (–0.405) 3.93±0.59 3.83±0.79 0.688 ( 0.405) 3.88±0.70

Intake candy for calorie supplement 3.39±0.92 2.93±1.10 0.204 ( 1.299) 2.87±1.13 3.44±0.86 0.104 (–1.675) 3.18±1.01

Intake high quality of protein 3.50±0.79 3.60±0.83 0.725 (–0.355) 3.53±0.83 3.56±0.78 0.938 (–0.079) 3.55±0.79

Low salt diet 3.33±0.97 3.93±0.88 0.075 (–1.841) 3.67±1.05 3.56±0.92 0.748 ( 0.324) 3.61±0.97

Restrict high potassium fruit 3.67±1.24 4.07±0.46 0.217 (–1.272) 3.80±0.94 3.89±1.02 0.798 (–0.258) 3.85±0.97

Total mean scores 3.57±0.46 3.69±0.31 0.368 (–0.914) 3.61±0.46 3.63±0.34 0.820 (–0.230) 3.62±0.40
1) P-value by Independent t-test
2) 5-likert scale (strong negative: 1, negative: 2, neutral: 3, positive: 4, strong positive: 5)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

담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영양교육 및 상담을 경험한 대상자의 영

양지식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수분 섭취 제한(6.00점)” 항목이 가장 높

은 편이었으며,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2.50점)” 
항목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는 식사 준비자(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본인(6.6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
타(3.2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의적이지 않았

지만 영양교육 및 상담을 경험한 대상자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교육받은 대로 식사요법을 실시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시한다(6.50점)”, “철저하게 

실시한다(6.00점)” 등의 항목이 높은 편이었다. 

3. 식사요법 실천 정도

1) 성별과 투석기간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 

대상자의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Table 7과 같다. 

식사요법 실천 정도의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3.62점이었다. “잡곡밥이나 견과류의 섭취보다 쌀밥 

먹는 것을 실천(4.03점)” 항목이 가장 높았고, “에너

지 보충을 위한 사탕 등 섭취(3.18점)” 항목이 가장 

낮았다.
남성 대상자의 식사요법 실천 정도 전체 평균점

수는 3.57점이었으며, 여성 대상자의 전체 평균점수

는 3.69점이었다. 항목별로 남성인 경우 “균형식 섭

취(3.83점)”, “하루 섭취할 수분을 고려(3.83점)” 등의 

항목은 높은 편이었고, “저염식 섭취(3.33점)”, “충분

한 기름을 사용(3.39점)”, “에너지 보충을 위한 사탕 

섭취(3.39점)”, “양념을 적게 사용(3.44점)” 등의 항목

은 낮은 편이었다. 여성인 경우 “잡곡밥이나 견과류

의 섭취보다 쌀밥 먹는 것을 실천(4.40점)”, “고칼륨 

과일 섭취 제한(4.07점)”, “하루 섭취할 수분을 고려

(3.93점)”, “저염식 섭취(3.93점)”, “채소를 물에 데치

거나 담궈 사용(3.87점)” 순으로 높은 편이었다. “에
너지 보충을 위한 사탕 섭취(2.93점)”, “충분한 기름

을 사용(3.13점)”, “균형식 섭취(3.33점)” 순으로 낮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 “잡곡밥이나 견과류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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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n scores of diet practice by gener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 Mean±SD

Variables 
Gender Duration of dialysis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Age (year)
   40∼49 3.55±0.64 3.63±0.15 3.75±0.35 3.53±0.31 3.60±0.31
   50∼59 3.44±0.67 3.55±0.35 3.13±0.23 3.73±0.64 3.47±0.57
   60∼69 3.73±0.19 3.73±0.42 3.97±0.25 3.64±0.18 3.73±0.25
   ≥70 3.37±0.59 3.77±0.37 3.61±0.46 3.70±0.42 3.63±0.46
   F (P)1)  0.597 (0.638)  0.288 (0.833)  2.165 (0.150)  0.215 (0.884)  0.583 (0.631)
Gender
   Male 3.47±0.47 3.67±0.44 3.57±0.46
   Female 3.82±0.39 3.61±0.23 3.57±3.09
   t (P)2) –1.506 (0.156)  0.333 (0.744) –0.914 (0.368)
Education 
   ≤Middle school 3.52±0.43 4.03±0.06 3.58±0.59 3.72±0.22ab 3.65±0.43
   High school 3.56±0.34 3.61±0.30 3.77±0.29 3.43±0.24a 3.59±0.31
   ≥College 3.80±1.13 3.73±0.12 3.00±0.00 3.95±0.44b 3.76±0.57
   F (P)1) 0.280 (0.760)  3.116 (0.085)  1.348 (0.300)  4.801 (0.024)*  0.357 (0.703)
Duration of dialysis
   ＜6 years 3.47±0.47 3.82±0.39 3.61±0.46
   ≥6 years 3.67±0.44 3.61±0.23 3.64±0.34
   t (P)2) –0.926 (0.368)  1.296 (0.217) –0.230 (0.820)
Complication
   Presence 3.56±0.56 3.69±0.38 3.51±0.53 3.71±0.43 3.61±0.48
   Absence 3.58±0.36 3.70±0.26 3.71±0.38 3.58±0.27 3.64±0.31
   t (P)2)  0.100 (0.921)  0.086 (0.933)  0.838 (0.417) –0.801 (0.435)  0.163 (0.872)
Heredity
   Presence 3.40±0.53 3.80±0.40 3.73±0.64 3.47±0.30 3.60±0.47
   Absence 3.60±0.45 3.67±0.30 3.58±0.44 3.67±0.35 3.63±0.39
   t (P)2)  0.682 (0.505) –0.657 (0.523) –0.519 (0.613)  0.944 (0.359)  0.164 (0.871)

1) P-value by ANOVA followed by Duncan post-hoc test
2) P-value by Independent t-tes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 b, ab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tab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tiple range test

보다 쌀밥 먹는 것을 실천” 항목이 4.40점으로 남성

의 경우인 3.7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남성인 대상자가 “충분한 기름을 사용(3.39점)”, “균
형식 섭취(3.83점)” “에너지 보충을 위한 사탕 섭취

(3.39점)” 등의 항목에서 여성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 외 나머지 항목에서는 여성의 식사요법 실천 정

도 점수가 남성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의 식사요법 실천 

정도 전체 평균점수는 3.61점이었으며, 투석기간이 6
년 이상인 대상자의 전체 평균점수는 3.63점이었다. 
투석기간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가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잡곡밥이나 

견과류의 섭취보다 쌀밥 먹는 것을 실천” 항목이 

4.20점으로 6년 이상인 대상자의 3.89점보다 높았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에너지 보충을 위한 

사탕 섭취” 항목이 3.44점으로 6년 미만인 대상자의 

2.87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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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 scores of diet practice by education characteristics. Mean±SD

Variables
Gender Duration of dialysis Total

 (N=33)Male (n=15)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Diet education (counsel)

   Yes 3.54±0.48 3.68±0.28 3.53±0.50 3.66±0.33 3.61±0.40

   No 3.65±0.40 3.73±0.47 3.76±0.36 3.50±0.57 3.69±0.40

   t (P)1) –0.404 (0.692) –0.243 (0.812) –0.906 (0.381) 0.592 (0.562) –0.458 (0.650)

Whether eat or not following diet education

   No - 3.75±0.35 3.75±0.35 - 3.75±0.35

   Sometimes 3.45±0.40 3.63±0.26 3.37±0.49 3.62±0.22 3.52±0.36

   Mostly 3.50±0.42 3.77±0.38 4.20±0.00 3.53±0.25 3.66±0.37

   Absolutely 4.60±0.00 - - 4.60±0.00 4.60±0.00

   F (P)2)  3.673 (0.060)  0.276 (0.765)  1.641 (0.260) 9.272 (0.003)**  3.013 (0.052)

Difficultness of diet

   Low salt diet 3.37±0.40 3.60±0.28 3.23±0.47 3.54±0.30 3.43±0.37

   Restrict protein food 3.90±0.14 - 4.00±0.00 3.80±0.00 3.90±0.14

   Reduce fruit intake 3.50±0.44 3.83±0.15 3.50±0.44 3.83±0.15 3.67±0.34

   Consider potassium in vegetables 3.40±0.00 3.48±0.31 3.60±0.57 3.40±0.08 3.47±0.28

   Restrict water 3.87±0.81 3.55±0.07 3.50±0.50 4.10±0.71 3.74±0.60

   F (P)2)  0.767 (0.570)  1.233 (0.360)  0.513 (0.729) 2.282 (0.132)  1.043 (0.408)

Meal preparer

   Oneself 3.35±0.49 3.64±0.34 3.51±0.59 3.54±0.23 3.53±0.42

   Spouse 3.74±0.41 3.85±0.07 3.67±0.36 3.85±0.41 3.76±0.38

   Parent - 3.50±0.00 3.50±0.00 - 3.50±0.00

   Others 3.35±0.35 3.80±0.35 4.00±0.00 3.53±0.38 3.62±0.39

   F (P)2)  1.770 (0.204)  0.439 (0.730)  0.333 (0.802) 1.857 (0.190)  0.782 (0.514)
1) P-value by Independent t-test
2) P-value by ANOVA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2) 일반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

대상자의 일반 특성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식사요

법 실천 정도는 Table 8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 특

성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유

의적이지 않았으나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73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50대가 3.47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3.76점으

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중학교 졸업 이하(3.65점), 
고등학교 졸업(3.59점)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일반 특성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남성

의 경우 연령대별로 60대가 3.73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3.80점
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가 

3.60점으로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 3.40점보다 높았

다.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70대(3.77점), 60대(3.73
점)가 높은 편이었고,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

하가 4.0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족력이 있는 대상

자가 3.80점으로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의 3.67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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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of the subjects by gender and duration of dialysis. Mean±SD

Variables
Gender

P (t)1)

Duration of dialysis
P (t)1)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Needs for Diet therapy 6.00±3.382) 7.27±3.13 0.276 (–1.109) 7.20±3.17 6.06±3.37 0.326 (0.998) 6.58±3.28

Restrict food and reason 6.44±3.13 7.13±3.16 0.535 (–0.627) 7.53±2.67 6.11±3.38 0.196 (1.322) 6.76±3.11

Proper recipe and method for restriction 6.39±3.15 7.40±3.16 0.366 (–0.918) 8.00±2.54 5.89±3.34 0.053 (2.010) 6.85±3.14

Diet therapy preventing complication 6.56±3.15 7.47±3.14 0.413 (–0.829) 8.00±2.54 6.11±3.38 0.077 (1.833) 6.97±3.13

Example composition of proper meal 6.56±3.15 7.60±3.27 0.358 (–0.933) 8.13±2.59 6.11±3.43 0.070 (1.880) 7.03±3.20

Total mean scores 6.39±3.09 7.37±3.10 0.370 (–0.909) 7.77±2.52 6.06±3.36 0.113 (1.631) 6.84±3.09
1) P-value by Independent t-test
2) 10-likert scale (very undesirable: 0∼very desirable:10)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도 유의적이지 않

았지만 연령대별로 60대가 3.97점으로 식사요법 실

천 정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고 50대가 3.13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3.82점으로 남성 

3.47점보다 높았다. 합병증은 없는 경우가 3.71점으

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인 3.51점보다 높았고, 가족력

이 있는 경우가 3.73점으로 가족력이 없는 경우인 

3.58점보다 높았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는 

교육 수준(P＜0.05)에서 식사요법 실천 정도에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 3.4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이 3.95점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연령대별로 

40대(3.53점)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3.71점으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인 3.58점보다 

높았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3.67점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인 3.47점보다 높았다. 

3)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식사요

법 실천 정도는 Table 9와 같다. 대상자의 교육 및 

영양상담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유의

적이지 않았지만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총 

5점 만점 중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3.90점)”과 “수
분 섭취 제한(3.74점)” 등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식사 준비자는 “배우자(3.76점)”가 높게 나타난 편이

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3.65
점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3.54점보다 높았다. 식
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3.90점)”, “수분 섭취 제한(3.87점)” 항목이 높은 

편이었고, 식사 준비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3.74
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3.73점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인 3.6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과일 섭취 제한”이 3.83
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식사 준비자에 대해서 

“배우자”가 3.85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도 영양교육 및 상

담 특성에 따른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3.76점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인 3.53점보다 높았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4.00점)”,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3.60점)” 등
의 항목이 높은 편이었고, “저염식 섭취(3.23점)” 항

목이 낮은 편이었다. 식사 준비자는 “배우자(3.67점)”, 
“본인(3.51점)”, “부모(3.50점)” 순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는 교육받은 대로 식사요법을 실시

하는지(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철



132 | 만성신부전 환자의 영양지식과 식사요법 실천 및 교육요구도

저하게 실시한다”가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3.62점)”, “대체로 실시

한다(3.53점)” 순이었다. 유의하지 않았지만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66점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인 3.50점보다 높았다. 식사요법 시 어려

운 점에 대해서는 “수분 섭취 제한(4.10점)”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3.40점)”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4.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1) 성별과 투석기간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Table 10과 

같다.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의 전체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84점이었다. “적절한 1끼 식사 구성의 

예(7.03점)” 항목이 높았고, “식사요법의 필요성(6.58
점)”이 낮았다.

성별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유의적이

지는 않았으나 남성의 전체 평균점수(6.39점)보다 여

성의 점수(7.37점)가 더 높은 편이었다. 항목별로 남

성의 경우 “합병증을 예방하는 식사요법(6.56점)”, 
“적절한 1끼 식사 구성의 예(6.56점)”, “제한 식품과 

그 이유(6.44점)”, “제한 식사를 위한 적절한 조리법

(6.39점)”, “식사요법의 필요성(6.00점)” 순이었다. 여
성의 경우 “적절한 1끼 식사 구성의 예(7.60점)”, 
“합병증을 예방하는 식사요법(7.47점)”, “제한 식사

를 위한 적절한 조리법(7.40점)”, “식사요법의 필요성

(7.27점)”, “제한 식품과 그 이유(7.13점)” 순이었다.
투석기간에 따라서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6년 미만인 대상자의 전체 평

균(7.77점)이 6년 이상인 대상자(6.06점)보다 영양교

육 및 상담요구도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항목별

로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는 “적절한 1끼 식

사 구성의 예(8.13점)”, “제한 식사를 위한 적절한 

조리법(8.00점)”, “합병증을 예방하는 식사요법(8.00
점)”, “제한 식품과 그 이유(7.53점)”, “식사요법의 

필요성(7.20점)” 순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는 “제한식품과 그 이유(6.11점)”, “합병증을 

예방하는 식사요법(6.11점)”, “적절한 1끼 식사 구성

의 예(6.11점)”, “식사요법의 필요성(6.06점)”, “제한 

식사를 위한 적절한 조리법(5.89점)” 순이었다. 

2) 일반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대상자의 일반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영양교

육 및 상담요구도는 Table 11과 같다. 대상자의 일

반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

도 평균점수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10점 만점 중 

연령에 따라 40대(8.5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편

이었으며, 50대(5.31점)에서 낮게 나타난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7.37점)의 점수가 남성(6.39점)
보다 높은 편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

(7.12점)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은 6년 

미만인 대상자(7.77점)가 6년 이상인 대상자(6.06점)
보다 높았다. 또한 합병증이 없고 가족력이 있는 경

우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남성인 대상자에서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40대

(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은 편이었고, 50대(5.44점)
의 점수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7.80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은 6년 미만인 대상자가 6.84점으로 6년 이

상인 대상자의 5.93점보다 높았다. 가족력이 없는 대

상자가 6.77점으로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인 4.47점보다 

높았다. 여성인 대상자에서는 투석기간(P＜0.05)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

상자가 9.17점으로 6년 이상인 대상자의 6.1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연령대별로 70
대 이상(8.57점), 40대(8.40점)인 대상자의 점수가 높

은 편이었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9.73점)
의 점수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에 따라서는 6년 미만인 대상자의 경우 

성별(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여성의 

점수가 9.17점으로 남성인 6.84점보다 높게 나타났

다.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연령대별로 40대(10.00점)



J Korean Diet Assoc 24(2):117-140, 2018 | 133

Table 11. Mean scores of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by general, disease related and characteristics. Mean±SD

Variables 
Gender Duration of dialysis Total

(N=33)Male (n=18)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Age (year)
   40∼49 8.70±1.84 8.40±1.57 10.00±0.00 7.75±1.17 8.50±1.47
   50∼59 5.44±3.51 5.00±7.07 5.07±2.84 5.50±5.26 5.31±4.07
   60∼69 6.30±3.16 5.20±3.30 8.33±1.22 5.13±3.14 6.00±3.07
   ≥70 6.67±3.51 8.57±1.87 8.06±2.46 7.50±3.54 7.93±2.49
   F (P)1) 0.491 (0.894) 1.448 (0.282)  2.205 (0.145)  0.660 (0.590)  1.954 (0.143)
Gender
   Male 6.84±2.89 5.93±3.39 6.39±3.09
   Female 9.17±0.73 6.18±3.54 7.37±3.10
   t (P)2) –2.302 (0.045)* –0.150 (0.883) –0.909 (0.370)
Education 
   ≤Middle school 5.82±3.28 9.73±0.46 6.77±3.47 6.83±3.49 6.80±3.32
   High school 6.71±3.13 6.65±3.31 8.89±1.23 4.75±3.00 6.68±3.11 
   ≥College 7.80±3.11 6.67±4.16 5.60±0.00 7.50±3.79 7.12±3.39
   F (P)1) 0.369 (0.698) 1.098 (0.367)  1.544 (0.256)  1.152 (0.342)  0.035 (0.966)
Duration of dialysis
   ＜6 years 6.84±2.89 9.17±0.73 7.77±2.52
   ≥6 years 5.93±3.39 6.18±3.54 6.06±2.26
   t (P)2) 0.614 (0.548) 2.457 (0.036)*  1.631 (0.113)
Complication
   Presence 6.24±3.02 7.63±3.16 7.40±2.23 5.83±3.69 6.61±3.05
   Absence 6.53±3.33 7.09±3.27 8.20±2.93 6.24±3.27 7.05±3.20
   t (P)2) 0.193 (0.850) 0.325 (0.751)  0.599 (0.599)  0.253 (0.804)  0.399 (0.693)
Heredity
   Presence 4.47±4.27 7.20±1.93 6.67±4.06 5.00±3.00 7.06±3.06
   Absence 6.77±2.84 7.42±3.40 8.05±2.16 6.27±3.49 5.83±3.32
   t (P)2) 1.194 (0.250) 0.104 (0.919)  0.841 (0.415)  0.584 (0.567)  0.876 (0.388)

1) P-value by ANOVA
2) P-value by Independent t-test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의 점수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50대(5.07점)의 점

수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

업이 8.89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합병증이 없는 

대상자에서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고, 가족력이 없

는 대상자에서 더 높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의 경우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연령대

별로 40대(7.75점)와 70대(7.50점)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점수가 6.18점으로 남성의 5.93점보다 높았

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50점으로 가

장 높은 편이었고, 중학교 졸업 이하(6.83점), 고등학

교 졸업(4.75점) 순이었다. 또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와 가족력이 없는 경우의 점수가 더 높은 편이었다. 

3)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교

육 및 상담요구도는 Table 12와 같다. 대상자의 영

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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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ean scores of diet practice by education characteristics. Mean±SD

Variables
Gender Duration of dialysis Total

 (N=33)Male (n=15) Female (n=15) ＜6 years (n=15) ≥6 years (n=18)

Diet education (counsel)

   Yes 6.33±3.15  7.02±3.39  7.32±2.94 6.23±3.40  6.65±3.22

   No 6.60±3.34  8.80±0.53  8.68±1.14 4.70±3.82  7.54±2.66

   t (P)1) –0.150 (0.882) –1.737 (0.107) –0.984 (0.343)  0.593 (0.562) –0.676 (0.504)

Whether eat or not following diet education

   No - 10.00±0.00 10.00±0.00 - 10.00±0.00

   Sometimes 6.24±3.06  6.74±3.66  6.37±3.04 6.47±3.46  6.43±3.21

   Mostly 5.00±4.24  5.67±3.36  8.60 4.60±3.07  5.40±3.21

   Absolutely 10.00±0.00 - - 10.00±0.00 10.00±0.00

   F (P)2)  0.842 (0.457)  1.040 (0.392)  1.411 (0.306)  1.119 (0.356)  1.435 (0.259)

Difficultness of diet

   Low salt diet 6.33±2.79  6.50±2.12  5.87±2.50 6.68±2.72  6.38±2.49

   Restrict protein food 8.70±0.99 -  9.40  8.00  8.70±0.99

   Reduce fruit intake 6.33±4.04  9.73±0.46  6.33±4.04 9.73±0.46  8.03±3.18

   Consider potassium in vegetables 8.00±0.00  5.92±3.81  9.10±1.27 4.85±3.46  6.27±3.51

   Restrict water 8.53±2.54  6.00±5.66  8.53±2.54 6.00±5.66  7.52±3.63

   F (P)2)  0.504 (0.734)  0.864 (0.498)  0.704 (0.614)  1.118 (0.401)  0.516 (0.725)

Meal preparer

   Oneself 5.33±3.36  6.51±3.52  6.86±3.05 5.33±3.70  6.04±3.38

   Spouse 7.26±2.97  8.50±0.71  8.10±1.83 6.83±3.49  7.47±2.74

   Parent - 10.00±0.00 10.00±0.00 - 10.00±0.00

   Others 5.20±3.11  8.33±2.89 10.00±0.00 6.35±3.03  7.08±3.09

   F (P)2)  0.882 (0.434)  0.597 (0.630)  0.831 (0.504)  0.336 (0.720)  0.846 (0.480)
1) P-value by Independent t-test
2) P-value by ANOVA

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10점 만점 중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7.54점)가 경험이 있는 

대상자(6.65점)보다 높은 편이었다. 식사요법 시 어

려운 점에 대해서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8.70점)”, 
“과일 섭취 제한(8.03점)” 등은 높은 편이었고, “칼륨

을 고려한 채소 섭취(6.27점)”, “저염식 섭취(6.38점)” 
등은 낮은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남
성의 경우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단백

질 식품 섭취 제한(8.70점)”과 “수분 섭취 제한(8.53

점)”이 높은 편이었다. 식사 준비자는 “배우자(7.26
점)”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8.80점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7.02점보다 높았다. 식사요법 시 어려

운 점에 대해서는 “과일 섭취 제한(9.73점)”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5.92점)”
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에 따라서도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가 유의적이지 않았지

만, 6년 미만인 대상자는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8.68점으로 경험이 있는 대상자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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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nutrition knowledge, dietary practice,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by gender.

Gender Variables Knowledge Diet practice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Male Nutrition knowledge  1

Diet practice  0.282 (0.256)1) 1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0.287 (0.248) 0.509 (0.031)* 1

Female Nutrition knowledge  1

Diet practice –0.093 (0.741) 1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0.0122 (0.665) 0.578 (0.024)* 1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0.05

Table 1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nutrition knowledge, diet practice, an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Variables Knowledge Diet practice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Knowledge 1

Diet practice 0.179 (0.318)1) 1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0.139 (0.439) 0.537 (0.001)** 1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0.01

점보다 높았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9.40점)”, “칼륨을 고려한 채

소 섭취(9.10점)” 등의 항목이 높은 편이었고, “저염

식 섭취(5.87점)” 항목은 낮은 편이었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는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있

는 대상자가 6.23점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4.70점)
보다 높았다. 식사요법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과일 섭취 제한(9.73점)” 항목이 가장 높은 편이었

고,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4.85점)” 항목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5.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1) 대상자의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

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3과 같

다. 각 항목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

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37, P＜0.01). 
따라서 식사요법 실천 정도가 높은 사람은 그만

큼 식사요법에 대한 관심도 커서 영양교육 및 상담

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2)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

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4와 같다. 남성의 경우 각 항목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사요법 실

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가 유의적인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509, P＜0.05). 여성의 경

우 영양지식 수준과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지식 

수준과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57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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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nutrition knowledge, diet practice,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by duration of dialysis.

Duration of 
dialysis Variables Nutrition 

Knowledge Dietary practice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6 years Nutrition knowledge  1

Dietary practice  0.373 (0.171)1) 1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0.488 (0.065) 0.855 (0.000)** 1

≥ 6 years Nutrition knowledge  1

Dietary practice –0.063 (0.894) 1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 demands  0.023 (0.929) 0.423 (0.080) 1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P＜0.01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요법 실천 정도가 높

은 사람은 그만큼 식사요법에 대한 관심도 커서 영양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투석기간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투석기간에 따른 두 집단의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5와 같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각 항목 간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

요구도 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0.855, P＜0.01).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유

의적이지 않았지만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지식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영양지식 수준과 

영양교육 및 상담 요구도,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

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 중 식사요

법 실천 정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식사요법에 대

한 관심도 커서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식사요법 등 영양교육은 

많은 인공신장실에서 치료 중심의 간호에 치우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Hwang 2007), 식사교육 프

로그램의 지속 효과에 관한 연구(Kim 등 2017)에서 

식사자가간호 이행은 교육 12주 후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개개인의 영양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영양교육이 이

루어지거나 초기의 교육에 국한되어있어 환자들 개

개인의 특성, 지적 수준, 식습관, 교육요구도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평균 연령, 평균 BMI 결과

가 62세, 22.29 kg/m2으로 2017년 대한신장학회의 말

기신부전 환자 통계 자료의 62.3세, 22.4 kg/m2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평균 연령과 60대 이상

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투석 치료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고령의 투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만성신부전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50.2%), 고혈압(20.3%)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합병증의 예로 고혈압이 많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자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따라 말기신부전으로 인

한 투석 환자 또한 증가하거나 만성신부전이 진행

되면서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질환뿐 아니라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 수가 증

가하고 있다는 Jung 등(2013)의 보고와 동일한 결과

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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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식 정도에서 “염분이 많은 식품” 항목에 

비해 “인이 많은 식품” 항목의 점수가 낮은 편이었

는데 상대적으로 환자들에게 저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진 반면, 인에 관해서는 덜 알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독증”이나 “고인산혈증의 증상” 
등의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정답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2001)의 연

구에서 칼슘이 풍부한 우유 등에 인이 많아 나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투석 환자의 경우 식

품 중 단백질, 칼륨, 인 함량에 주목하는 반면, 충분

한 칼륨 섭취 또한 필요함이 충분히 교육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과 교육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P＜0.05, P＜0.001) 연령이 낮을

수록 지식 습득 능력이 좋고,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지식의 이해 

정도나 정보를 찾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Lim(2004), Hwang(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 수준의 경

우 전체 대상자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투석기간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지식 점수가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이

를 기준으로 각 이해 수준에 맞춘 영양교육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Kim 등(2001), Lim(2004)의 연구에

서도 여성인 대상자의 영양지식 점수가 남성인 대

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석기간이 6년 이상

인 대상자에서 식사 준비자가 본인인 경우 기타의 

경우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았다. 기타의 경우 며

느리, 외식, 요양보호사 등이었는데 이는 본인이 식

사를 준비하는 만큼 영양지식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 중

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유의

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대학교 졸업 이

상이 점수가 더 높았다.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

상자의 영양지식 점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높았는데 식사

요법 실천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순이었다. 이는 교육 수준이나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비례하지 않았다. 또한 식사요법 실천 정도를 “그렇

다”와 “매우 그렇다” 등으로 제시하면서 비슷한 실

천 정도라도 본인의 주관 척도에 따라 점수에 영향

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식사요법과 관련된 Yang(2015)의 연구에서 투석 

환자들이 식욕부진이나 식사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

스 등으로 식사요법 적응에 힘들어한다는 보고처럼 

본 연구에서도 맛이 없거나 싱겁게 먹는 것이 식사

요법을 하는데 어려워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식사 준비를 배우자가 더 많은 비율로 하였는데 주

로 사회ㆍ문화적으로 여성이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가 많고, 남성의 경우 배우자인 아내가 주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Lee 등

(2013)의 연구에서도 “잡곡밥이나 견과류보다는 쌀

을 먹는 것을 실천한다”라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

게 나왔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

며, 혈액투석 환자에게 잡곡밥이 아닌 쌀밥을 먹어

야 한다는 것이 잘 인식되어있고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과 투석기간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유의수준 0.1에서 투석기간에 따른 교육요

구도 항목 중 “제한 식사를 위한 적절한 조리법

(P=0.053)”, “합병증을 예방하는 식사요법(P=0.077)”, 
“적절한 1끼 식사 구성의 예(P=0.070)” 등이 투석기

간이 6년 미만의 대상자가 6년 이상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Kim 등(2001)의 연구에서는 영양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천적인 내용의 인지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Yang(2015)의 연구에서는 실

제 식사조절에 시행착오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

고했다. 식사요법 필요성과 제한식의 이유 등 이론

적인 내용보다 식사나 합병증 예방식사 등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투석기간이 6년 이하인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요구도 점수가 높은 편이었는데 투석기간이 긴 대

상자는 오랜 기간으로 본인의 경험과 습관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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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에 있어서도 의욕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허나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의 문

항별 차이보다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따라 일

률적으로 같은 점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

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여성의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점수가 남성보다 높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영양교

육이나 식사요법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점수

를 더 높게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Lim(2004)의 연구

에서도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영

양교육 및 상담요구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영양교육

이나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 일상의 식사나 준비 

등 어려움이 있거나 정보 등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또한 식사 준비를 본인이 하는 경우

가 배우자나 기타 경우보다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

도 점수가 높은 편이었는데 본인이 식사를 준비하

지 않는 경우 식사 조절에 있어 본인이 준비하는 

경우보다 과정상 개입이 덜 이루어져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또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투석기간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유의수준 0.1
에서는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는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서 유의

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423, P=0.080),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는 영양지식 수준과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r=0.488, P=0.065),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서 유의적인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855, P＜0.01). Hwang(2007)
과 Lim(2004)의 연구에서 혈액투석에 관한 지식 정

도와 교육요구도 간에 중정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 것과 유사하였다. Yeom & Seo(2014)의 연구에서 

투석초기의 환자들은 식사조절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육요구도가 매우 높고, 장기 환자들 또한 식사와 

수분조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인 교육은 효과가 없으

며 환자 개인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
에 성별이나 투석기간에 따라서도 특성이나 영양지

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

구도 등이 다르게 나왔는데 환자의 특성이나 개개

인적인 상태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이 이뤄져

야 한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3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인

천ㆍ경기 소재 I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 2곳과 

개인병원 1곳의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

는 환자 총 33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사요법 실

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를 조사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2세였고, 평균 BMI는 22.29 

kg/m2였다. 성별은 남성은 18명(54.5%), 여성은 15
명(45.5%)였다. 투석기간에 따라 6년 미만은 15명
(45.5%), 6년 이상은 18명(54.5%)이었다. 만성신부

전 원인 질환은 당뇨병(40.0%)과 고혈압(40.0%)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받은 대

로 식사하는 지에 대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도 있다”가 18명(6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받은 대로 식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맛이 없

어서”가 8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식사요법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저염식 섭취” 8명(29.6%), 
“과일 섭취 제한” 6명(22.2%), “칼륨을 고려한 채소 

섭취” 6명(22.2%), “수분 섭취 제한” 5명(18.5%), 
“단백질 식품 섭취 제한” 2명(7.4%) 순이었다. 식
사 준비자는 “본인”이 15명(45.5%)과 배우자 12명
(36.4%)이 많았다.

2. 영양지식 총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4.67점이었

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적으로 여성의 점수가 높

았다(P＜0.05). 항목별로 “요독증이 있을 때 단백

질 섭취 제한”(P＜0.05)과 “부종이 있을 때 수분 

섭취 제한”(P＜0.01) 등의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여성의 점수가 높았다. 전체 대상자는 연령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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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P＜0.05), 여성(P＜0.05), 고등학교 졸업이

상(P＜0.001)에서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

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수준(각각 P＜0.01,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투석

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는 교육 수준(P＜0.05), 
6년 이상인 대상자는 연령(P＜0.05), 성별(P＜0.05), 
교육 수준(P＜0.001), 합병증 유무(P＜0.05), 식사 

준비자(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3. 식사요법 실천 정도는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

에 3.62점으로 중상 정도의 바람직한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왔다. 성별에 따라 “잡곡밥

이나 견과류의 섭취보다 쌀밥 먹는 것을 실천” 
항목에서 여성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5). 투석기간이 6년 이상인 대상자의 교육 

수준(P＜0.05), 교육받은 대로 식사요법 실천 정

도(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4.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는 전체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6.84점이었다. 항목별로 “적절한 1끼 식사 

구성의 예”가 7.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요

법의 필요성”이 6.58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의적

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높은 편

이었고,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가 6년 이

상인 대상자보다 높은 편이었다. 여성인 대상자

에서 투석기간(P＜0.05),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성별(P＜0.05)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영양교육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점수가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점수보다 높은 

편이었고, 식사 준비를 본인이 하는 경우보다 배

우자가 하거나 기타의 경우 영양교육 및 상담요

구도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5.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식사요법 실천 정도

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성별은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

도 간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5). 투석기간이 6년 미만인 대상자에서 식사

요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식사 준비

자에 따라서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식사요

법 실천 정도와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 간에는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투석기간에 따라서 유의적이

지 않았으나 투석기간에 따라 다른 일반 특성과 질

병 특성, 영양교육 및 상담 특성은 영양지식 수준,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에 다

른 경향을 보였다.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주로 인공신장실 내의 간

호사에 의해 투석과 관련된 식사조절 등 교육이 이

뤄지고 있으며, 시간 등의 이유로 일률적인 식사요

법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환자 개개인의 영양지식, 
식사요법 실천 정도, 영양교육 및 상담요구도를 비

롯한 임상적 특성과 상황, 순응도 등이 다르므로 이

에 적합한 환자 중심의 영양교육 및 관리를 보다 

전문적인 임상영양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

도와 업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일자로 투석환자 교육상담이 급여화되

고, 임상영양사가 포함되었으나 환자 중심의 영양교

육 및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현실화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천ㆍ경기 소재 일부 병원에

서 얻은 표본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대상자의 연령대가 높고, 투석기간

이 길으나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참고

하여 설문지를 작성해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용어 

등이 적합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검정력을 

높이고 보다 연령대가 높거나 장기혈액투석환자를 

위한 설문지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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