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일반 으로 신체활동량 감소는 만성질환과 장애의 원

인[1]이 되므로 만성질환의 방과 장애에 한 리를

하여 만성질환자의 신체활동량의 증진은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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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 수 이 우울,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에 미치는 융합 요인을 조사하

고자 실시하 다. 상자는 2개 도시에 소재한 5개 액투석실에서 액투석을 시행받는 193명의 액투석환자들이었다.

자료 분석은 기술 통계, 상 계와 계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상 계의 결과는 우울과 신체활동량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고(r = -.259, p <.01), 신체 정신 건강 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량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r

= .273, p <.01, r = .186, p <.01). 계 회귀분석 결과는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

수 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β = .22, p <.01). 따라서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을 증진시켜서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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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of physical activity level 

on hemodialysis patients' depress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sleep disorders. The participants were 193 

hemodialysis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in five hospitals in two cities. Data were analyzed by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and physical activity were 

negatively correlated (r = -.259, p <.01),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activity 

correlated positively (R = .273, p <.01, r = .186, p <.01), respectivel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physical health, the higher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of hemodialysis 

patients (β = .22, p <.01).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improving the physical activity of hemodialys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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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활동량을 증진하기 하여

걷기 운동은 권장되고 있는데, 걷기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범 운동이기 때문이

다. 한 걷기운동은 안정성과 함께 건강효과도 매우 커

서 건강 리 문가로부터 권장되는 운동이기도 하며[2],

규칙 인 걷기운동을 통한 신체활동량 증진은 심 계

를 포함한 생리 지수에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된다[3].

만성 질환자인 액투석환자는 빈번하게 우울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4-6], 낮은 건강 련 삶의 질을 갖고 있

다[7]. 액투석환자에게 발생하는 우울증상은 건강 련

삶의 질을 하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8].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은 만성 질환자

인 기 지 확장증 환자보다도 하되어 있고[9], 하된

신체활동량은 액투석환자의 근력과 보행 눙력을 감소

시키고 보행 장애도 발생시킨다[10].

이러한 액투석 환자들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11], 그 에 액투

석환자의 신체활동량 증진을 한 재가시행되고 있다

[12-14]. 일반 으로신체활동량이증가하면 건강도증진

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3],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

수 과 이들의 개인 특성과 우울,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와 같은 액투석환자의 문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액투

석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문제 , 즉 우울,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에 한 개별 인 련성의 연구만이 있

었을 뿐[12-14], 액투석환자들의 개인 특성, 우울, 건

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들을 함께 포함하여 그들과

신체활동량과의 계를 포 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의 수

을 확인하고, 각각의 변수인개인 특성, 우울,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의 정도를 악하여, 신체활동량

과 이들 변수와의 련성을 악함으로써 액투석환자

의 건강증진 략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기 가 되

는 융합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개

인 특성, 우울, 건강 련 삶의 질과 수면장애와의 련

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 우울, 건강

련 삶의 질과 수면장애 정도를 조사한 연구 자료를 바탕

으로,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 개인 특성, 건강

련 삶의 질, 우울과 수면장애와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이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된 상자는 부산과 양산에

소재한 5개의 액투석실에서 액투석을 받기 해 내

원한 자로, 18세 이상이며 액투석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주 3회 액투석 치료를 받는 상자 에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서명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상자 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하여

Cohen[12]이제시한 간효과 크기 .15, 유의수 .05,

측요인의 수 6개(나이, 액투석 시행기간, 신체 건강

련 삶의 질,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우울, 수면장애)

와 통계검정력 .95를 기 으로 G*Power 3.1.9.2 통계

로그램으로 필요한 상자를 산출한 결과 146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왔다. 본연구에포함된 상자의 수는A

액투석실 124명, B 액투석실 30명, C 액투석실 18명,

D 액투석실 8명, E 액투석실 19명을 포함하여 총

199명으로, 통계 검정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상자 수

를 확보하 으나, 이스 진단 시 값 3보다 큰 이상

6개를 제거한 후 193명을 최종 상자로 하여 분석하

다.

2.3 료수집 및 리적 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 학교 생명윤리 원회로부

터승인받은 ‘ 액투석환자의신체활동수 과우울, 삶의질,

수면장애 생리 지수와의 련성’(***IRB/_24_HR)과

‘ 액투석 환자를 한 사회인지이론 기반 유산소 운동

로그램의 개발 효과 평가’(***IRB/2015_90_HR)연구

자료를 이차 분석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1차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2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8개월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번호로 정리되었으며,

개인정보는 연구자 외에는 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 하

여 익명성과 비 보장을 유지하 다.

자료수집의 방법과 차에 한 자세한 설명은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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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ee [9]과 Park [13]에 기술되어 있으며, 부산과 양산

의 5개 액투석실에서 모집 공고문을 통하여 상자를

모집하 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상자의 권익 보호를

해 동 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모든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2.4 연  도

2.4.1 개 적 특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연령, 키, 체 , 성별,

결혼 상태와 교육수 등 총 6문항이었고, 질병 특성은

액투석시행기간, 기 질환인당뇨와 고 압등을 총 3

문항이었다.

2.4.2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은 국제신체활동량 설문지(Intern- 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단축형으로

개발한 한국어 IPAQ-Short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신체활동량 도구(IPAQ)는 4개의 질문 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측정 단 는 MET-min/week이다. 신체활

동량(IPAQ)는 지난 7일 동안 상자가 직장에서의 활동

이나 집 혹은 마당에서의 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일, 크 이션, 운동, 스포츠 등을 한 여분의

시간에하는모든활동을포함한다. 한국어 IPAQ-Short

의 1주 간격 반복측정 신뢰도는 Spearman's rho 상 계

수는 .54이었고 타당도는 ActicalⓇ 측정치와 비교하 는

데Spearman's rho 상 계수는 .27이었다[14].

2.4.3 우울

우울은역학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등[15]에 의하여 번

안된 한국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CES-D는 미국 정

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이 지역사회 일반 인구를 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20개의 문항으로 된 자가보고형

(self-report) 도구이다[15]. Chon 등[15]의 도구에서 각

문항은 0 에서 3 사이의 값으로 채 되며 총 16

기 으로 우울 경향과 비우울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총 이 높을수록 우울감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adloff [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Cronbach's ⍺

는 .91이었고 Chon 등[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1이었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2이었다.

2.4.4 건강  삶  질

건강 련 삶의 질(Short-Form Health Sur- vey

version 2, SF-12v2)은 SF-36에서 12개 문항을 추출한

것으로서, OPTUM에서 제공한 한국어 을 사용하 다.

8개의 하부 역은 생리 기능, 생리 역할제한, 통증,

일반 건강, 활력, 사회 기능, 감정 역할제한, 정신

건강이며, 이들 8개 하부 역으로 다시 2개의 domain인

신체 건강 련삶의질(Physical C- omponent Summary

Score, PCS)과정신 건강 련삶의질(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 MCS)으로 구분된다. Khanna, Jariwala

와West-Str- um [17]의연구에서의신뢰도는Cronbach's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 ch's

⍺는 .85이었다.

2.4.5 수 애

수면장애는 Buysse 등 [18]에 의해 개발된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 lity Index, PSQI)

도구를 피츠버그 학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수면장애(PSQI) 도구는 19문항으로 개발

된 자가보고형(self-report) 도구이며, 수면 시간과 잠드

는데 걸리는 시간, 주 인 수면의 질, 수면 지속시간,

일상 인 수면의 효율성, 수면과 련된 문제, 수면제 복

용, 낮 동안의 기능부 의7개 구성요소로 수면의 질을 평

가한다. 7개의 구성요소는 수화방법에 따라 각 각 0-3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며 총 의 범 는 0-21 사이

이며 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PSQI가 5 이상인 경우 ‘수면문제 있음’으로 별한다.

Buysse 등[1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75

이었다.

2.5 료 분  

수집된 자료는SPSS windows (version 23)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유의수 (ɑ)은 .05로 하여 양

측 검정하 다. 구제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개인 특성, 신체활동량, 우울, 건

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는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한 디지털정책학회논 지 제16  제7호348

2) 연구 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test 사후분석으

로 검증하 으며, 신체활동량, 우울, 건강 련삶의

질과 수면장애 간의 상 계는 피어슨 상 계

(Pearson’s product-moment corr- 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3) 연구 상자의 신체활동량 수 이 우울과 건강

련 삶의질을 측하는정도를 악하기 해신체

건강 련 삶은 통제변수로 1단계 회귀식에 포

함하고, 우울은 2단계 회귀식에 포함하고 정신

건강 련 삶은 3단계 회귀식에 포함하여 액투석

환자의신체활동량에추가설명력과상 요성을

악하고자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개 적 특

본 연구에 포함된 액투석 환자의 평균 연령은

59.45±12.58세로 과반수가 65세 미만(63.2 %)이었으며,

평균 키는 163.74±12.13 cm이었고 평균 몸무게는

61.23±16.40 kg이었다. 남성이 과반수 이상(61.7%)이었

고, 결혼 상태인 상자(61. 7%)는 그 지 않은 상자보

다 많았으며, 상자의 64.8%가 고졸이상으로 조사되었

다. 상자의 액투석 시행기간은 2년에서 5년(44.0%)

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년에서 9년(16.6%)이었고, 다

음으로 1년 미만(24.4%)이었으며, 10년 이상(15.0%)이

가장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상자는 58.0%이었으며, 고 압을 진단받는 상자는

60.6%이었다(Table 1 참고).

3.2 연 대상  신체활동량, 우울, 건강  삶

질 및 수 애 정도

상자의 신체활동량의 평균은 1356.30±1376.54

Met-min/week이었고 비신체활동군은 315.83±207.08

Met-min/week, 최소한의 신체활동군은 145 7.15±715.34

Met-min/week,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은 4220.31±791.53

Met-min/week이었다. 우울의 평균은 16.94±9.95 이었

고 비신체활동군에서 우울의 평균은 18.99±9.46 , 최소

한의 신체활동군에서 우울의 평균은 16.82±10.77 , 건강

증진형 신체활동군에서 우울의 평균은 11.04±5.39 이었

다. 우울 수치가 16 이상인 상자는 48.2 %로 조사되

었다. 신체 건강 련 삶의 질 평균은 39.61±9.36 이었

고 비신체활동군에서의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은

36.79±9.46 , 최소한의 신체활동군에서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은 41.0 6±9.18 ,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은

43.45±7.24 이었다.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평균은

47.3 7±11.22이었고 비신체활동군에서의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평균은 44.45±10.75 , 최소한의 신체활동군

에서의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평균은 48.41±11.67 ,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에서의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평균은 52.82±8.46 이었다. 수면장애의 평균은 7.66±4.41

이었고 비신체활동군에서의 수면장애 평균은 7.44±4.24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IPAQ

Inactive MA HEPA F p

n(%)

Age (yr) 59.45±12.58

<65 122(63.2) 44(22.8) 60(31.1) 18(9.3) 1.99 .139

≥65 71(36.8) 36(18.7) 27(14.0) 8(4.1)

Height(cm) 163.74±12.13

Weight(kg) 61.23±16.40

Gender

Male 119(61.7) 48(24.9) 54(28.0) 19(9.8) .73 .486

Table 1. Difference in Physical Activity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N=193)

Female 74(38.3) 32(16.6) 33(17.1) 7(3.6)

Marial status

Married 119(61.7) 47(24.4) 53(27.5) 19(9.8) .86 .423

Living
alone

74(38.3) 33(17.1) 34(17.6) 7(3.6)

Education

<High
school

68(35.2) 29(15.0) 30(15.5) 9(4.7) .03 .970

≥High
school

125(64.8) 51(26.4) 57(29.5) 17(8.8)

Homodialysis period (yr)

5.15±5.41

≤1 47(24.4) 18(9.3) 20(10.4) 9(4.7) .19 .826

2-5 85(44.0) 34(17.6) 43(22.3) 8(4.1)

6-9 32(16.6) 16(8.3) 12(6.2) 4(2.1)

≥10 29(15.0) 12(6.2) 12(6.2) 5(2.6)

DM

Yes 112(58.0) 45(23.3) 53(27.5) 14(7.3) .29 .748

NO 81(42.0) 35(18.1) 34(17.6) 12(6.2)

HT

Yes 117(60.6) 48(24.9) 52(26.9) 17(8.8) .14 .868

NO 76(39.4) 32(16.6) 35(18.1) 9(4.7)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MA=Minimally Active;
HEPA=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Inactive=＜600 Met-min/week;
minimally active=600-3000 Met-min/week; HEPA=＞3000 Met-min/week;
DM=Diabetes Mellitus; HT=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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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신체활동군에서의 수면장애 평균은 7.77±

4.62 , 건강증진형 신체활동군에서의 수면장애 평균은

8.00±4.30 이었다. 수면장애가 5 이상인 상자는

73.1%로 조사되었다(Table 2 참고).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IPAQ

F pInactive MA HEPA

n(%) or M±SD

Physical Activity

IPAQ
1356.30±
1376.54

315.83±
207.08

1457.15±
715.34

4220.31±
791.53

453.1
0

<.00
1

Depression

CES-D
16.94±
9.95

18.99±
9.46

16.82±
10.77

11.04±
5.39

6.64 .002

<16 100(51.8) 28(14.5) 50(25.9) 22(11.4)

≥16 93(48.2) 52(26.9) 37(19.2) 4(2.1)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F-12

PCS
39.61±
9.36

36.79±
9.46

41.06±
9.18

43.45±
7.24

7.31 .001

MCS
47.37±
11.22

44.45±
10.75

48.41±
11.67

52.82±
8.46

6.50 .002

Sleep Disturbance

PSQI
7.66±
4.41

7.44±
4.24

7.77±
4.62

8.00±
4.30

.205 .815

<5 52(26.9) 22(11.4) 25(13.0) 5(2.6)

≥5 141(73.1) 58(30.1) 62(32.1) 21(10.9)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MA=Mimimally
Active; HEPA=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Inactive=＜600
Met-min/week; minimally active=600-3000 Met-min/week; HEPA=＞
3000 Met-min/week; CES-D=Center for Epiden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F-12=12-item
Short-Form Health Survey;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

Table 2. Differences in Depression, Health realted 

Quality of Life, and Sleep Disturbance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N=193)

3.3 연 대상  개 적 특 , 신체활동량, 우울, 

건강  삶  질 및 수 애 간  계

상자의 신체활동량, 우울, 건강 련삶의 질 수면

장애와의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체활

동량은 우울(r=-.259, p<.01), 신체 건강 련 삶의 질

(r=273, p<.01), 정신 건강 련 삶의 질(r=186, p<.01)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신체 활

동량이 많을수록 우울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이있었고 신

체 건강 련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은 높

은 경향이 있었다. 우울은 신체 건강 련 삶의 질

(r=-.351, p<.01)과정신 건강 련삶의질(r=-560, p<.01)

수면장애(r=.390, p<. 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우울 경향이 있을수록, 신체 건강

련 삶의질과 정신 건강 련삶의 질이 낮은경향이있

었으며 수면장애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은 신체활동량(r=.273, p<.01), 우울(r=-351,

p<.01), 수면장애(r=-.233, p<.01), 나이(r=-.158, p<.05)

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신체 건

강 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신체활동량, 수면장애와 나

이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우울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정

신 건강 련 삶의 질은 신체활동량(r=.186, p<.01), 우

울(r=-560, p<.01), 수면장애(r=-.166, p<.05)와 통계 으

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을수록 신체활동량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우울

과 수면장애는 낮은 경향이 있었다. 수면장애는 우울

(r=.396, p<.01), 신체 건강 련 삶의 질(r=-.233, p<.01),

정신 건강 련 삶의 질(r=-.166, p<.05), 나이(r=.145,

p<.05)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수면

장애가 높을수록 우울과 나이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신

체 건강 련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은 낮

은 경향이 있었다. 나이는 신체 건강 련 삶의 질

(r=-.158, p<.05), 수면장애(r=.145, p<.05)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신체

건강 련 삶의 질과 수면장애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IPAQ
(X1)

1

CES-D
(X2)

-.259** 1

SF-12:
PCS (X3)

.273** -.351** 1

SF-12:
MCS (X4)

.186** -.560** .085 1

PSQI (X5) .031 .396** -.233** -.166* 1

Homodialysis
period (X6)

.030 .084 -.068 -.093 .037 1

Age (X7) -.137 .081 -.158* -.067 .145* -.069 1
*p<.05, **p<.01;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HEPA=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Inactive=＜600 Met-min/week;
minimally active=600-3000 Met-min/week; HEPA=＞3000 Met-min/week;
CES-D=Center for Epiden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SF-12=12-item Short-Form Health
Survey;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IPQA, Depressi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N=193)

3.4 혈액투 환  신체활동량 측

액투석 환자 특성의 변량 설명에 한 신체활동량

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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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련성이 있

는것으로난 신체 건강 련삶의질을 1차 회귀식에

먼 투입하 고, 우울을 2차 회귀식에 먼 투입하

으며, 수면장애를 3차 회귀식에 투입하 다. 회귀분석

의 가정 검정에서, 잔차의 분포는 ‘0’을 심으로 균등하

게 흩어져 있었으며, 회귀 표 화 잔차의 정규 P-P도표

를 검정한 결과도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 하여, 오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 다. 오차의 자기

상 을 나타내는Durbin-Wastson 통계량은 2.09로 비교

2에 가까워오차항의 독립성 자기상 에 문제가없

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59∼1.0으로0.1 이상이었으

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 actor, VIF)도

1.0∼1.68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계 분석 1단계로 신체 건강 련 삶의질을 투입

한 결과7.4% 설명하 고 신체 건강 련삶의 질(β=.27,

p<.001)이 유의한 련요인으로 나타났다(Model 1). 2단

계로 우울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했을 때(Model 2),

R2는 3.1% 증가하 고 신체 건강 련 삶의 질(β=.21,

p<. 01)과 우울(β=-.19, p<.05)이 신체활동량 변량과 유

의한 련요인으로 나타났다(Model 2). 3단계로 수면장

애를 회귀모형에 추가로 포함했을 때(Model 3), R2는

2.8% 증가하 고신체 건강 련 삶의 질(β=.22, p<.01)

이 신체활동량 변량과 유의한 련요인으로 나타났다

(Model 3).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

은 총 9.7% 다(Table 4 참고).

4. 논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개인 특

성, 우울, 건강 련 삶의 질과 수면장애와의 련성을 규

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59.45±12.58세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36. 8%이었고[22],

남성은 61.7%이었으며, 결혼 상태인 상자는 61.7%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의 포함된 상자의 평균

연령은 60.3±13.8세[23], 남성의 비율은 68.1% [24], 결혼

한 상태는 72% [25]로 보고한 연구결과들과유사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액투석 환자가 다른 연구에 포함된

상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 상자의 신체활동량, 우울, 건강 련 삶의 질 수면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본 상자의 신체활동량의 평균

은 1356.30±1376. 54 Met-min/week이었고, 우울의 평균

은 16.94± 9.95 이었고, 신체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의 평균은 각각 39.61±9.36 과 47.37±11.22 이었으며,

수면장애의 평균은 7.66±4.41 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의 신체활동량(n=139)은 1600. 54±1654.17 Met-min/

week[7]과 유사하 고, 우울(n=800)은 17.28±11.02 과

신체 건강 련 삶의 질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은

43.25±8. 05 47.44±10.19 [26]로 보고된 결과와 유

Categories Model 1

B SE β t(p)

SF-12: PCS 40.07 10.23 .27 3.92(<.000)

CES-D

SF-12: MCS

R2 .074

Adjusted R2 .069

F(p) 15.33(<.001)

R2 change

F(p) for R2

change

Durbin-Watson

Model 2

B SE β t(p)

SF-12: PCS 30.45 10.78 .21 2.83(.005)

CES-D
-25.7
9

10.14 -.19 -2.54(.012)

SF-12: MCS

R2 .105

Adjusted R2 .095

F(p) 11.12(<.001)

R2 change .031

F(p) for R2

change
6.47(.012)

Durbin-Watson

Model 3

B SE β t(p)

SF-12 : PCS 32.21 10.88 .22 2.96(.003)

CES-D
-17.9
0

12.31 -.13 -1.45(.148)

SF-12: MCS 11.59 10.26 .10 1.13(.260)

R2 .111

Adjusted R2 .097

F(p) 7.85(<.001)

R2 change .028

F(p) for R2

change
6.12(.014)

Durbin-Watson 2.09

CES-D=Center for Epiden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SF-12=12-item Short-Form Health Survey; PCS=Physical
Component Summary Score; MCS=Mental Component Summary
Score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N=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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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으며, 수면장애(n=46)는 9.00± 4.11 이면서 5 이

상인 상자는 76.0% [27]로 조사된 연구와 유사한 결과

로 나타났다.

본 상자의 신체활동량, 우울, 신체 정신 건강

련삶의질, 수면장애 수 을 살펴보면, 본 상자 신체

활동량의 평균은 1356.30± 1376.54 Met-min/week 이었

는데,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기 지확장증 환자[9]의

신체활동량이 2700(1037-6209) Met-min/week로 조사되

어 액투석환자가 기 지확장증 환자보다도 신체활동

량이 다소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상자의 우울은 60 만 에 평균이 16.94±9.95 이었으

며, 우울 경향이 있는(CES- D>16)는 상자는 93명

(48.2%)으로 조사되었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액투석환

자 우울 경향을 가지는 상자(n=92)는 40.2%로 조사

되었으며[4], 한 이들 (n=5,256)에 우울증으로 진단

을 받은 상자는 17.7%로 보고되었다[28]. 액투석환

자의 우울 비율은 국내의 노인(n=211)의 우울 비율

(27.5%) [29]과 비교하여 볼 때 액투석 환자의 우울 비

율이 노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상

자의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은 39.61±9.36이었고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은 47.37±11.22로 조사되었고, 액

투석환자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30]에서도 신체 건

강 련 삶의 질은 26.53±7.26 이었고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은 47.84±7.52 으로 조사되어 액투석환자의

건강 련 삶의 질은 반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액투석환자의 건강 련 삶의 질의 개선을 한

임상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수면장

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5 이상의 상자는 73.1%

이었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수면장애

수가 5 이상인 상자(n=400)도 56.7%로 조사되어

액투석을 시행하는 상자 수면장애를호소하는 환

자가 반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5]. 다른 선행 연구

[27]에서 수면장애 수가 5 이상인 상자가 76.0%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73.1%)와 유사한 하 는데 이

를 통하여 액투석 환자 수면장애가 있는 상자가

다수인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액투석 환자의

부분이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것으로, 임상 으로

액투석환자의 수면의 질 향상을 한 개선의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본 상자의 신체활동량과 우울, 신체 정신 건

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의 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

서 신체활동량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우울 수치가 감소하

고(F=6.64, p<.01), 신체 (F=7.31, p<.01) 정신 건

강 련 삶의 질(F=6.50, p<.01)의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신체활동량이 수면장애 개선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21, p=.815 ). 선행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이 감소된 액투석환자는 우울과

수면장애가 많고[6] 건강 련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31],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이 증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가 개선에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량 증진을

통하여 액투석환자의 우울과 건강 련 삶의 질의 개선

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더불어 액투석환자

의 수면장애의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한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한다.

본 상자의 신체활동량과 제 특성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신체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우울(r=-.259, p<.01)

은 감소하고 신체 건강 련 삶의 질(r=.273, p<.01)과

정신 건강 련 삶의 질(r=.186, p<.01)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었고, 우울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량(r=-.259,

p<.01), 신체 건강 련 삶의 질(r=-.351, p<.01)과 정신

건강 련 삶의 질(r=-.560, p<.01)은 감소하고 수면장

애(r=.396, p<.01)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운동 재

를 시행하여 건강 련 삶의질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32]

에서도 운동 재 후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이 향상되

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동량 증가는 신체 정신 건

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

이는 신체활동량은 하되어 있고 우울 경향이 높은

액투석환자에게 신체활동량이 증가가 우울은 감소시키

고 건강 련 삶의질은 향상시킨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수면장애와 상 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우울의 감소를 한 재를 통

하여 수면장애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신체활동량 측변인을 살펴보면,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 변량은 11. 1 %설명하 으

며,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이 신체활동량변량을 더 많

이 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

의 측변인으로 액투석 환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우울과 수면장애를 포함하 고[6] 신체활동량

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신체 정

신 건강 련 삶의 질을 추가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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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귀식은 신체활동량 변량은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에 의해 11.1%의 변량이 설명되었으며,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은 상자가 신체활동량이 높은 경향으

로 나타났다. 액투석환자를 상으로 한 신체활동량의

변량을 우울,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를 설명하는 선

행연구가 없어서 직 인 비교는 어려웠다.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연구[33,

34]에서는 신체활동량이 많은 상자는 건강 련 삶의

질의 총 이 높았으며, 건강 련삶의 질을 신체 정

신 건강 련 삶의 질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이 신체활동량 증가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을 측하는 요인이 신체

건강 련 삶의 질로 나타난 것과 결과와 유사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은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에 요하게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문가는 액투석환자의 신체 건강 리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량 증진 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신체활동량 측요인이 11.1%로 신

체활동량 변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 련 변인을 추가하거나,

상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련 변인에 한 추가 탐

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우울은신체활동량 변량

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액투석환자

의 신체활동량과 우울의 상 성에 한 심도 깊은 탐색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액투석환자

의 신체활동량의 증진이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면장애는 액투석환자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 [6, 7]으로 이에 한 추가 탐색도 필요하다. 한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이 우울과 신체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성을 감안할 때, 액투석 환자의 건강

증진을 해 신체활동량 향상을 한 방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량과 우울, 신체

정신 건강 련 삶의 질과 수면장애와의 련성

을 제시한 에서의의가 있다. 특히 액투석 환자의 신

체활동량과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의 련성을 검증함

으로써 향후 액투석환자의 건강 증진을 한 간호 재

에신체활동량증진 로그램이포함되어야함을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이개 도시에 있는 5개의

병원에서 실시되었으므로 국 액투석 환자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 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비

교 많은 상자(n=193)와 병원(n=5)을 포함하 고,

액투석 환자가 골고루 포함된 자료에서 얻어진 연구결과

라는 측면에서 자료의 표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

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회귀식의 낮은 설명력이다.

본 연구에서 상 성이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여 회귀식을

구성하 으나 신체활동량에 한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

다. 액투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포

인 모델 구축과 검증이 추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

본 연구는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과 우울, 신체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와의 련성을 규

명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액투석환

자의 신체활동량 증진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신체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체 건강 련 삶의 질이었

다.

따라서 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해서 우울, 신체 정신 건강 련 삶의 질, 수면장애

에 한 포 이거나 각각의 개념을 고려한 간호 재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액투석 환자의 특

성을 반 한 상자 의 개별 근방법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기 로 액투석 환자의 신체활

동량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고 건

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간호 재를 상자의 특성

에 맞게개발하여실무에 용, 평가하는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서

액투석 환자들을 상으로 시행된 연구이므로 보다 폭넓

은 지역에서 규모 무작 추출법을 통한 표성을 향

상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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